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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kimmer Performance

Test Methods Considering Wave Height

Park, Gwi Seock

Department of Coast Guard Studie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Korea depends heavily on imports for crude oil which is the major

source of energy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life. Since crude oil is

imported through shipping, it increases risk of oil spill accidents. Initial

response and response operation for preventing oil spill are important in

order to minimize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s because oil spill

accidents have tremendous effects on one's nation and people.

Representative methods for removing spilled oil in most countries are

mechanical recovery with oil booms and skimmers containing and

recovering oil slick on waters. However, as a multitude of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mechanical skimming, a series of oil spill skimmer

performance tests in each country are being carried out to verify actual

performance of skimmers which are used for re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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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valuating performance tests of

oil skimmers in Korea as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needed.

First, the evaluation method for performance of skimmers was analyze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case (KS V 3986) and

international cases (America, Norway, Canada). As a result, performance

of skimmers was tested considering major factors such as wave height,

type of test oil and test velocity because all factors were unable to be

considered at open sea.

Second, this study focused on wave height among other environmental

parameter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existing performance tests of oil

skimmers can prove performance of skimmers in real oil spill accidents.

It was tested with different waves (0m, 0.15m, 0.25m). And researched

statistical data of oceanographic conditions in Korea. As the result, the

average wind speed was 9.4m/s and the wave height was 0.7m respectively

Third, two types of skimmers were tested with different wave height

from 0m to 0.25m in order to confirm performance of skimmers by

changing wave height.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oil recovery

quantity of oil skimmers decreases with higher wave height. It means

when oil skimmer is used at open sea, the oil recovery quantity of

skimmer with 0.7m wave height is 2.8 times less than that of 0.25m

wave height.

Considering oceanographic conditions in Korea, current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method is not sufficient to prove performance of oil

skimmers used at open sea. Therefore,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new

evaluation method improved by considering oceanographic conditions and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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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although the study has focused on effects of wave height on

performance of oil skimmers, further studies will be continued to examine

the effects of other parameters such as thickness of oil layer, irregular wave,

test velocity and measurement time on the performance of skim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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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목

석유수입 세계 5 , 석유소비 세계 8 인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주요 에 지원인 원유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은 주로 해상을 통해 이 짐에 따라 해양에

서의 기름유출사고 발생 가능성도 차 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0~2014년)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연평균 267건으로, 건당 평균 

유출량은 805㎘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총 

21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건수 비 은 수치이지만 우이산호와 같은 

형 기름유출사고(926.3㎘~1025.3㎘)로 인해 연간 총 유출량은 2,001㎘을 기록하

면서 최근 5년  가장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된 것1)으로 보고되었다.

선박이 재 는 사용하는 원유 ( 는) 연료유의 유출과 같은 문제로 인해 

해양오염사고는 국민 생활에 악 향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 상황에서 기름

유출 방지를 한 동조치와 방제작업은 국가의 환경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제작업(Response Options)은 크게 기계  회수, 유처리제 사용, 해안방제,

자연방산 등 4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분의 국가에서는 “기계  

회수”를 우선 으로 채택하여 사용한다.2) 유출된 기름을 회수함에 있어 유회수

기를 활용한 기계  회수는 가장 효율 이며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오일붐

(Boom)을 통해 유출유를 모으고 유회수기(Skimmer)로 기름을 선별 으로 회수

하여 장탱크로 이송하는 형태로 방제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1) 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5.8.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2) 윤종휘, 2014. 기본해양오염방제. 다솜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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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의 확산을 막고 효율 인 방제작업을 수행하기 해 기계  회수

방법에 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의 방제장비

제조사들도 다양한 유회수기를 개발하여 보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장 환경에

따라 실제 투입된 유회수기의 성능은 제조사가 제시한 성능과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각국에서는 실해역에 동원된 유회수기의 실질 인 성능을 검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  반부터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유회수기 성능개발에 한 연구와 더불어 유회수기의 성능을 평가

하는 수조시험  실해역 시험에 한 많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해 왔다. 미국의 

경우, 1975년에 ASTM F20 원회를 구성하고 ASTM standards를 용하여 방

제장비 성능평가용 용수조인 OHMSETT(Oil and Hazardous Materials

Simulation Test Tank)에서 다양한 유회수기에 한 성능평가  실험을 실시

해왔다.3) 기존에 실시하던 성능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하여 2008년에는 

ASTM F 2709, ASTM F631-99 기 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 기 안에 따라 유

회수기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에 한국표 회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유회수기 성능

평가방법(KS V 3986)을 제정하여 제어된 환경에서의 유회수기의 총 회수량, 유회

수량, 유회수 효율, 수거효율 등과 같은 정량  데이터를 측정하고 유회수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 다. 한, 국민안 처 해양경비안 본

부는 방제선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한 고시를 제정하여 유회수기 성

능평가에 따른 성능인정을 제도화하 다.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은 실내수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어된 

환경에서 특정 유회수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실해역 조건에서 유회수기 

성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회수기 성능평가 기 은 실해역 조건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실해역에서 유회수기 성능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

소인 고, 시험속도, 시험유의 종류  두께 등을 시험조건으로 설정하고 평가

를 실시한다.4)

3) Available at: http://www.ohmsset.com, ASTM F20 [Accessed 22 May 2015]

4) 한국표 회, 2012. 유회수기 성능평가방법(KS V 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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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여러 시험조건  고는 바람에 의해 해상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는 자연

상으로 해상방제작업을 어렵게 하고 유회수효율을 크게 하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형 기름유출사고인 씨 린스호(1995년), 허베이

스피리트호(2007년) 사고 당시에 많은 방제장비가 투입되었지만 사고 당시 높은 

고, 바람과 같은 불리한 해상  기상상태로 인해 투입된 유회수기는 이론  

성능 비하여 히 하된 성능을 보 다.

한, 우리나라는 민간  공공 부문의 유회수능력 소요량 산정시 제조업체의

명목회수용량에 해양기상상태 등의 요소가 고려된 일정한 값의 효율치를 용

하는데, 이는 실제 유회수기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실해역의 고상태와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국가해양오염방제계획 수립과정에서 유회수 능력 확충방

안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환경 자료를 조사하고, 고조건(0m, 0.15m,

0.25m)에 따른 유회수기 성능 특성을 분석하여 행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이 

실제 사고 장에서의 유회수기 성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에 추가하여 인공조 수조에서 2종의 유회수기를 상으로 고를 

달리하여 성능평가 실험을 실시하고, 상호간의 성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고가

유회수기 회수성능에 미치는 향  재 운  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의 

성을 검하여 실해역 해양환경에 합‧유효한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개

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자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1) 국내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실험사례 조사

- Manual Book of ASTM Standards, ASTM

- Protocol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Stationary Skimmers, Ohmsett

- Standard for Performance Testing of Oil Spill Skimmers, DNV 2002

- Test Reports of Foreign Skimmers, USA, Norway, Canada

-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KS V 3986), 한국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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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해양환경 자료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통계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3) 국내 유회수기 성능평가 실험 결과

- 해양환경 리공단 유회수기 성능평가 실험자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먼  유회수기 성능평가에 한

비교‧분석을 해 국내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실험사례를 조사하 다.

한,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해양환경 여건에 해 분석하 다. 고와 

유회수기 성능의 상호 연 성을 분석하고자 국내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을 

용해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인공조 수조를 활용하여 2가지 종류의 유회수기

(Disc, Drum)에 해 유회수기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고의 향에 따른 

유회수기 성능 변화를 으로 분석하기 해 시험유, 시험( 인)속도, 시험

유 두께 등과 같은 시험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고조건만 0m, 0.15m,

0.25m로 다르게 설정하여 각 고별로 유회수기 성능을 실험하 다. 이 실험에 

한 세부사항은 제5장에서 설명한다.

1.3 연구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목 을 설명하고 연구자료, 방법  범 에 하여 

서술하 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 황과 씨 린스호, 허베이스피리트호,

우이산호 사고와 같은 주요 기름유출사고 황을 조사하고 해양오염사고를 비한

국가별 방제능력 기   산정방법을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주요 방제작업 방법인 기계  회수에 해 알아보고, 사고발생시

유출유 회수작업에 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요소들을 조사하 다. 한, 기상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해상환경 여건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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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재까지 개발‧운용 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에 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 다. 국외의 경우, 미국 ASTM, 노르웨이 DNV, 기후‧오염 리청

 캐나다 환경부의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과 실험사례에 해 조사하 다.

국내의 경우, 한국표 회에서 제정한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과 (舊)해양경찰청

고시로 운  인 성능인정 방법을 연구하 다. 국내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에

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과 성능인증 차의 

실효성  한계에 한 분석을 하 다.

제5장에서는 고에 따른 유회수기 성능 변화를 조사하기 해, 국내 인공조

수조에서 고조건을 0m~0.25m까지 달리하여 유회수기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유회수기별(Disc, Drum)로 측정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고에 따른 유회수기 성능 

변화 정도를 분석하 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국내 해양환경을 고려한 

성능평가 방법의 보완 필요성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 수행의 반 인 흐름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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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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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황  국가별 방제능력

2.1 해양오염사고 황분석

2.1.1 국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황 

최근 5년간(‘10년~’14년) 오염사고는 연평균 267건 발생하 으며, 사고에 따른 

평균 유출량은 805㎘이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체 건수의 62%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어선에 의한 사고는 부분 소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체

기름 유출량의 6%정도를 차지한다. Fig. 2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건수  유출량을 나타낸다.

해역별로는 선박 통항이 많은 남해해역에서 오염사고 건수  유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Marine pollution accidents in the last 5 years(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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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별 황

사고 건수 기 으로 분석한 결과, 체 사고건수  부주의 사고가 연평균 167건

(6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부주의 유형으로는 유류 공수 ‧자체이송 

 선내작업  과실에 의한 사고 형태가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Types of carelessness accidents in the last 5 years(2010~2014)

구  분 합 계 유류이송 작업  과실 유지 리소홀 장비조작미숙

연평균 

발생건수
167 57 61 33 17

유출량 기 으로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에 의한 기름 유출량이 체 유출량의 

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46건으로 체

사고 발생건수의 17%정도를 차지하나, 유출량은 연평균 668㎘로 체 유출량 

83%를 차지하여 해양사고에 의한 기름 유출량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3)

Fig. 3 The number of accidents and oil spill quantity per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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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원별 황

오염원별 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건수를 기 으로 보면 등록척수‧통항

량이 가장 많은 어선에 의한 사고가 연평균 87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인선 등 기타선 74건, 해양시설 등 육상 37건, 화물선 33건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 다.

한, 유출량 기 으로는 화물선, 해양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이 연평균 574㎘로 

체의 71%를 차지하 으며, 이 결과는 2014년에 발생한 화물선 사고( 릿지호,

캡틴반젤리스L호)  해양시설 사고(우이산호) 유출량이 주요 원인으로 단된다.

이 3건의 형사고로 발생한 기름 유출량은 1,471㎘로 최근 5년간 총 유출량(4,025㎘)

의 37%를 차지하 다.(Fig. 4)

Fig. 4 The number of accidents and oil spill quantity per poll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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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별 황

Fig. 5와 같이 사고에 따른 유출물질별 황을 분석한 결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건수가 연평균 235건(88%)으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폐수‧폐기물 (11%),

유해물질(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 유출사고가 86건(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유종별 유출량은 유가 연평균 402㎘(50%)로 가장

많았으며, ‘13~’14년 해난에 의해 발생한 화물선 사고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Fig. 5 The number of accidents and oil spill quantity per effluence

(4) 규모별 황

Fig. 6에서 규모별 오염사고 황에 하여 분석한 결과, 1㎘미만의 소량 유출

사고가 연평균 243건(91%)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은 어선  기타선 등 소형

선박에서 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하 다. 반면, 유출량 기 으로 분석해 보면 

1㎘이상 오염사고로 인한 유출량이 체 유출량의 98%(발생비율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1㎘이상 오염사고가 19건(유출량 1,986㎘)이나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2014년은 최근 5년  가장 많은 유출량

(2,001㎘)을 기록한 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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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number of accidents and oil spill quantity

(5) 2014년 해양오염사고 분석

2014년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총 21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건수 

비 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국민  심사 던 우이산호, 릿지호, 캡틴

반젤리스L호 등 형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총 기름 유출량은 2,001㎘로

최근 5년  가장 많은 양이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이산호 사고를 포함한 5건의 오염사고(Table 2)는 연간 체 유출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로 발생하 다. 규모별 분석 결과를 보면 유출량은 1㎘이상

사고가 19건으로 체 유출량의 98%(1,986㎘)를 차지하 다.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24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사고 35건(16%), 손 29건(13%), 고의 등 기타 27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해양오염사고의 오염원은 어선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54건(25%)

으로 가장 많으며 해양시설 50건(23%), 인선 36건(17%), 유조선 30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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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선[부선(6), 미컬선(4), 여객선(3), 모래운반선(2), 설선(2), 작업선(2), 가

스선(1), 양식장 리선(1), 측량선(1), 군함(1), 통선(1)] 24건(11%), 화물선 21건

(10%) 순으로 발생하 다.

