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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개발의 필요성 및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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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oming global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round the world movement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actively taking plac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marine pollution by exhaust gases

emitted from vessel considered, and accordingly developed around the ship and

ship-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emission standards are going to strengthen

gradually,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vessels and equipment is

proceeding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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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용 질소저감장치의 규제배경

글로벌 운송시장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입지는

그 어떤 운송수단보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화물의 80%를 운송하면서도 사용

하는 에너지는 약 2% 정도이며. 탄소배출량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3% 수준이기 때문에 선

박은 근본적으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운송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탄

소배출 규제와 친환경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산업에 부는 녹색 바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산업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미 질소산화물, 황산

화물 등의 배출가스는 MAPOL(선박으로부터 오

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규정이 발효되어 현재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선박의 다른 환경규제 대상인 선박 평형수

(Ballast Water, 밸러스트 수처리)나 폐기물 등은

관리시스템이나 장비 기술로 극복할 수 있으나

배출가스 규제는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석유제품 중에서도 유해가스 배출 밀도가 높은

중유계열의 벙커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의 질소산화물(NOx)로는 N2O(nitrous

oxide), NO(nitric oxide), N2O3(nitrogen

trioxide), NO2(nitrogen dioxide)및 N2O5(nitrogen

peroxide)등이고 불안정한 형태로 NO3 도 존재

한다. 이들 중 대기에서 문제가 될 만큼 존재하

는 것들은 NO, NO2, NO3이고 대기오염분야에

서 NOx(질소 산화물)로 일컫는다.

NO는 무색의 기체이며, 이의 환경 중 농도는

0.5ppm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농도에서는 실제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인 독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NO는 NO2의 생성에 대한 전구

체이고 광화학 Smog 생성의 활성 화합물이다.

그러므로 이는 대기오염물의 생성 반응의 근원이

된다. 결국 NO의 제어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다.

NO2는 적갈색의 기체이며, 농도가 높아지면 눈

에 보인다. NO2 l.0ppm의 농도이면 눈으로써도

감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질의 기준

은 NO2를 시간당 평균 0.25ppm으로 하고 있으

며, 이는 가시거리에 기준 한 것이다. 인간에 대

한 NO2의 독성학적 영향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

고 있으나, 근래에는 생리학적인 한계농도가

NO2 1.5ppm로 제시되고 있다. NO2의 인체에 대

한 위험은 주로 호흡에 영향을 받는다. NO2를

0.7∼5.0ppm에서 10∼15분 동안 조사(照射)된 건

강한 성인은 폐의 저항성에 이상을 나타내며,

15ppm에 조사되면 눈이나 코가 자극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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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일자
NOx Limit (g/kWh)

n < 130 (rpm) 130 ≤ n < 2000 2000 ≤ n

Tier Ⅰ 2000.1.1. 17.0 45 × n-0.2 9.8

Tier Ⅱ 2011.1.1. 14.36 44 × n-0.23 7.668

Tier Ⅲ 2016.1.1. 3.4 9 × n-0.2 1.93

표 54.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현황

그림 101.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추이

25ppm에서는 1시간 정도만 있어도 폐가 자극을

받는다.

또한 NO와 NO2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NO3는

유황산화물과 더불어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스웨덴,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박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친환

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

다.

IMO의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 부

속서 VI에 의하면 선박 배기가스에 포함된 NOx

와 SOx의 배출 제한을 강화한 IMO Tier Ⅲ 기

준이 2010년에 발효되어 2016년부터의 신조선에

적용된다.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NOx에

있어서는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2016년부터

Tier I 기준의 80% 이상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배출규제 물질을 처리하

기 위한 선박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개발에 많

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선박용 질소저감장치의 종류 및 원리

엔진에서 질소 산화물 (NOx)의 발생량은 연소

가 저온에서 이루어지느냐 고온에서 이루어지느

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엔진의 압축비와 연소

압력에 따라 그 질소산화물의 양이 결정이 된다.

고온연소(Hot Combustion)에서는 다량의 질소

산화물과 소량의 미립자가 발생하며 저온연소

(Cold Combustion)에서는 소량의 질소 산화물과

다량의 미립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

진이 저온에서의 연소가 이뤄진다면 다량의 미립

자를 걸러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고온 연소

가 이뤄진다면 다량의 질소 산화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량의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

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배기

가스 처리 방법이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AM(Scavenge Air Moistening) 등

으로 나눠지게 된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EGR은 엔진의 배기가스를 재순환 시키는 방식

으로,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되며 발생한 배기가

스의 일부를 냉각시킨 뒤 연료와 섞어 엔진내부

로 재 투입시켜 연소되게 함으로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질소산화물(NOx)이 저감 되도록

하는 유해가스 저감장치이다.

