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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입형 선박 파공 봉쇄장치의 봉쇄패드에 대한 성능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Leak Stopping Pad of

Outboard type Leak Stopping System Against the Damaged Hole in the

Ship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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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박간의 충돌이나, 항구시설과의 충돌 등으로 선체에 파공이 발생하여 선박내부에 저장

되어 있던 해수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해양 재난상황에서 원격제어 방식으로 파공봉쇄장치가

선체 외벽에 부착 이동을 통해 파공부에 접근하여 파공을 봉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성능을 실험적

으로 연구 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력으

로 불가능한 압력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도 봉쇄가 가능한 장치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공부를

직접적으로 봉쇄하는 장치인 봉쇄 패드의 성능시험의 결과 직경 150mm 파공에서 유출압 0.1~0.75bar의 상

황에서 안정적인 봉쇄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봉쇄패드가 결합된 통합방재로봇인 외부 투입형

선박파공 봉쇄 장치를 원격제어하여 0.1 bar의 압력에서 봉쇄 성능 시험을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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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해 저장된 오염물의 유출에 대한 봉쇄방법이 실험적 연구로 선

행되어 왔다.(Mohammad T. Tavakoli, 2011) 이러한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시 파공부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

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봉쇄가 필요 하지만 주로 인력이 투입되어 대응하고 있고 있으며 이

역시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투입인력에 대한 2차사고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박이 충돌로 인한 파공을 신속하게 봉쇄하고 높은 압력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을 안전하게 봉쇄할

수 있는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하여 유출 압력에 따른 봉쇄 성능을 시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봉쇄 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석을 이용한 선체 외벽 주행이 가능한 주행로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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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공부로 접이식 앵커를 투입할 수 있는 앵커암이 장착되어 있으며 앵커암을 통하여 발사된 접이식 트라이

포트 앵커가 파공 내부 투입 후 와이어 윈치로 봉쇄 패드를 파공부에 부착하여 봉쇄하는 원격제어식 외부투

입형 선박 파공 봉쇄 장치이다.

   

(a) 제품 개발 3D 개념도 (b) 개발 제작된 시제품 (c) 압력 봉쇄 성능 시험 장치

그림 1 외부투입형 선박 파공 봉쇄장치 및 성능시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인력으로 봉쇄가 불가능한 0.75bar에서의 유출압력에서 개발된 봉쇄장치가 안전하게 봉쇄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박파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그림과 같이 특수 제작하였다. 그

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통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외부투입형 선박 파공 봉쇄장치의 주행테스트, 앵커

투입 및 봉쇄 실험을 통합으로 수행하고 별도로 봉쇄패드만 부착하여 0.1~0.75bar의 유출압에서의 봉쇄력 실

험을 수행하였다.

3. 결론

봉쇄 패드의 성능시험 결과 직경 150mm 파공에서 유출압 0.1~0.75bar의 상황에서 봉쇄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개발된 봉쇄패드로 0.75bar의 압력에서 안전하게 봉쇄되는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

부 투입형 선박파공 통합봉쇄 장치를 원격제어하여 0.1 bar의 압력에서의 봉쇄성능 검증 실험을 성공하였다.

     

(a) 봉쇄패드 성능 실험 (b) 외부투입형 선박파공 봉쇄장치 통합 성능 실험

그림 2 외부투입형 선박 파공 봉쇄장치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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