Table 2 The 2014 major marine pollution accidents

사고일시 지역 선명(선종, 톤수) 유출량 비고

1. 11 부산
리가리호 

(화물선, 38,851톤)
B-C유 36㎘

2014년

체

유출량의 

77% 차지

1. 31 여수
우이산호 

(원유운반선, 164,169톤)
원유, 나 타 926~1,025㎘

2. 15 부산
캡틴반젤리스L호 

(화물선, 88,420톤)
B-C유 237㎘

6. 14 여수
호 1호 

(화물선, 1,945톤)
B-C유 등 25㎘

12. 28 부산
릿지호 

(화물선, 21,611톤)
B-C유 335㎘

2.2 주요 기름유출사고 황

2.2.1 씨 린스호 사고

1995년 7월 23일 발생한 형해양오염사고인 씨 린스호 사고는 우리에게 엄

청난 피해를 남겼다. 해상방제는 물론 해안방제까지 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사고로 인해 남해안은 거 한 검은 기름띠가 드리웠다.

해양오염방제조치는 사고 후 24시간 내의 동방제조치가 가장 요하나, 씨

린스호 사고의 경우 장의 높은 도로 인해 오일붐5) 설치 등 해상방제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 조난 선박의 치확인도 늦었으며, 악천후에 사

5) 국내법은 오일펜스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원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오일붐으로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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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만한 형 방제정과 방제장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동 방제조치를 

제 로 실시하지 못했다. 정부6)가 보유한 방제세력은 140톤  이하 방제선 10척,

유회수기 34 , 오일붐 8km 정도로 당시 국가방제능력은 1,300㎘에 불과하 다.

게다가 규모 해양오염방제를 한 국가 ‧지역  방제계획 등과 같은 응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 고, 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약제 등의

동원  보 계획 등도 마련되지 못해 방제작업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고발생 20여일 후 해상방제는 종료되었으나 해안방제는 반도 이루어지지 

못하 으며, 해상방제 뿐만 아니라 해안방제 역시 장비부족, 방제기자재 보 과

정의 어려움, 심지어 인력부족으로 작업 진행이 더디었다. 해안방제 책임기 인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응에 한 경험과 담인력도 없었으며 오염사고에 비한

장비‧자재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 해안방제작업은 부분 

피해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졌고 환경사회단체를 심으로 자원 사활

동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고지역이 도서지역인 계로 자원 사자 

활동 한 여의치 못하 다.

외국사례로만 하던 형 원유유출 사고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한 정부는 해양환경재앙에 응하기 한 책으로 국의 방제세력을

여수해역으로 동원하 다. 당시 국에서 보유한 방제세력은 정부 방제선 10척과

유회수기 34 , 오일붐 약 8㎞정도 으나, 긴  응을 해 우선 정부가 보유

한 모든 방제선과 최소한의 해상경비를 감안한 경비함정 차출  유회수기, 유

흡착재, 유처리제를 여수지역으로 집결시켰으며, 항만청, 해군 등 계기 에 

통보, 선박  방제기자재지원을 조 요청하여 방제세력을 여수해역으로 동원

시켰다. 사고 후 방제세력을 최 로 동원한 날은 7월 28일과 7월 29일로 동원내

역은 Table 3과 같다.

6) 제2장에서의 정부는 국민안 처 해양경비안 본부(舊 해양경찰청) 의미하며 이하 동일한 뜻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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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aximum mobilized oil spill response resources on a day

선  박(척)
항공기

( )

유회수기

( )

오일붐

(㎞)

유처리제

(㎘)

유흡착재

(톤)계 해경 해군 항만청 기타 어선

596 51 29 7 26 483 5 14 5,032 57 22

(1) 방제정의 유회수 작업

정부에서 동원한 유회수선은 부유벨트형 동선 4척과 싸이클로넷트형 4척 등

총 8척이 동원되었는데 부유벨트형은 선박이 진하며 부유벨트가 기름을 유도

하여 선미 쪽 캄탱크로 기름을 농축시켜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수효율은 우수했

으나, 일부 회수선의 부유벨트 고무가 노후되어 제 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

고, 싸이클로넷트는 선박이 진하는 힘을 이용하여 유회수기 내로 해수가 혼

합된 기름이 유입되어 회수기 내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비 이 작은 기름을 

상부에 모아 회수하는 방식으로 선박 양 측에 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선박이 

진 시 선수 의 방해를 받아 회수기 입구로 유도되는 기름량이 었고 해상유

출유의 유층이 얇아 회수효율이 조하 다.

(2) 유회수기에 의한 유회수 작업

유회수 작업을 하여 트롤스키머 2 , 스크류스키머 3 , 디스크스키머 21  

등이 동원되었다. 이들 회수기로 회수한 기름의 양은 총 회수량 1,390㎘  900

여㎘로 높은 성과를 올렸다. Fig. 7은 이  트롤스키머 어형 유회수기로 부

산, 통 해양경찰서와 민간업체에서 동원된 작업선 3척, 유조바지 1척이 한 

으로 구성되어 소리도와 남해도 사이에 부유하는 유출유를 따라가면서 유회수

기에 부착된 붐으로 포집하고 회수하여 많은 회수실 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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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il recovery by U-configuration with boom and skimmers

어형 스크류스키머와 흡착형 디스크스키머는 정지상태에서 유출유를 회수

하는 유회수기로 기름이 많이 집 된 덕포해안과 항포구에 배치되었다.

덕포해안은 사고선이 좌 된 만(Bay) 내측 해안으로써 유출된 기름  많은 

양이 이곳에 흘러 들어왔으며 기에 오일붐을 설치함으로서 재 유출을 막아 

검은색 기름이 10㎝이상 유층두께를 이루며 량의 기름이 고여 있었다. 이를 

신속히 회수하기 하여 정부의 방제 문요원이 스크류스키머(Fig. 8)와 디스크

스키머를 사용해 기름을 회수하고 바지선에 장‧운반하는 작업을 약 1개월 동안

실시하 으며 부분의 기름을 회수하 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름

의 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동원된 유회수기  디스크스키머는 디스크 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지 못했고, 스크류스키머만 사용하여 

부분의 회수작업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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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il recovery by using screw skimmers

(3) 어장 정화선으로 최종 마무리

Fig. 9 Spill response by fishery cleaning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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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1개월 후, 덕포해안 기름은 휘발성분이 부분 증발되고 해 류와

혼합되어 끈 이고 있어 스크류스키머로 회수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지자체에서는 어장쓰 기를 수거하는 정화선을 동원하 다.(Fig. 9)

어장 정화선은 직육면체의 작은 구멍이 많이 난 상자를 선수에 달아 쓰 기를

퍼올려 바지선에 재하는 방식으로 덕포해안에 마지막 남은 부유유를 이 선박을

활용하여 회수하 다.

(4) 유처리제에 의한 분산처리

씨 린스호 기름유출사고에 동원된 선박은 국에서 500여척이나 되었다. 그러

나 이들 선박  정부의 방제정을 제외하면 단순한 선박과 승선원이 고작이었

으며,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처리제를 살포한다거나 유흡착재를 투하‧수거하는 정도 다.

사고지 은 여수해역 끝단이라 외해 쪽이고 수심이 깊고, 해류와 조류의 향

으로 유출유가 빠르게 분산 소멸되므로 유처리제 살포도 가장 좋은 방제방법 

 한가지 다. 한, 사고시 이 한 여름이었기 때문에, 해상유출유의 도는 

낮아서 유처리제의 분산효과가 좋은 상태 다.

유처리제는 여수신항 보 기지  해안 임시보 기지에서 유처리제 캔(18ℓ)을

선박에 재하여 오염 장으로 이동시켜 살포장치가 있는 경비함정  방제정은

살포기로 살포하 다. 하지만 살포기가 없는 선박은 바가지로 유막에 흩어 뿌

렸으며 이로 인한 유처리제 과다살포가 문제 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한, 이 사고에서 Fig. 10과 같이 유처리제 항공살포가 최 로 실시되었다.

항공살포는 싱가폴에 본부를 둔 EARL사의 C-130 수송기와 산림청 헬기를 동

원하여 외해 쪽에서 부분 이루어졌다. C-130 수송기에 의한 항공살포는 1회에

15㎘정도의 유처리제를 살포하는데 1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비행장에서 

유처리제를 수 하고 이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하루에 2～3회 정도밖에 실

시하지 못했다. 산림청 헬기는 병충해 방제용 살포장치에 유처리제를 담아 살

포했으나 이 역시 유처리제 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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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praying chemical dispersant by aircraft

(5) 유흡착재에 의한 유출유 흡착수거

방제작업에 동원된 소형 경비함정, 공선, 어선들은 부분 유처리제 살포작업과

유흡착재 작업에 동원되었다.(Fig. 11) 유흡착재는 사각형의 얇은 패드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패드형 유흡착재를 한 장씩 기름에 투하 후 기름을 흡착하면 갈

고리, 뜰채 등으로 수거하여 비닐팩에 담아 육상으로 반출하 다.

Fig. 11 Recovery of sorbents on th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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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트형  붐형 유흡착제가 오일붐 보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로

를 연결하여 선박에 매달아 오염 장에서 끌면서 사용하기도 하 다.

여름철이라 유출된 기름이 오랫동안 낮은 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

흡착재에 의한 방제작업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기름은 해수욕객의 따뜻한 

몸에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오염된 해수욕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단됨에 따라 기름이 해안에 부착되지 않도

록 유흡착재와 뜰채로 기름을 수거하여 해수욕장을 보호하 다. 최종 으로 씨

린스호 오염사고를 수습하기까지 총 동원된 방제자원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Amount of mobilized resources for spill response

기 별
인력

(명)

선박

(척)

항공기

( )

유회수기

( )

오일붐

(m)

유흡착재

(㎏)

유처리제

(ℓ)

총  계 24,669 1,796 38 125 9,246 83,664 344,727

해양경찰 13,888 739 22 119 964 61,889 270,153

항만청 539 65 - 2 200 465 10,130

국방부 4,787 99 5 - 470 1,080 12,624

여수시청

등기
1,139 73 10 - - - 10,608

민간

(어민등)
4,316 820 1 4 7,612 20,230 41,212

2.2.2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2007년 12월 7일 7시 경,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 해상에서 사고 크 인

삼성1호(11,800톤, 크 인 부선)가 인천 교 건설공사에 투입되었다가 2척의 

인선에 의해 경남 거제로 회항하던  인색이 단되면서 투묘 인 원유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선 왼쪽 오일탱크 3곳(1, 3, 5번 탱크)에 공이 

발생하여 재원유 12,547㎘(당시 원유 재량 302,000㎘)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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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조치

사고 기 량의 원유 유출, 강풍과 높은 고, 강한 조류로 기름 유출이 

범 하게 확산되어서 오일붐으로 유류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제정을 투입하여 

유류를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 다. 사고 당일 선내 3번‧5번 탱크의 원유를

이송 조치하여 추가 해상유출을 차단하 으나 1번 탱크는 화물이 만재되어 있

어서 더 이상 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선체 안 상의 문제도 있어 이송 

조치가 곤란하 다. 유출되는 유류를 유조바지선 등으로 직  받는 문제는 원유

낙하 시 정 기 발생  유증기로 인한 폭발 험성이 있어 불가능하 고, 1번 

탱크 공을 쇄하는 것도 공부 가 선수만곡부 상부에 치하고 유출이 계속

되었으며, 높은 고와 강풍으로 인해 선박 근이 어려워서 지연되었다. 결국 

해상기상이 호 된 후 문업체에서 인선 삼성 T-5호를 동원하여 사고선 좌  

1번 탱크 공부 를 응  쇄하 다. 타 선박으로의 유류이  작업은 사고발생

3일 후에 유조선 2척을 동원하여 사고선으로부터 약 3,690㎘의 원유를 이 할 

수 있었다.

해상기상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에 1만톤 이상의 원유가 량으로 

유출되어 방제작업을 하기에는 실 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으로 민감

해역인 가로림만, 근소만, 천수만 등으로의 기름유입 차단을 해 만(Bay) 입구에

오일붐을 3～5 으로 설치하고, 항공기, 함정으로 유처리제를 살포하여 분산을 

진하는 등 극 인 방제조치를 하 다. 특히 해상에 부유하는 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풍화과정을 거쳐 도가  높아졌고 유 유 는 수 유 형태로 

유화되어 유층이 두꺼운 기름군을 이루며 범 하게 해상에 분포하 다. 이에 

선박에 탑재된 통상의 어식 는 흡착식 유회수기로 회수를 시도하 으나 사

실상 회수가 불가능하 고 오직 방제선(390톤 )에 장착된 유회수기(Transrec100

Hi-Wax Type)만이 해상 유회수 방제작업이 가능하 다. 게다가 방제작업이 어

려운 암벽이나 인력‧장비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방제작업이

2008년 10월 순까지 계속되는 등 장기간 소요되었다. 유출된 기름이 해안에 

부착됨에 따라, 유흡착재 등 많은 방제기자재의 투입이 필요하 다.

이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당시 3~4노트의 빠른 조류가 흐르고, 고가 3~4m로

오일붐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려웠다는 에서 방제작업에 지장이 있었음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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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나, 기의 측과 달리 속하게 기름이 확산되어 피해규모가 더 커

졌다는 에서 국가의 방제능력 반에 한 비 과 정부 응의 미숙함에 한 

질타가 많았고 국가  차원의 사고 응· 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고 다.

(2) 동원된 방제세력

다음은 ’07년 12월 7일부터 ’08년 10월 10일까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방제

작업에 동원된 인력, 선박, 방제장비, 방제기자재 등을 기술하 다.

가. 인력

지역주민, 군‧경‧공무원, 자원 사자 등 총 213만 여명이 참여하 는데, 특히

자원 사자가 123만명이나 참여한 것은 기록 인 것이다.(Table 5)

Table 5 Total mobilization manpower for oil spill response

in the Hebei Spirit accident7)

(단 :명)

해양

경찰
경찰청

해양환경

리공단
주민 군인 업체 자원 사 지자체 합 계

17,460 32,356 6,663 563,896 152,695 55,838 1,226,730 76,684 2,132,322

나. 선박‧방제장비‧방제기자재

해상선박과 항공기 부문은 선박 19,864척, 헬기 346  등 총 2만 여 , 해안

방제장비 부문은 포크 인 5,559 , 세척기 9,044  등 약 3만 의 각종 방제장

비가 투입되었다. 한, 방제기자재는 오일붐 47km, 유흡착재 493톤, 유처리제 

298㎘ 등이 사용되었다.(Table 6 & 7)

7) 국토해양부,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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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mobilization vessels, equipments, materials for oil spill response

in the Hebei Spirit accident8)

ㅇ 해상선박, 항공기

(단 :척, )

해양

경찰

해양환경

리공단
해군

어업

지도선

민간

업체

기타

(어선)
헬기 합 계

6,630 889 723 97 81 11,444 346 20,210

ㅇ 해안방제장비

(단 : )

트랙터
포크 인

(굴삭기)
크 인 경운기 페이로더 트럭 세척기 계

1,304 5,559 143 2,842 90 9,991 9,044 28,973

ㅇ 방제기자재

오일붐

(km)

유흡착재

(kg)

유처리제

(ℓ)

유회수기

( )

진공차량

( )

걸

(kg)

46.77 493,127 297,922 42 151 736,329

Table 7 Total collected waste amount in the Hebei Spirit accident9)

해상 육상 계

폐유

(kl)

흡착폐기물

(톤)

폐유

(kl)

흡착폐기물

(톤)

폐유

(kl)

흡착폐기물

(톤)

2,360 1,034 1,815 31,040 4,175 32,074

8) 국토해양부,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9) 국토해양부,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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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우이산호 사고

2014년 1월 31일 원유 278,584톤을 실은 원유운반선 우이산(WU YISAN)호가 

여수 GS칼텍스 원유부두(낙포부두)에 하역차 안하기 하여 오  8시 18분쯤 

원유부두에서 23km 떨어진 해역에서 도선사 2명이 승선하여 선박도선을 시작

하 다. 1시간쯤 뒤인 오  9시 20분쯤 인선 6척이 우이산호 양 에 붙어 

안을 도와 부두에 근하던 , 9시 35분에 부두시설과 충돌하여 육상송유  3

개를 손하고 송유  속에 차있던 원유, 나 타 등 약 926.3㎘～1,025.3㎘이 유출

되어 주변해양을 오염시킨 사고이다. 사고의 해양오염 확산도는 아래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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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rine pollution diffusion in the WU YISAN accident

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 5~8m/s(Beufort Scale 4), 고는 0.5m/s이며 시정은 

3마일이었고, 조석은 고조 09:40(402㎝), 조 15:41(6㎝)이었다. 부두 면수심은 

24.3m, 흘수 20.8m를 고려하면 당시 선박의 선 여유수심(UKC)은 약 3.5미터 

가량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당시 유출량 악 미흡으로 인해 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미루다가 사고 발생 4일째에 유출량이 100㎘가 넘은 것으로 악하고 

응함에 따라 정부 계기 의 신속한 응 부족으로 인해 형사고로 확 되

었던 사고이다. 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이후 총 3,649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해상방제작업에 투입되었으나, 이미 사고 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흘러 유출유가

해안가로 부착되어 해안 방제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안부착은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수시 3개소, 남해군 20개소, 양시 3개소, 하동군 1개소로 

범 하게 부착됨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 민간, 지역주민 등 

71,791명이 방제작업에 동원되었던 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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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il spill distribution map on the coast in the WU YISAN accident

2.2.4 기름유출사고별 방제작업의 한계

씨 린스호, 허베이스피리트호, 우이산호 사고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형해양오염사고로 분류된다. 각 사고별 발생원

인은 다르지만 사고해역에서의 강한 바람과 높은 도는 방제작업 수행에 어려

움을 주었다. 씨 린스호 사고의 경우, 방제작업 기간 동안 총 125 의 유회수기

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페이 내습에 따른 강풍과 높은 도로 인해 

총 기름유출량 5,035㎘  실제로 1,390㎘만 회수할 수 있었다.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고의 경우, 12,547㎘의 기름이 유출되었지만 사고해역에서 3~4knot의 빠른 

조류와 3~4m의 높은 고로 인해 방제장비의 실질  성능을 기 하기가 어려

웠다. 우이산호 사고는 기름유출량 은폐‧축소에 따른 동 방제조치가 지연되었

기 때문에 장기간의 방제작업이 필요하 다.

상기와 같이 형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특히 씨 린스호와 허베이스

피리트호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고는 오염방제활동을 방해하고 유회수율을 크

게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자는 향후 해양오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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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계  회수작업을 수행할 당시의 해상  기상상태에 합한 유회수기 

선정을 하여 유회수기 유형별 특성  유효 회수율에 한 정보의 습득이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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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방제장비 배치 법  기   국가방제능력의 산정

2.3.1 국내 방제장비 배치‧설치

해양환경 리법에는 해양유출사고를 비하여 사고발생 시 즉각 으로 기계

 회수작업이 가능하도록 방제선  방제장비 배치 기 을 법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환경 리법 제67조에 의하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 장용량 10,000㎘ 이상의 기름 장시설 소유자는 해양

유출 사고에 비하여 방제선 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는 설치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Table 8) 방제선은 유회수기, 기름이송펌   회수한 

기름을 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 방제장비는 배출된 기름

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기계‧장비  시설을 의미하며 방제장비의 기름회수능

력은 장비에 표시된 성능으로 하되, 성능의 정여부는 선 법인 는 공인된 

시험‧기 에서 발 한 성능시험성 서에 따라 단하도록 한다.

배치‧설치 상 선박 는 기름 장시설을 2척( 는 개소) 이상 소유한 자가 

같은 해역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할 경우에는 각각에 용되는 배치기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기 을 용하며, 공동배치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은 다음 식(1)에 따른다.

A+B×0.5  …………………………………………………………… (1)

A : 공동배치 상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것

B : A를 제외한 공동배치 상이 각각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의 합계

하지만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자가 실 으로 방제선‧방제장비를 직  구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문기 에 탁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두었다. 즉,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자는 해양환경 리공단에 방제선 등의 배치를 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배치의무자가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의 2배 이상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해역의 험도를 감안하여 방제선 등의 재배치는 공단 이사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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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rrangement standard of marine pollution response vessels &

equipments based o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유조선 비유조선

기름회수능력

(㎘/h)
배치방법

톤 별

(총톤수)

톤 별

(총톤수)

500 이상

1,000 미만

1만 이상

3만 미만
35 이상 방제선 는 방제장비

1,000 이상

5,000 미만

3만 이상

5만 미만
50 이상 방제선 는 방제장비

5,000 이상

1만 미만
5만 이상 70 이상 방제선 는 방제장비

1만 이상

5만 미만
- 100 이상

총톤수 합계 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만 이상

10만 미만
- 170 이상

50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10만 이상 - 290 이상

75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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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장시설 

장용량(㎘)

기름회수능력

(㎘/h)
배치방법

1만 이상 

5만 미만
80 이상 방제선 는 방제장비

5만 이상 

10만 미만
120 이상 방제선 는 방제장비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이상

50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0만 이상 

100만 미만
250 이상

75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100만 이상

250만 미만
330 이상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12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250만 이상

500만 미만
420 이상

125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1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500만 이상 720 이상
150톤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합계

2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근거 : 해양환경 리법 시행령 제51조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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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내 국가방제능력 산정

국내 국가방제능력의 산정 기 은 연근해 통항선  입출항 선박  최 크기인

DWT 30만 톤  유조선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최  6만 톤의 기름이 유출된다고

가정하고, 이 때 유출기름의 1/3은 증발하고, 1/3은 해안에 부착하며, 나머지 

1/3인 2만 톤에 하여 해상 수거 는 처리한다는 것을 근거로 산출한다.

2.3.3 국내 해상기름회수용량 산정

우리나라 방제능력은 해상에서 유회수기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유회수기의 유효회수용량은 효율과 동원율을 용하여 계산하며, 유회수기

유효회수용량  소요량은 효율과 동원율, 작업기간  1일 작업시간을 용하여

산출한다.

유회수기의 효율은 기계  효율과 실행  효율로 구분되며, 기계  효율은 

해양기상상태  장치상의 특성으로 인해 유회수기의 실회수용량이 하되는 

을 감안한 라미터로 그 값은 0.2로 하고 있다.

반면, 실행  효율은 방제기자재  인력(40%), 긴 계획  방제지원체제

(20%), 방제기술  작업계수(25%), 교육훈련(15%) 등으로 구분하여 총 33개의 

세부요소를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1999년 련 문가들이 참여한 방제능력 

평가회의에서는 0.65로 결정하 으나, 재 0.70 값을 사용하고 있다.

동원율은 우리나라 방제장비의 지역  분산 배치 상황 하에서 실제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수치이며, 이것은 1997년 해양경찰청의 

“국가방제제도 개선  방제능력 확충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해양경찰서간 

방제장비 조달시간 추정모델을 근거로 하여 특정지역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3일 이내에 체의 33%가 동원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상기의 유회수기 효율과 동원율을 용하여 식 (2)와 같이 방제 작업기간 3일

동안 회수할 수 있는 유효회수용량(ERC : Effective Recovery Capacity)을 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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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 T × 3 × 8 × 0.2 × 0.7 × 0.33 ………………………………… (2)

(단, 여기에서 ERC : 유회수기 유효기름회수용량(㎘), T : 1시간당 명목용량

(rate on name plate), 3 : 작업일수, 8 : 1일 작업시간, 0.2 : 기계  효율, 0.7 :

실행  효율, 0.33 : 동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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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외 방제능력  해상기름회수용량 산정

2.4.1 선진국 방제능력 설정 기

선진국에서는 국가방제능력이란 용어 신, 오염행 자 방제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을 엄격히 용시켜, 선박소유자 는 기름취 업자에게 자신의 

선박( 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에 비해서 충분한 수량의 

방제자원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행 구역별 기름회수

용량을 방제능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 미국 기

미국은 해양오염방지법(OPA 90)  연방법령집(33CFR Part 155)에서 선박소

유자 는 사용자는 계약 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자신의 운항 인 선박이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재화물 량이 유출되는 최악유출사고(WCD : Worst

Case Discharge)에 비하기 한 충분한 수량의 인 ‧물  방제자원을 확보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 최악유출사고시의 최 유출량 산정방식이 다음과 같이 부속서(33CFR

Part 155 Appendix B)에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해상  해안에서의 방제

작업량은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름의 종류  사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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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Working days by each place and percentage of response methods

by kinds of oil

오염장소 연안역,내수면, 오 호 외 해  양

해상작업일수 4일 6일 10일

유 종
(oil type)

자연
방제
(%)

해상
방제
(%)

해안
방제
(%)

자연
방제
(%)

해상
방제
(%)

해안
방제
(%)

자연
방제
(%)

해상
방제
(%)

해안
방제
(%)

Group I 80 20 10 95 [5]* - 100 - -

Group II 50 50 30 75 25 5 90 10 -

Group III 30 50 50 60 40 20 75 20 [5]*

Group IV 10 50 70 50 40 30 50 20 [30]*

※ 주 : 1. 유종별 백분율 합은 100% 이상의 경우 경우별 복 가능함을 의미함

2. [ ]* 표시의 백분율은 방제계획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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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기 방제작업량 목표치가 100%를 과하는 것은 해상, 기상조건  기타

요인에 의해 다르게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최종 방제작업 계획량은 상기 

해상수거 계획량과 Table 10에 표시된 에멀션계수를 곱한 결과 값으로 한다.

Table 10 Emulsion factor in relation to kinds of persistent oil

유 종(oil type) 에멀션 계수

Group I 1.0

Group II 1.8

Group III 2.0

Group IV 1.4

(2) 캐나다 기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 하며, 해운법(CSA : Canada Shipping

Act)  국가방제시스템에 의한 오염행 자 방제원칙에 따라 선박소유자  사

용자가 오염사고에 비하여 필요한 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고로 인해 발

생하는 환경피해에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오염방제작업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방제조합(Certified Response

Organization)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제조합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 유출사고인 Tier-4 단계의 기름유출량 1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방제자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Table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양오염사고를 과거 오염사고에

한 발생빈도, 발생장소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하고 기름 

유출량  동원시간을 설정하여 사고에 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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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Oil spill quantity and mobilization time on the stages

단 계 유출량(톤) 동원시간(hours)

Tier 1 150 6

Tier 2 1,000 12

Tier 3 2,500 18

Tier 4 10,000 72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계산방식과 달리, 유출유의 풍화과정은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유출된 기름량에 해서만 해상과 해안방제로 구분하고 있다.

즉, Table 12에서와 같이 해안방제  해상방제 작업량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해상방제의 경우, 지형특성에 따라 다시 차폐해역과 노출해역으로 구분한다.

Table 12 Regional oil spill response rate

(단 :%)

오염장소 해안방제
해상방제

차폐해역 노출해역

Point Tupper 40 40 20

Halifax 40 30 30

Quebec City 60 30 10

Vancouver 40 40 20

Montreal 70 30 0

Nanticoke 50 30 20

Holyrood 4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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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기

일본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방제시스템과 같이 방제능력을 국가  이 

아닌 지역  으로 근한다. 일본의 지역별 긴 방제실행계획(RCP)은 최

유출사고에 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합한 방제능력(주로 방제장

비)에 해 규정하고 있다.

동경만의 경우, 항내 탱커 계류시설 부근에서 탱커와 다른 선박 간의 충돌사고로

인한 유출사고를 최  유출사고 시나리오로 채택하고 해당 탱커의 재화 량의 

9%가 배출될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최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유출량 

 처리기 을 설정10)하고 있다.

국가별 방제능력 산정의 기 이 되는 최  는 최악의 오염사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Table 13과 같다.

Table 13 Oil spill response capacity standard setting of each country

구 분 Korea USA Canada Japan
1)

상선박
DWT 30만톤 

유조선

지역별 

최 유조선
지역별 유조선

지역별

최 유조선

(DWT 26만톤 

유조선)

최 유출량 60,000톤 재화물 량 10,000톤 23,000 ㎘

해상방제량 20,000톤
유종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23,000 ㎘

해상회수

작업일수
3일

오염장소에 

따라 4～10일
10일 이내 2～3일

1일 작업시간 8시간 24시간2) 24시간2) 12시간

※ 1) 일본은 동경만을 로 제시

2) 1일 작업시간 : 미국, 캐나다는 필요시 실제작업가능시간으로 변경 용

10) (사)일본해난방지 회, 1969, 형탱커에 의한 재해방지에 한 조사연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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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해상기름회수용량 산정

미국은 방제능력을 해상방제와 해안방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상방제능력은 

유회수기 뿐만 아니라 오일붐, 임시 장용기, 유처리제, 유흡착재, 장소각, 방제

문인력, 작업선, 오염탐지항공기  오일붐 계류장치 등 범 한 종류의 방제

자원을 고려한다.

이  해상방제의 핵심장비인 유회수기, 오일붐  임시 장용기의 회수용량 

 소요수량은 다음 산출식에 의해 계산한다.

(1) 유효회수용량 산출식

미국에서는 유회수기에 의한 기름회수용량을 1일 유효기름회수용량(EDRC :

Effective daily Recovery Capacity)으로 표시하며 다음의 2가지 식, (1) 는 (2)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DRC = T × 24 × 0.2 ………………………………… (1)

 산식에서 EDRC는 1일 유효기름회수용량(bbls/day), T는 1시간당 명목용량

(rate on name plate), 24는 1일 유회수기 작동시간을 의미한다. 0.2는 작업효율

로써, 작업가능 주간시간, 날씨, 해상상태  에멀션 정도 등을 고려한 계수로,

USCG는 이 값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하향조정할 수 있다.

EDRC = D × U ………………………………………… (2)

 산식에서 D는 평균기름회수용량(bbls/hrs), U는 1일 작업시간(hours)을 의미

한다. 평균기름회수용량(D)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기 에 의해 실제 시험‧

측정한 기름회수용량이며, U는 장시간 동안 방제작업이 가능함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통상 10시간으로 산정한다.

(2) 동원율

먼  해상방제량을 구하고, 여기에 장비동원율(Table 14)을 곱하여 최종 인 

WCD 단계별(T-1 & 2 & 3) 해상방제 1일 유효기름회수량 EDRC를 구한다. 여

기서 계산한 EDRC는 장비가 단계별 방제자원 동원시간(Table 15) 내에 오염

장에 동원되어야 함을 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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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Oil spill response equipments mobilization rate in WCD's stages

오염장소
동원율

Tier 1 Tier 2 Tier 3

하천  운하 0.30 0.40 0.60

내수면/연안역/오 호 0.15 0.25 0.40

외 해 0.10 0.17 0.21

 양 0.06 0.10 0.12

  ※ 백분율은 유효기름회수량/총회수계획량에 한 단계별 백분율

Table 15 Mobilization rate of oil spill response materials in WCD's stages

(단 :hour)

지 역 Tier 1 Tier 2 Tier 3

유조선 주요 출입항 12 36 60

오 호 18 42 66

하천  운하 이외의 구역,

내수면, 연안역, 외해
24 48 72

양(+ 항해시간) 24+ 48+ 72+

2.4.3 국가별 방제능력 산정 차이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는 국가 방제능력을 산정할 때 방제작업 효율을 고

려한 계수(0.2)를 포함하여 계산하나 일본은 유회수용량에 한 별도의 산식이 

없고 방제장비의 효율이나 동원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유회수기 명목용량과 

실해역에서 회수용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제로 산식에 효율계수를 용하고 

있지만, 유회수기 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유회수기 성능의 상호 연 성 

분석을 통해 효율계수의 성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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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제작업 방법  유회수기 성능 련 환경  요소

3.1 유출유 기계  회수장비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이 발생하면 국가경제‧환경에 막 한 피해를 

미치고 국민생활에 악 향을  수 있다. 따라서 사고에 따른 기름유출을 방지

하고 복구하는 동조치와 방제작업은 국가의 경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오염사고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방제작업은 크게 유회수기와 오일붐을

활용한 기계  회수와 유화제를 활용한 화학  분산처리로 구분된다.

특히 유회수기와 오일붐을 활용한 기계  회수는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데 

가장 효율 이며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오일붐을 통해 유출유를 모으고 유회

수기(skimmer)로 기름을 선별 으로 회수하여 장탱크로 이송하는 형태로 방제

작업을 하게 된다.

화학  분산처리 방법은 유처리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유처리제가 해양생

태계에 향을 미쳐 2차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으로 지침을

수립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다. 이에 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회수기를

활용한 기계  회수방법을 우선 으로 권장하고 있다.

3.1.1 오일붐

오일붐(Boom)11)은 해면에 부유하고 있는 기름의 이동을 제한시키는 기계 울타리

의 일종으로 유막을 가두어 확산을 방지하고 기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해 

설치한다. 한, 기름 회수 장소로 기름의 이동을 편향시켜, 민감 해역과 같은 

11) Boom은 국내법에서 오일펜스라고 표기하나, 본 논문에서는 문명에 가깝게 오일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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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부분의 오일붐은 펜스형 는 커튼형 의 하나이나,

외부장력형, 내화용  해안보호용 오일붐 등이 특수용도를 해 드물게 사용

된다. 일반 으로 오일붐은 Fig. 14와 같이 건 부, 스커트, 부력부  장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건 부(Freeboard)는 기름이 에 의해 오일붐 상부를 튀어 넘어가는 것을 방

지해 주는 수면상부 부분이다. 이 부분은 바람과 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무 높지 않게 설계한다.

스커트(Skirt)는 기름이 오일붐 하부로 새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수면하부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통 나일론이나 섬유유리로 코 된 질긴 섬유로 만든다.

스커트의 깊이가 깊을수록 오일붐 체에서 받는 해수와 해조류의 힘이 커지므로

무 깊지 않게 설계한다.

부력부(Floatation)는 오일붐을 수면에 뜨게 하는 부력재로써, 이것에는 폴리

에틸  는 폴리우 탄과 같은 팽창된 라스틱 폼(Foam), 코크 는 나무,

혹은 공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이용된다. 가스용 부력부는 쉽게 을 수

있어 장하기에 용이하지만, 구멍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최

근에 사용되는 부분의 오일붐은 해수에 떨어지면 자동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안 하다.

장력부(Tension member)는 오일붐의 체 길이에 걸쳐 연결되어 오일붐이 

받는 바람,   해조류의 하 을 견디게 하는 부분이다. 만약 오일붐에 장력

부가 없으면 스커트에서 체 하 을 견뎌야 하므로 이러한 오일붐은 매우 잔

잔한 해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와이어, 체인 는 마닐라 로 로 되어

있고, 장력부를 따라 30m 이내의 간격으로 앵커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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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tructure of oil boom

이 밖에 부분의 오일붐에는 스커트를 수직 상태로 유지하기 해 량물 

는 밸러스트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 스커트 하단에 부착되며, 납으로 

만든 체인 는 PVC로 되어 있다.

이론 으로 오일붐은 해면에 있는 기름을 가두는데 매우 효과 이고 경제 인

방법이나 실제로 약 1.0kt(0.5m/s) 이상의 유속 는 거친 해면에서는 기름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1.2 유회수기

해면에 떠 있는 유출유를 회수하기 하여 사용되는 기계 인 장치를 총칭

하여 유회수기 는 스키머(Skimmer)라 한다. 오일붐과 마찬가지로 유회수기도 

매우 잔잔한 해면 이외의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작동상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유회수기는 단지 해면상의 기름만 회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오염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작은 수  유형의 에멀션 입자 형태로 해면 하부에 치하고 

있는 많은 양의 기름은 유회수기로 회수할 수 없다. 그리고 해양에 유출된 기

름은 속히 확산되어 유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풍속이 증가하면 이 유막이 분

리되어 기름띠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회수기로 기름을 회수

하기 어려워진다. 한 해양에 유출된 기름은 확산과 함께 증발하며, 이 때 가

벼운 기름일수록 더욱 빨리 증발하는 경향이 있다. 증발이 진행되면 해상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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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유출유의 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회수기에 의한 기름 회수

율도 감소하게 된다.

유회수기는 이러한 제약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호수, 항만, 하구역  내

수역에서 기름을 회수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재 사용되고 있는 유회수기는 기본 작동원리에 따라 친유성 표면

장치(Oleophilic Surface Devices), 어 장치(Weir Devices), 진공장치(Vacuum

Unit), 하이드로싸이크론 장치(Hydrocyclone Devices), 기타장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회수기는 종류별로 작동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회수능력  펌 용량이 서로

다르고 각각 독특한 장단 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출유를 효율 으로 회수하기 

해서는 합한 종류의 유회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가. 친유성 표면장치 유회수기

친유성 표면장치 유회수기는 회 하는 표면에 부착된 기름을 롤러, 스크 이 ,

는 벨트로 짜서 장통에 모으는 장치이다. 친유성 표면장치 유회수기의 종류

에는 디스크 스키머(Disc skimmer), 로  스키머(Rope skimmer), 벨트 스키머

(Belt skimmer) 등이 있다.

디스크 스키머(Disc skimmer)는 디스크, 회 체, 스크 이 , 기름 장통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5) 이 장치는 공기 는 유압모터로 디스크를 회 시키면 

여기에 기름이 부착되고, 기름은 스크 이 에 의해 분리되어 기름 장통에 장

된다. 장된 기름은 펌 를 이용하여 장탱크로 이송할 수 있다. 디스크 스키

머는 부속장비가 고, 소형이라 이동, 취   회수율이 양호하고 기름  해

수의 비율이 높은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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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sc skimmer

로  스키머(Rope skimmer)는 2개 활차 사이를 회 하는 로 에 부착된 기

름을 롤러로 짜서 장통에 장시키는 장치이다.(Fig. 16) 기름 회수율은 양호

한 편이며, 로 를 길게 하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기름도 회수할 수 있고 

부유 꺼기의 향을 받지 않으며, 다소 거친 해면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유 꺼기는 회수할 수 없으며, 설치  이동이 어렵고 성이 강한 

기름을 잘 회수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Fig. 16 Rope sk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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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스키머(Belt skimmer)는 활차 사이로 벨트를 사방 는 하방으로 돌리

면서, 벨트에 흡착된 기름을 롤러 는 다른 스크 이 로 짜서 장통에 모으는

장치이다.(Fig. 17) 회수율이 높고 여러 종류의 기름회수에 합하며 방형 벨

트는 성이 강한 기름을 회수하는데 효과 이고, 후방형 벨트는 수명이 길다.

Fig. 17 Belt skimmer

나. 어 스키머(Weir Skimmer)

어 스키머(Weir Skimmer)는 기본 으로 어, 기름 장통  이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면상의 기름이 어를 통해 기름 장통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장치이다. 어 스키머의 종류에는 어오일붐, 셀 블링 어, 소오서 

어  보텍스 어스키머 등이 있다.

어오일붐 스키머(Combination weir/boom Skimmer)는 어오일붐을 사용

하여 기름을 모으면, 이 기름이 어를 통과하여 펌 까지 흘러가고 이것은 다

시 펌 에 의해 장탱크로 이송된다. 작은 부유 꺼기를 회수할 수 있고, 기름 

회수율이 높으며, 의 움직임을 잘 추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잔잔한 

해역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치의 설치

 회수작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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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블링 어스키머(Self-levelling Weir Skimmer)는 어 깊이만큼 상층부의

기름만 회수하여 펌 로 다른 장탱크에 이송한다.(Fig. 18) 셀 블링 어스

키머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합하며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Fig. 18 Self-levelling weir skimmer

소서 어스키머(Saucer Weir Skimmer)는 한 개의 원형 어와 3~4개의 

로트로 구성되어 있다.(Fig. 19) 이것은 해면상의 기름이 어를 통해 기름 장

통으로 흘러가게 하는 장치로 모여진 기름은 흡입펌 를 통해 장탱크로 이송

된다. 취 과 작동이 용이하고 가격이 렴하나 잔잔한 해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Fig. 19 Saucer weir sk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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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텍스 어스키머(Vortex Weir Skimmer)는 날개 는 로펠러가 달린 로터가

해면 하에서 회 하면서 기름을 어 내로 끌어당겨 장통에 모으는 장치로 

장통에 모여진 기름은 펌 를 통해 장탱크로 이송된다. 무게가 가벼워 설치

 회수가 용이하나 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펌  작동을 주의 깊게 찰

하고 조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다. 진공 스키머(Vacuum Skimmer)

진공스키머는 기본 으로 최상부에 흡입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이 수면에

떠 있게 되어 있다.(Fig. 20) 헤드의 수면직하 부분에는 여러 개의 흡입튜 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 튜 를 통해 유입되는 기름은 트럭 는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진공펌 를 통해 장탱크로 이송된다.

Fig. 20 Vacuum skimmer

라. 하이드로다이나믹 장치(Hydrodynamic device)

하이드로사이클론 스키머(Hydrocyclone skimmer)는 기본 으로 원심력을 이

용한 장치로 스키머가 작동하면 해수와 기름이 동시에 이 장치 안으로 들어간다.

고속으로 회 시켜 원심력에 의해 물과 기름이 분리되면서 기름은 앙부에,

물은 외부에 모인다. 이 장치는 유속 2knots이상의 빠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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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부유 꺼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해수에 포함된 기름의 

유입율  회수율이 낮은 편이다.

해수분사 스키머(Water Jet Skimmer)는 작은 뗏목, 오일붐, 펌 , 어  해

수분사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펌 를 사용하여 해수를 분사구 쪽으로 

분사시켜 해류를 발생시킨 후 장치 면의 해면에 있는 기름을 해류와 함께 흘

려서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 오일붐 내로 들어가서 모이게 한다.

마. 기타장치

그 밖에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키머로는 패들 벨트(Paddle belt) 스키머 

 네트 오일붐(Net boom) 스키머 등이 있다.

유회수기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회수해역, 해상상태, 기름의 성, 유막 두께, 부유 꺼기 유무  기름 장탱크

용량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한 유회수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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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회수기 성능 련 환경  요소

실제 해상사고 장에서의 유회수기 성능은 유출유의 종류, 상태, 도, 바람,

도, 조류, 기  해수 온도, 기름두께, 쓰 기 존재 여부와 같은 방제작업 환

경에 향을 받게 된다. 이에 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3.2.1 유출유의 물리  특성

기름유출사고 상황에서는, 방제작업이 계속됨과 동시에 유출유의 상태도 격

하게 변화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운 유분이 증발하고, 물과 혼합되면서 유출

유의 도는 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해상상태 등에 따라 유출유는 다양한 형태

 도를 띌 수 있지만,  범 의 유출유 도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회수기는 극히 드물다. 부분의 유회수기는 유출유가 도일 때 최

성능을 발휘하며 도유와 고 도유에서는 제한된 성능을 보인다. 반면에, 특정

유회수기는 고 도유에서만 제 성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부분의 

유회수기는 다양한 유출 상황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유출유의 조건에 

맞는 보완 장비를 추가로 갖춘다. 이처럼, 사고 장에서 유회수기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회수기 성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다.

즉, 조기에 한 유회수기를 선택하여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유

회수기의 효용성을 상실할 수 있다.

3.2.2 해양기상 상태

바람이 도와 조류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경우 바람은 

유회수기 성능에 직 인 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유회수기 성능은 매우 

짧거나 불규칙 인 도에 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 이다. 왜냐하면 거친

도가 유회수기를 유출유가 떠있는 해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유출유와 

면 을 감소시키게 되고, 유출유와 해수의 혼합비율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유회수기의 유회수 효율을 하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도는 

유회수기의 유회수 효율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매우 정확한 높이이거나 규칙 인

도는 유회수기를 효율 으로 유출유와 하게 하여 잔잔한 해면 상태에서 보다

높은 유회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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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도 유회수기 성능에 향을 미친다. 빠른 조류는 일반 으로 오일붐에 

포집되어 있는 유출유를 이탈시키기 때문이다. 한, 큰 조류는 유출유를 유회

수기 회수부 쪽으로 넘치게 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유회수기의 유회수

효율을 하시키기도 한다.

매우 낮은 기  해수온도는 유회수기 성능에 다양한 방식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낮은 기온도는 유회수기를 얼게 해서 작동을 어렵게 하고 여

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얼음이 유회수기 회수부에 형성되게 되면 유

회수 성능을 하시키고 심지어는 완 히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한, 유출유의 

도를 높이게 되어 유회수 효율을 하시킨다.

유출유 유막 두께는 유회수기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유출

유의 유막 두께가 충분하다면, 부분의 유회수기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

다. 하지만, 해양오염사고 장에서는 유출유 량이 감소됨에 따라 유회수기의 

유회수량, 유회수 효율 역시 감소할 수 있다. 특히, 흡입식 는 어식과 같은 

유회수기가 특히 향을 많이 받는다. 디스크 타입의 친유성 유회수기는 유출

유와 하는 회수부의 회  속도를 여 일정 성능을 유지하기도 한다. 유출

유의 두께가 얇을 경우, 유회수기 운용자는 기름과 해수의 혼합물을 높은 비율

로 투입하거나, 유수분리기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회수율을 유지하기 해 노력

하여야 한다.

기름유출사고 장에서 쓰 기의 존재는 유회수기 성능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

용하는 요소이다. 부유쓰 기가 유출유와 혼합되어 회수되면서 유회수기 헤드부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유회수기 구조상 벨트스키머는 상 으로 쓰 기에

향을 덜 받지만, 친유성‧흡입형 유회수기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쓰 기

존재는 유회수기 선택 시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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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해양기상 황

3.3.1 바람

바람(Wind)은 공기의 흐름으로 해상에서 해류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를 생

성시키는 구동력이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이동시키고, 수주(Water column)

내에서 상하 혼합시킨다. 한 방제장비 선택  방제작업 과정에도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제 측면에서 매우 요한 기상요소이다.

바람은 공기의 운동으로서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vector)량으로 표시하며,

풍속은 기가 흘러간 거리와 여기에 소요된 시간의 비, 즉 단 시간에 기가 

이동한 거리이다. 평균풍속은 하루(00∼24시) 동안의 매시간별 풍속을 평균한 값

으로, 기상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해상 측장비가 설치된 지 에서 산출한

결과 2014년 우리나라 해상평균풍속은 9.4m/s로 나타났다.

3.3.2

는 수면의 교란 상으로 해상에서 가장 쉽게 찰할 수 있는 자연 상이다.

발생원인으로는 바람, 달과 태양에 의한 인력, 해  지진  화산 등이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에서 일반 으로 해양오염과 련된 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 풍 이다. 풍 는 기름유출 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요하다.

우선, 가 크게 성장하면 오일붐의 유출유 포집  유회수기의 유출유 회수가 

어려워 방제작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 기름에 오염된 퇴 물을 외해쪽으로 

씻어내고 방제자의 안  확보가 어려우며 작업효율이 하된다.

랑의 최고 정 을 마루(crest), 랑의 최  정 을 골(trough)이라고 하며, 마루

에서 골까지의 수직거리를 고라고 한다. 유의 고(significant wave height,

H1/3)는 일정한 시간동안 측된 'N' 개의 고를 높은 순으로 일렬로 늘어 세어,

첫 번째부터 N/3번째까지의 고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주요 해상 측장비가 

설치된 지 에서 측정된 평균풍속  평균유의 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6과

같으며, 2014년 우리나라 평균유의 고는 0.7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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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yearly mean wind and significant wave height in Korea(2014)

측방법 측지
2014년

평균풍속 (m/s) 평균유의 고 (m)

해양등표

갈매여 5 0.6

안 4.5 0.4

서수도 4.6 0.2

지귀도 5.9 0.4

해수서 5.5 0.1

해상부이

거문도 15 1.3

덕 도 11.9 0.6

울릉도 14.4 1.4

칠발도 13.4 0.9

평 균 9.4 0.7

※ 자료 : 기상청, 2014.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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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한계

4.1 국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해양오염물질의 확산을 막고 효율 인 방제작업을 하기 한 기계  회수방

법에 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의 방제장비 

제조사들도 다양한 유회수기를 개발하여 보 하고 있다. 유회수기의 성능에 

한 연구와 더불어 유회수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수조시험  실해역시험은 1970

년  반부터 미국, 일본, 노르웨이를 비롯한 선진외국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

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75년에 ASTM F20 원회를 구성하고 

ASTM standards를 용하여 방제장비 성능평가용 용수조인 OHMSETT(Oil

and Hazardous Materials Simulation Test Tank)에서 다양한 유회수기에 한 

성능평가  실험을 실시하여 왔다.12) 2008년에는 기존 실시하던 성능평가 방

법을 보완하여 ASTM F 2709, ASTM F631-99 기 안을 마련하고 이 기 안에 

따라 유회수기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 노르웨이, 캐나다 등 각국에

서도 유회수기 성능평가를 한 기  개발  실험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4.1.1 미국의 성능평가

ASTM STANDARD (USCG, MMS)

(1) 미국재료시험 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13)

미국재료시험 회는 미국 내에서의 표 화와 연구업무의 추진을 목 으로 

1902년에 발족하 다. ASTM은 회의 약어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규격으로 1)

12) Available at: http://www.ohmsset.com, ASTM F20 [Accessed 22 May 2015]

13) 식품과학기술 사 , 2008. 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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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에서의 공통용어 정의, 2)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해서 하다고

생각되는 순서, 3) 주어진 측정을 하기 한 수법, 4) 상물이나 개념을 그룹

으로 나 는 기 , 5) 제품이나 재료 특성의 범 나 한계를 정하는 것 등 5가지

의 범 로 구분된다. ASTM 규격은 매년 Manual Book of ASTM Standards로 

발행되며 1990년 부터는 15개 분야, 68권 책으로 간행되고 있다.

(2) 유류‧유해물질 모의환경 시험탱크(Ohmsett, Oil and Hazardous Materials

Simulated Environmental Test Tank)

OHMSETT은 국제유류오염 응 시험설비로써, 유류‧유해물질 모의환경 시험

탱크를 말한다. 1975년 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재는 미국 

내무부 소속인 MMS에서 리‧운 하고 있다. 제한된 조건의 해양유류 유출 

상황을 설정하여 유류유출 응장비 시험, 연구, 그리고 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로써 도, 온도, 시험유종과 같은 조건을 달리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유류

‧유해물질에 응하기 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으로 안 한 실험

장소를 제공한다.

(3) 성능평가 사례

미국에서는 각 기   원회의 합의를 통해 OHMSETT시설을 활용한 유회

수기 성능평가 기 인 ASTM 기 을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해 지속 으로 

발 시켜왔다. 방제장비 제조사들은 사 에 OHMSETT에서 성능평가한 후 성

능인증 결과를 토 로 자체 제작한 다양한 장비를 상용화한다. DESMI사의 유

회수기인 HELIX에 한 성능평가 시험 조건을 보면 시험유는 Hydrocal 300과 

Sundex 8600T를 사용하 으며, 유층두께는 10mm, 25mm로 구분하고, 고조

건을 조용한 상태(Calm)와 일반상태(Regular)로 설정하 다. 특히, 일반상태의 

고는 18inch로 환산하면 약 457.2mm가 된다. 데이터 값의 객 성 확보를 해

총 28회 시험을 실시하고, 회수시간도 30 에서 181 까지 달리하여 측정하 다.

Table 17과 같이 성능평가 시험조건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Table 18의 기  데

이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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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xperimental factors and factor levels on DESMI HELIX

Test Oil
Hydrocal 300

(ASTM TypeⅠ)

Sundex 8600T

(ASTM TypeⅢ)

Slick Thickness 10 and 25mm 25mm

Surface Conditions calm and regular calm and regular

※ 자료 : DESMI HELIX test report at OHMSETT, 2004

Table 18 Test raw data for DESMI HELIX at OHMSETT, October 2004

Test
number

Collection
time
(seconds)

Oil
volume
recovered
after
decant
(gallons)

Oil
recovery
rate
(gpm)*

Efficiency Wave
height

Slick
thickness
approx
(mm)

Oil type

13 73 120 98.6 100% - 25 Sundex

14 60 99 99 98.5% - 〃 〃

15 60 101.5 101.5 100% - 〃 〃

16 61 95.7 94.1 98.5% 18" 〃 〃

17 60 95.7 95.7 100% 18" 〃 〃

18 61 95.7 94.1 100% 18" 〃 〃

19 30 18 36 94% - 14 Hydrocal

20 31 35 67.7 89% - 10 〃

21 181 89 29.5 77% - 〃 〃

22 180 83 27.6 73% - 8.5 〃

23 181 104.4 34.6 68% 18" 10 〃

24 180 91 30.3 68% 18" 〃 〃

25 52 118 136.2 96.5% - 25 〃

26 50 109 130.8 100% - 〃 〃

27 50 104.4 125.3 100% 18" 〃 〃

28 40 87 130.5 97% 18" 〃 〃

Average 83.2 91%

※ 자료 : DESMI HELIX test report at OHMSET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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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가 다르더라도 유층두께가 25mm로 동일할 경우의 고조건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Hydrocal 시험유일 때 유회수량은 조용한 상태는

103.4gpm, 일반상태는 99.6gpm이고, Sundex 시험유일 때 유회수량은 조용한 

상태는 80.7gpm, 일반상태는 75.1gpm이다. 따라서 고가 높을수록 유회수량은 

다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Hydrocal 시험유 유층두께가 10mm 일 

때는 고가 높아질수록 유회수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 으나, 이는 편차를 

반 하면 달라질 것으로 단된다. 세부 인 성능평가 결과는 Table 19과 같다.

Table 19 Test results on DESMI HELIX

Test

oil

Slick

Thick-

ness

Wave

Type

Oil Recovery Rate Fluid

Recovery

Rate

Average

Recovery

Effici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mm) (gpm) (bbl/h) (gpm) (bbl/h) (gpm) (bbl/h) (%)

Hydro

-cal

10

Calm 21.3 30.5 1.3 1.9 38.3 30.5 56

Regular 23.0 32.9 2.3 3.2 46.5 32.9 50

25

Calm 103.4 147.8 2.9 4.1 132.1 147.8 78

Regular 99.6 142.2 7.9 11.3 130.1 142.2 77

Sun

-dex
25

Calm 80.7 115.3 0.5 0.8 100.2 115.3 81

Regular 75.1 107.3 1.6 2.3 95.1 107.3 79

※ 자료 : DESMI HELIX test report at OHMSET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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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노르웨이의 성능평가

(1) 노르웨이 선 회(DNV, Det Norske Veritas)14)

노르웨이 선 회는 생명, 재산, 환경의 보호를 목 으로 1864년 노르웨이에 

설립된 독립 재단법인이다. 재 오슬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조선 선 , 제품 

 경 시스템 인증, 에 지 사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리스크 리서비스 

 컨설  등을 제공하는 국제  기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음료 사업과 보

건 사업에 한 인증 업무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해  북극해 조사, 미래 

에 지 연구, 정보 처리 과정  기술 연구, 해양 운송수단 연구, 다기능 재질과

표층 연구 등의 연구 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약 100개국에 300개의 사무소를 

운 하고 있으며 9,000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노르웨

이 상선의 기술 인 상태를 검증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1954년 이후 독립된 

연구개발 부서를 갖추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한 서비스, 규정  산업규격을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

(2) 노르웨이 기후‧오염 리청(Norwegian Climate and Pollution Agency)

노르웨이 기후‧오염 리청은 1974년 설립되어 2010년까지는 노르웨이 오염

리청(Norwegian Climate and Pollution Agency, SFT)이라고 통칭되었으며, 2013

년에는 노르웨이 환경청으로 흡수 합병되었다.

주로 오염, 쓰 기  다른 해로운 물질이 인체건강과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을 담당한다. 특히 바다, 물, 화학, 쓰 기, 재활용, 지구온난화로 

인한 오염에 한 책임을 갖는다. 노르웨이 환경부의 소속기 으로 오염법, 제

품 리법 등을 장한다. 재 325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슬로에 

치한다.

(3) 성능평가 사례

유출유회수 기술에 한 성능인증 필요성 때문에 노르웨이 선 회와 노르

웨이 기후‧오염 리청은 유회수기 성능평가 기 (Standard for Performance

Testing of Oil Spill Skimmers, DNV 2002)을 마련했다. 이 기 은 미국의 성능

14) Available at: http://www.dnv.no [Accessed 22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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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 과 유사하지만 시험유의 도와 두께에 한 기 을 보다 강화했다는 

이 다르다. 세부 인 성능평가 시험조건은 Table 20과 같다.

Table 20 Ranges for oil properties and related slick parameters

OIL

CLASS

TARGET

VISCOSITY

VISCOSITY

RANGE(CP)

DENSITY

(KG/L)

SLICK

THICKNES

S(MM)

COMMENT

1 10 5 - 20 0.85 - 0.9 10
VERY LIGHT

BUNKER

2 200 170 - 230 0.9 - 0.93

30 LIGHT BUNKER

50 LIGHT BUNKER

3 2,000 1,800 - 2,200 0.92 - 0.95 50 MEDIUM BUNKER

4 20,000 19,000 - 21,000 0.95 - 0.98 50 HEAVY BUNKER

5E 20,000 19,000 - 21,000 0.95 - 0.98 50
EMULSION OF

MEDIUM BUNKER

6E 50,000 40,000 - 60,000 0.96 - 0.99 100

EMULSION OF

MEDIUM/HEAVY

BUNKER

※ 자료 : Norway DNV, SPCA, 2003, Certification of oil spill skimmers, 2003 International oil spill

conference



- 58 -

노르웨이 기후‧오염 리청은 길이 30m, 폭 7m, 수심 1.8m의 조 수조를 보

유하고 있다. 이 시설은 4개의 로펠러를 바닥에 설치하여 조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험유를 가두기 해 개량된 오일붐을 사용하여 일정한 유층두께를 

유지하고 시험구역을 만든다.(Fig. 21)

Calibrated

tank

Emulsion from

blending tank

Return and drain

(distribution point)

Expandi 4300

BoomSkimmer

Current direction in test basin

1

2

Fig. 21 Illustration of the test set-up

이러한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조류의 속도, 시험유의 도와 두께, 고, 수면

‧수  온도 등을 시험조건으로 설정하고 유회수기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이  

3개의 측정값을 선별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2003년에는 노르웨이의 오염방제 응을 한 표 유회수기 7종에 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고를 달리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 고 이에 한 유회수량

측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있을 때 KLK 402, Desmi Terminator는 유회

수량이 감소한 반면 Lamor, Enviro Multi는 유회수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회수기 종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단된다.(Table 21)



- 59 -

Table 21 Test results based on different waves by Norwegian coastal administration

Skimmer
Capacity without waves(㎥/hr) Capacity with waves(㎥/hr)

Total Emulsion Water Total Emulsion Water

KLK 402 15 15 0 12 12 0

KLK 602 19 19 0 19 19 0

Terminator 15 13 2 5 4 1

Foxtail 2-6 6 6 0 6 5 1

Foilex 26 20 6 26 26 0

Lamor 8 7 1 9 8 1

Enviro Multi 10 10 0 11 10 1

※ 자료 : Johan Marius Ly and Knut Gåseidnes, 2004, Testing of Eight Oil skimmers in Three High

Viscosity Emulsions at The Norwegian Coastal Administration Test Facility in Horten,

Interspill 2004

4.1.3 캐나다의 성능평가

(1) 캐나다 환경부(EC, Environmental Canada)

1985년 환경법 시행에 따라 설립된 정부기 으로, 환경정책‧ 로그램 조정 

자연환경 보 , 재활용자원 향상 업무를 담당한다. 캐나다 환경 보호법에 근거

하여, 험유해물질  기름유출의 제거에 한 책임과 할구역에 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성능평가 사례

미국 ASTM 성능평가 기 을 용하 으나, 시험조건에 한 보다 많은 연구를

해 Table 22와 같이 유회수기 성능 측정시간을 30 에서 2분과 4분으로 연장

하고, 시험유의 수분량과 도를 조 하여 역청과 같은 고 도유에서 유회수기 

성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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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xperimental factors and factor levels on skimmers test

Dura-

tion

of

Peak

Test

(min)

Num-

ber of

Skim-

mers

Tested

Air

Temp

(Avg.

/℃)

Water

Temp

(Avg.

/℃)

Sali-

nity

(Avg.

/ppt)

pH

(Avg.)

Water

Content

in Oil

Sample

(lab

result;

mass%)

Density

of Oil

Sample

(lab result;

Absolute;

㎏/㎥@15℃)

Viscosity

of Oil

Sample

(lab result;

cSt

extrapolated

to 15℃)

2 3 23.0 13.6 21.0 7.0 0.4 925.2 220

4 3 17.0 15.5 22.6 7.0 4.1 952.4 1,252

4 3 14.5 17.1 20.3 7.7 8.8-35.5 970.1-985.1 6,603-15,523

4 3 11.8 18.9 20.0 7.6 27.7-41.2 982.5-989.9 7,982-17,234

4 3 14.8 19.5 21.3 8.0 22.5-45.1 986.2-993.0 15,903-30,304

4 2 15.1 18.4 18.0 7.5 1.2 975.1 9,642

※ 자료 : The gainford equipment test report, 2013



- 61 -

4.2 국내 유회수기 성능평가‧인정 방법

4.2.1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KS V 3986)

국내에 도입되는 유회수기는 부분 선진 외국에서 도입된 장비로 그 성능에 

해서는 제조자의 설계서에 의존함에 따라 성능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 이 발

생하 다. 한 국내 시험설비  성능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 

제조사들이 유회수기를 개발하더라도 유회수기 성능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2002년 한국표 회에서는 미국 ASTM, MMS 등의 기 을 참고하여 유

회수기 성능평가방법(KS V 3986)을 제정하게 된다.

유회수기의 성능평가는 크게 실해역 시험과 실내 수조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 기 에서는 실내 수조 실험을 통한 유회수기의 성능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실험 결과에 따른 측정값을 환산할 수 있도록 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험

유, 시험속도, 유층두께, 고, 조 조건과 같은 제한된 범 의 시험조건을 설정하

다.

4.2.2 국내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비교

국내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KS V 3986)  미국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ASTM F631-99, F2709-08) 에 한 세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Table 23과 같다.

부분은 유사하나, 시험속도와 유층두께 시험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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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mparison the Korean test method with the American test method

구 분 한국산업규격 미국 ASTM

시험유 KSM2614 Appendix X1( 도 0.9이상)

시험속도
0.5m/s, 1.0m/s, 1.5m/s, 2.0m/s

 선택
임의선택값 ±0.1m/s

유층두께
1mm, 5mm, 25mm

 선택

1mm, 5mm, 25mm

 한 두께 는 75mm

고
0mm, 150mm, 250mm

 선택

0mm, 150mm, 250mm

 선택

회수량측정 3회 3회

회수시간 30s 30s

유수분리 유수분리기(원심분리기) 유수분리기(원심분리기)

실험수조

수조격벽과 유회수기와의 

거리는 흘수의 2.5배,

수조 깊이는 흘수의 4배

수조면 은 유회수기 길이와 

비의 최소 3배

수두 -
수면 ~ 회수유탱크 흡입구까지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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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유회수기 성능인정 방법

유회수기의 성능인정 방법은 (舊)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2011. 6. 7.) “방

제선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한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다. 해양환경

리법 시행령 제51조 별표8 “방제선 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 ”에 의하여 유

회수기에 표시된 성능의 정 여부에 한 인증방법을 규정한다. 성능인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 국내 는 외국의 시험‧연구기  는 공공기 이 

발 하는 성능시험성 서 등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2) 방제선 는 방

제장비의 제작‧제조자가 발 하는 성능시험성 서 등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유회수기 성능시험은 수조시험 는 실해역 시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며, 시험에 합한 유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방법에 한 

세부기 은 Table 24와 같다.

Table 24 The Korean certification method on the skimmer performance test

구 분 세부내용

시험방법
시험방법, 시험시간, 수조의 형태, 수조의 크기,

유회수기 는 조류의 속도

시험유의 특성 제품명, 시험유의 양, 비 , 도

기름회수능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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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성능인증 차의 한계

4.3.1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한계

국내 유회수기의 성능평가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KS

V 3986)에서 명시하고 있다. 동 방법의 서문에는 유회수기 성능평가는 실내 시

험수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실해역 조건에서의 유회수기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유회수기의 기계  신뢰성, 보수 용이성 등에 한 여러 변수를 고려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유, 시험속도, 유층두께, 고, 조

조건과 같은 유회수기 성능에 주요 향 요소를 선별하여 제어된 환경에서의 

유회수기에 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재 설정하고 있는 

고 조건은 최  0.25m이기 때문에 국내 실해역 평균유의 고(0.7m)를 고려하더

라도 실해역의 조건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고 

조건을 임의조항으로 운 하도록 정의하기 때문에 0m의 고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값을 유회수기 성능으로 인정할 경우 실해역에 투입되었을 때 유회수기 성

능과는 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4.3.2 유회수기 성능인증 방법 한계

국내에서는 유회수기의 성능인증을 국민안 처 해양경비안 본부에서 할한다.

“방제선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한 고시”에서는 국내외 시험‧연구기

 는 공공기 이 성능평가를 통해 발 한 성능시험 성 서를 근거로 유회수

기의 성능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고시에서는 성능시험성 서상의 

시험방법에 한 구체 인 정의가 없고 강제사항을 두지 않음에 따라 고를 

0m로 설정한 후 실험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유회수기 성능에 주요 

향 요소인 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능을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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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 고시가 제정되기 이 에 제작된 장비의 경우에는 회수용 펌 의 성

능이 유회수기에 표시된 기름 회수능력 이상을 이송할 수 있으면, 방제장비에 

표시된 유회수 성능을 인정한다. 상당수의 국외 제조사들도 자사 장비의 회수용 

펌  용량을 유회수 성능으로 인정하는데 단순히 회수용 펌  용량이 실제 해양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성능이라고 보기에는 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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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를 고려한 유회수기 성능평가방법 개선방안

5.1 개요

국내 실해역의 해상환경과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의 고조건(0m, 0.15m,

0.25m)을 비교하고 상호 연 성을 분석하기 하여 인공조 수조에서 2종의 유

회수기를 상으로 고 조건을 달리한 성능평가 실험을 실시하고, 상호간의 

성능 차이를 분석하 다.

5.2 성능평가 기   실험설비

5.2.1 유회수기 성능평가 기  설정  실험 시행

우리나라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KS V 3986)과 미국 ASTM(F631-99,

F2709-08) 성능평가 방법을 용해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고를 달리한 인공 도

를 만들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원 조 수조를 활용해 2가지 종류의 유회수기에

해 유회수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시험유는 KSM 2614인 유(Bunker-A)를 

사용하고 유층두께는 5mm가 되도록 하 다. 정지상태와 인상태로 구분하여 

인상태의 시험속도는 0.5m/s로 설정하 다. 측정방법은 정지상태에서 1분간 

3회, 인상태에서 30 간 3회 회수량을 측정하 다. 한국산업규격에서는 고를 

0m, 0.15m, 0.25m  1가지를 선택하여 3회씩 반복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 향에 따른 유회수기 성능 변화도를 으로 분석하기 해

모든 고 조건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성능평가 실험의 세부설정기 은 

Table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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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조건

시험유 Bunker-A

시험( 인)속도 정지  0.5m/s

유층두께 5mm

고 0m, 0.15m, 0.25m (규칙 , 주기 2 )

회수량측정 3회

회수시간 정지상태 1분, 인상태 30

유수분리 원심분리기 (KS M 211515), ASTM D 400716))

실험수조 수조면 은 유회수기 길이와 비의 최소 3배

수두 수면으로부터 회수유탱크 흡입구까지 3.5m

회 수 30rpm

Table 25 Test conditions

5.3 실험설비

5.3.1 수조시설

고 조건을 달리하여 유회수기 성능평가를 실시하기 해 0m~0.5m까지의 

인공 도를 만들 수 있는 해양환경 리공단에서 보유한 해양환경교육원 조 수

조를 활용하 다.(Fig. 22) 인공수조 크기는 20m(L) × 8m(W) × 2.5m(H)로 한국

산업규격에서 정의하는 시험수조  조 기 등의 기 을 충족하며 주요 제원은 

Table 26에 기술하 다.

15) KS M 2115 : 증류 연료의 물과 침 물 시험방법

16) ASTM D 4007 : 원심분리법에 따른 원유퇴 물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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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규모(L×W×H) 50m × 25m × 2.5m

인공수조(L×W×H) 20m × 8m × 2.5m

인공해안(L×W×H) 17m × 24m × 2.5m

조 장치 고 0 ～ 0.5m

인 차 하  3톤, 속도 0.1 ～ 1 m/s

수 조 조차 0.7m

폐수처리 5ppm이하(4.2톤/h)

Fig.22 The test facility

Table 26 The test facility and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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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가두리수조

시험유의 일정한 유층 두께를 유지하기 해 조 수조 내 오일붐을 연결하여 

가두리 수조를 제작하 다. 가두리수조의 규모는 12.9m(L) × 3.4m(W) × 1.15m(H)

로써, 고형식B형 오일붐을 사용하되 오일붐의 스커트 부분에 합성수지시트를 

연장하여 오일붐 하부로 시험유의 출을 방지하도록 하 다.(Fig. 23)

Fig. 23 Test section and Oil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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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시험유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유는 KS M 2164에서 규정하는 유의 일종인 Bunker-A를

사용하 으며, 이에 한 물리  특성은 다음과 같다.

ㆍ Density at 15℃ : 0.928

ㆍ Viscosity at 50℃ cSt : 11.5

ㆍ Surfur wt% : 0.21

ㆍ Water & Sediment vol% : 0.1

5.3.4 성능평가 상 유회수기 선정

본 연구에서는 총 2종의 유회수기를 사용하 다.(Fig. 24) 유회수 방식의 차이에

따른 유회수 성능을 측정하고 실험의 객 성을 제고하고자 디스크타입과 드럼

타입의 유회수기를 선정하 으며, 각 유회수기에 한 세부제원은 Table 2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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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ested skimmers(Left : KOMARA 30K, Right : MAGN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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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Specifics of tested skimmers

구 분 KOMARA 30K MAGNUM 100

유회수기

(Head)

규 격 121㎝×121㎝×45㎝ 177×145×46cm

재질/ 량 라스틱/52kg 해상AL/57kg

디스크(드럼)

재질

친유성 폴리머

(Oleophilic polymer)
친유성PVC

디스크(드럼)

열수
디스크 32 드럼 4

표면 (㎡) 10.671 2.307

이송펌

형식 로터리로 펌 원심펌

구동방법 유압 유압

용량(㎥/h)
Max flow rate 60㎥/hr

System flow rate 30㎥/hr
22㎥/hr

동력부

동력 12kw, 디젤엔진 7kw, 디젤엔진

량 225kg 190kg

시동장치 기시동 기시동

규격 123㎝×77㎝×80㎝ 144㎝×91㎝×99㎝

유압Unit

Twin fixed displacement

-gear pumps

Twin control valves

Twin fixed displacement

-gear pumps

Twin control valves

이송호스

규격
흡입 2½“×5m, 배출 

2½“×5m
배출 2½“×5m

연결방법 원터치형 퀵커 링 원터치형 퀵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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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능평가 방법

5.4.1 시험유량 산정  살포

시험유인 Bunker-A의 유층두께를 산정하기 해 가두리수조 단면 을 계산

하여 실제 소요될 시험유량을 결정하 다. 계산 결과 5mm의 유층두께를 형성

하기 해서는 총 0.2193㎥의 Bunker-A가 필요하 고 이를 Fig. 25와 같이 가두

리수조 내에 살포하 다.

ㆍ 수조의 평균 단면 (㎡) : 수조길이 12.9m × 수조폭 3.4m = 43.86㎡

ㆍ Bunker-A 유량 : 0.2193㎥

ㆍ 유층두께 : 0.2193 ÷ 43.86 = 5mm

Fig. 25 Spraying of the test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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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를 살포한 후 일정시간을 두어 유층의 두께가 균일해지도록 한 후에 

온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조내 온도를 측정하 다. 해수온도는 1차 실험(드럼형 

유회수기 성능평가)의 경우 11℃, 2차 실험(디스크형 유회수기 성능평가)의 경우

8.6℃ 다. 성능평가 실험조건을 설정한 후 시험용 유회수기를 가두리수조 내 

투입하여 실제 실험을 한 비를 마쳤다. 한 유회수기가 회수하는 기름을 

장할 수 있도록 수조 밖에 크기별 회수유 장용기(2ℓ, 20ℓ, 50ℓ, 100ℓ,

150ℓ)를 비하 다.(Fig. 26)

Fig. 26 Storage tank for oil recovery

5.4.2 유회수량 계측

조 수조의 인길이를 감안하여 정지상태에서는 60 간, 인상태에서는 30

간 인하면서 유회수기가 회수한 유회수량을 계측하 다. 조 주기는 2  

간격의 규칙 으며, 고는 0m, 0.15m, 0.25m로 3가지 조건을 용하 으며,

정지상태와 인상태 모두 각 고 조건에서 6회씩 유회수량을 계측하고 평균

치를 환산하 다. 인상태의 성능계측을 해 Fig.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차에 유회수기를 연결하여 조 기 방향으로 0.5m/s 속력으로 인하면서 

산출된 결과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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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향

유회수기
시험유

조 기

장조

시험유

인 차

인 일

조 기

Fig. 27 Skimmer test in towing condition

5.4.3 성능평가 측정 산식

유회수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한국산업규격의 유회수기 성능평가방법(KS

V 2986)에서 정하는 회수량, 유회수량, 유회수효율 등에 한 산식을 용하 다.

ㆍ회수량(Recovery Quantity) : 장조에 회수된 혼합액의 부피를 측정하고 

다음 식(1)에 따라 회수량을 산출한다.

     ………………………………… (1)

여기서  Q : 회수량(㎥/h)

Rt : 회수된 혼합액의 부피(㎥)

t : 시험유를 회수하는데 소요된 시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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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회수량(Oil Recovery Quantity) : 유회수기를 통해 60 (단, 인상태의 

경우 30 ) 동안 유성혼합물을 회수하고, 장조에 회수된 기름의 부피를 측정

하여 다음 식(2)에 따라 유회수량을 산출한다.(6회 반복)

      ………………………………… (2)

여기서 Qo : 유회수량(㎥/h)

Ro : 회수된 혼합액  기름의 부피(㎥)

t : 시험유를 회수하는데 소요된 시간(h)

ㆍ유회수효율(Recovery Efficiency, %) : 60  동안(단, 인상태의 경우 30 )

회수한 유성혼합물에서 물과 기름을 분리하고 기름을 총 회수된 혼합액량으로 

나눠 다음 식(3)에 따라 유회수효율을 산출한다.

  ×  ………………………… (3)

여기서 Ro : 회수된 혼합액  기름의 부피(㎥)

Rt : 회수된 혼합액의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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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실험결과  분석

5.5.1 유회수기 성능평가 결과 산출

유회수기 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

(1) 유회수기 헤드부 회 수 : 30RPM

(2) 시험( 인)속도 : 정지상태와 인상태(0.5m/s)

(3) 고조건 : 0m, 0.15m, 0.25m

(4) 온도

․MAGNUM 100 : 기온도 11℃, 수온 11℃

․KOMARA 30K : 기온도 9.6℃, 수온 8.6℃

유회수기 성능평가 실험을 통해 측정한 고조건별 유회수기(Disc, Drum)의 

유회수량을 평균치로 환산하고 성능평가 측정산식을 용하여 유회수기 성능결

과를 산출하 다.(Table 28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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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Test results of MAGNUM 100

시험조건 정지상태 인상태

  고(m) 0 0.15 0.25 0 0.15 0.25

총  량(ℓ) 4.768 4.387 2.786 8.587 6.686 5.486

유분량(ℓ) 4.606 4.283 2.657 8.488 6.596 5.406

수분량(ℓ) 0.163 0.103 0.129 0.099 0.09 0.08

회수량(ℓ/h) 1,144 1,053 668.6 2,061 1,605 1,317

유회수량(ℓ/h) 1,105 1,028 637.6 2,037 1,583 1,297

유회수효율(%) 96.59 97.64 95.36 98.85 98.65 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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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Test results of KOMARA 30K

시험조건 정지상태 인상태

  고(m) 0 0.15 0.25 0 0.15 0.25

총  량(ℓ) 4.478 3.076 1.912 8.165 6.838 6.816

유분량(ℓ) 4.413 3.009 1.865 8.125 6.79 6.778

수분량(ℓ) 0.065 0.067 0.047 0.04 0.038 0.048

회수량(ℓ/h) 1,075 738.2 458.8 1,960 1,641 1,636

유회수량(ℓ/h) 1,059 722.2 447.6 1,950 1,630 1,627

유회수효율(%) 98.55 97.83 97.56 99.51 99.45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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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성능평가 결과에 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각 유회수기에 해 고조건을 달리하면서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고 증가에 따른 유회수기 회수성능 하

각 유회수기에 한 성능평가 결과, 정지상태와 인상태 구분 없이 고가 

높아지게 되면 유회수기의 유회수량은 반 으로 감소하면서 성능이 하되었다.

이는 고가 높아질수록 유회수기 주변의 유막이 산란하게 되어 유층이 얇아지고 

분산됨에 따라, 유회수기의 유회수 면 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정

지상태에서 유회수기의 유회수량은 MAGNUM 100이 KOMARA 30K보다 약간 

많았다.

하지만 고가 높아질수록 KOMARA 30K가 MAGNUM 100보다 유회수량의 

감소폭이 더욱 컸다. MAGNUM 100의 유회수량은 고가 0m일 경우 1,105ℓ

/h 으나, 고가 0.25m일 경우 638ℓ/h로 당  비 467ℓ/h (42.3%) 감소하

다. 하지만, KOMARA 30K의 유회수량은 고가 0m일 경우 1,059ℓ/h 으나,

고가 0.25m일 경우 448ℓ/h로 당  비 611ℓ/h (57.7%)가 감소함을 나타

내었다. 이는 유회수기 회수방식의 차이가 원인으로 MAGNUM 100은 단조로

운 드럼식인 반면, KOMARA 30K는 다수의 디스크가 배열되어 있어 해수면에서 

반류(伴流, wake)17) 등의 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Fig. 28 & 29)

유회수기의 유회수량은 인상태일 때가 정지상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지상태일 경우, 유회수기 주변의 유층이 시간이 갈수록 얇아

지는 반면, 인상태에서는 유회수기가 진하면서 동일한 두께의 유층을 만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없는 인상태에서는 정지상태와 같이 

MAGNUM 100이 KOMARA 30K보다 유회수량이 많았다.

그러나 인상태에서 고가 높아지면 MAGNUM 100이 KOMARA 30K보다 

유회수량의 감소폭이 컸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MAGNUM 100의 유회수량은 

고가 0m일 경우 2,037ℓ/h 으나, 고가 0.25m일 경우 1,297ℓ/h로 당  

17) 반류(伴流, wake) : 정지유체 속을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 뒤쪽에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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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740ℓ/h (36.3%)가 감소하 다. 하지만 KOMARA 30K의 유회수량은 고가

0m일 경우 1,950ℓ/h 으나, 고가 0.25m일 경우 1,630ℓ/h로 당  비 320

ℓ/h (16.4%)가 감소하 다.

실험결과 고가 높아질수록 각 시험조건별 유회수기의 유회수량은 최소 

16.5%에서 최  57.7%까지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고가 높아질수록 유회수기의 

유회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항상 바람에 의한 고가 발생하는 

해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유회수기 성능평가에서 고는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결과를 근거로 국내 실해역의 유의 고(0.7m)를 보이는 사고해

역에 유회수기를 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사고 장에서의 유회수기 성능

은 수조내 성능평가로 인정한 성능보다 훨씬 조할 것으로 상된다.

(2) 유회수기의 회수방식에 따른 성능 차이 

MAGNUM 100은 정지상태와 인상태 구분 없이 고가 높아짐에 따라 유

회수량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감소하 으나, KOMARA 30K는 정지상태와 

인상태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발생하 다. 정지상태에서는 고가 높아질수록

유회수량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 으나, 인상태에서는 고가 0.15m에서

0.25m로 높아지더라도 유회수량에는 1,630ℓ/h에서 1,627ℓ/h로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찰되었다.

정지상태에서 고의 향은 수직운동이 지배 이나, 인상태에서는 유회수

기가 진하며 유수의 항을 추가로 받게 되고, 유수가 통과되는 형태인 디스크

배열 방식보다 벽면 형태인 드럼식 유회수기가 항으로 인해 유막을 보다 크게 

산란시켜 유층을 얇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회수기의 회수방식에 따라 실해역에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해역에서 고가 존재하고, 유회수기를 이동시키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디스

크형태의 유회수기가 드럼형태의 유회수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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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MAGNUM 100 test results

Fig. 29 KOMARA 30K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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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skimmer according to the wave conditions

구분 유회수기 시험조건
고(m)

0 0.15 0.25

유회수량

(ℓ/h)

MAGNUM 100
정지 1,105 1,028 638

인 2,037 1,583 1,297

KOMARA 30K
정지 1,105 722 448

인 1,950 1,630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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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해양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에 효과 인 방제작업을 해 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회수기를 활용한 기계  회수 방법을 우선 채택하여 사용하고, 유회수기 성능

평가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 유회수기 성능평가방법을

실해역 상태에서 용하면 상당한 오차를 보이는 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먼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 황과 씨 린스호, 허베이스피리트호, 우이산호

와 같은 주요 기름유출사고 황을 조사하여 사고 장에서 방제작업을 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실해역에 투입되는 방제장비의 실질  성능을 사 에 검증

할 수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해양오염사고를 비한 국가별

방제능력 기   산정방법 비교를 통해 실해역에서의 유회수기 성능을 산정하기

한 효율계수를 알아보았다.

한, 국내외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  용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각국

에서는 실 으로 실해역 조건을 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시험유의 

종류  두께, 시험속도와 같은 주요 향 요소만 시험조건으로 설정하여 유회

수기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건은 0m, 0.15m, 0.25m로

기 을 정하 으나 국내 실해역의 환경 여건18)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낮은

기 임을 알 수 있었다.

고와 유회수기 성능의 상호 연 성을 분석하고자 국내 유회수기 성능평가 

방법을 용해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인공조 수조를 활용하여 2가지 종류의 유

회수기(Disc  Drum 스키머)에 해 유회수기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고

의 향에 따른 유회수기 성능 변화를 으로 분석하기 해 시험유, 시험

( 인)속도, 시험유 두께 등과 같은 시험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고조건만

18) 2014년 해상평균풍속 9.4m/s, 평균유의 고 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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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m, 0.15m, 0.25m로 다르게 설정하여 각 고별로 유회수기 성능을 실험하 다.

실험결과 2종의 유회수기 모두 반 으로 고가 높아질수록 유회수량이 감

소하면서 성능이 하되었다. 외 으로 KOMARA 30K는 인상태일 때 

고가 0.15m에서 0.25m로 높아지더라도 유회수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는 유회수기 성능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

하 다. 해양오염사고는 기상이 좋을 때보다 악천후에서 주로 발생하고, 항상 

일정 높이 이상의 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해역에서의 유회수기 실제 성능은 

실내수조에서 실시한 유회수기 성능평가 결과보다는 하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국내 해양환경을 고려한다면, 재의 성능평가 방법 기 은 실제 사고 장에 

투입되는 유회수기 성능으로 인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고와 유회수기 성능의 상호 연 성를 고려해볼 때, 0m, 0.15m, 0.25m  1

가지 이상 선택하여 평가하는 임의선택 방식의 고조건을 각 고조건별로 

부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각 고조건별 실험결과의 평균값을 유회수기 성능

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국내 실험수조 설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최악의 기상조건에서의 실질 인 

유회수기 성능 산출을 해, 성능평가 시 최  고조건을 0.5m 이상으로 설정

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악천후 상황의 유회수기 최  성능으로 별도 운

하여 실해역 투입 시 방제 략 수립을 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 이 밖에 방제작업을 한 유회수기 선정 시, 일정한 고가 존재하는 실해역

에서 유회수기를 이동시키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디스크형태의 유회수기가 

드럼형태의 유회수기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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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회수기의 성능 특성 측정방법으로 고에 따른 유회수기의 성능

평가변화에 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이에 추가하여 유회수기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유층두께, 시험속도  측정시간에 따른 성능변화에 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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