EGR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재순환 배기가스의

높은 열용량과 낮은 산소함량이 연소실의 최고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MAN Diesel & Turbo사는 2009

년 EGR 시스템과 WIF(Water in Fuel emulsion)

조합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NOx 저감 시험

을 해본 사례가 있으며, IMO Tier III 수준

(3.4g/kWh)의 NOx 저감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림 3은 MAN Diesel & Turbo사 엔진이 설치

된 Alexander Maersk 컨테이너 선(1,092TEU)에

EGR 테스트를 하기위한 EGR 시스템 배치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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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N Diesel

& Turbo그림 102 EGR 시스템

※출처 :

MAN Diesel

& Turbo그림 103 Alexander Maersk에 설치된 EGR

시스템

※출처 : MAN

Diesel & Turbo
그림 104 EGR 시스템의 질소산화물과

연료소비율의 관계

다. EGR 시스템은 집진기(Scrubber), 냉각기

(Cooler), 습기 채집기(WMC, water mist

catcher), 송풍기(Blower), 차단벨브(Shut-down

valve), 전환벨브(Change-over valve), 수처리장

치(water treatment plant), NaOH 조사 시스템

(NaOH dosing system), 정수기(water cleaning

unit)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EGR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양은 줄어들지만 연료소비율

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효율감소를 초래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연소 가스의 재순환 방식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 연소 가스 자체가 다시 연소실 안으

로 들어오게 되며, 배기가스를 식히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성 물질이 각종 마운트와 가스킷을

손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산성 물질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감소시키며, 고급 오일을 사용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유지 관리 비

용이 증가하게되고, 황산화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초저황 경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4는

EGR 시스템의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연료소

비율을 비교한 자료이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장치에

의한 질소산화물 저감 방법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한 가

지는 SCR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대

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N2와 O2 등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환원, 분리 시켜줘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촉매장치를 이용한 환경설비가 바로

SCR 장치이다. SCR 방식은 EGR 방식보다 연소

압력과 압축비가 상승하며, 엔진의 열효율이 증

가하여 연비 적인 측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

다.

그림 105 촉매장치에 의한 질소산화물 화학반응

과정

그림 6에서와 같이 SCR 시스템에서 연소 후

배출가스에 포함된 NOx는 촉매를 통과하기 전

에 암모니아, Urea, 알콜 혹은 탄화수소화합물

등 여러 환원제 중 하나와 반응하여, 환경에 무

해한 질소와 물로 전환하게 되며,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

4NO + 4NH3 + O2 → 4N2

+6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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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N Diesel &

Turbo

그림 106 SCR 시스템 촉매장치에 의한 NOx 화학반응 과정

그림 107 황산암모늄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SCR 입구의 최소온도

6NO2 + 8NH3 → 7N2 +

12H2O

SCR에 의한 질소 산화물의 감소는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 온도

가 너무 높으면 암모니아는 NO, NO2와 반응하

기 전에 폭발하게 되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

응 속가 너무 낮아지고, 황산암모늄의 응축에 의

해 촉매가 손상될 수 있다. 그림 7은 황산암모늄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SCR 입구의 최소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에서는 MAN Diesel & Turbo사에서는 제

시하는 전형적인 Urea 분사식 SCR 장치를 보여

준다.
■ SAM(Scavenge Air Moistening) 수분 공급

에 의한 정화

SAM 시스템은 터보 과급기 압축기의 측면에서

해수와 청수를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포화 및 냉

각시킴으로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이며, 테스트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시간 사

용하게 되면 SAM 시스템뿐만 아니라 엔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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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오존수를 이용한 NOx 제거기술

※출처 : MAN

Diesel &

Turbo그림 109 엔진에서의 SAM 부분

에 염분에 의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를 보완하기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림 9는 엔진에 SAM System이 장착되어 해

수 및 청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 오존수를 이용한 NOx 제거 기술

최근 일본의 오사카부립대와 다다전기, 공해방

지기기연구소의 연구그룹은 오존수를 사용한

NOx 제거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유리섬유를 원통 모양으로 감아놓은 필터에 오

존수를 흘리면서 NOx를 통과시켜 제거하는 기

술이며, 거의 100%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처리

능력은 시간당 4,000리터이며, 특수가공 처리한

유리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 연료의 변화

위의 방법 외에도 가스 연료를 사용함으로서 대

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

다. 가스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디젤엔진에

서 몇 개의 부품만을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어

기술 전환이 쉬우나 가스연료의 저장시설 및 연

료공급라인 안전시설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예

상된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디젤연료를 개질

(Reforming)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합

성가스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합성가스를

LNT(Lean NOx Trap) 기술의 환원제로 활용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LNT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1) 저온배기가스 조건에서의

성능저하, 2) 촉매의 황 피독, 3) 높은 연비손실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

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는 디젤연료를 환원제로

쓰는 HC-SC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암모니아 같은 추가 환원제의 공급이 필요 없는

장치여서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효율이 낮

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3. 향후 질소저감장치의 규제방향(국내 SCR 설

비의 시험기준 제정 및 IMO 현황)(1장)

미국 항만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항만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비를 채택하고 대기 중 오

염물질 측정 장치 도입을 추가하는 추세이며, 텍

사스 휴스톤 항만, 뉴욕/뉴저지 항만, 오클랜드

항만, 사바나 항만, 시애틀 항만, 남 캘리포니아

주 항만공사, 타코마 항만, 버지니아 항만 공사

등을 포함한 14개 항만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계

측제어하고 있다.(출처: EPA, 2008 Sector

Performance Report)

또한 핀란드 Wartsila사, 덴마크 ADB Power사

도 선박에 SCR System을 적용하고 있고, EU,

일본 등 선진국은 친환경 선박 기자재 개발로 차

세대 녹색선박기술 선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기술장벽(인증 및 국제 표준화)을 구축

하여 해운·조선산업 시장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으로 독일 VGB사의 「VGB-R 302 He

1998 2nd Revised edition」 2010년 판을 참고하

여 SCR 설비가 설치된 발전소에 대한 SCR 시

스템의 성능시험 및 진단 권장지침을 만들어 이

용하고 있다. 그림 11에서는 SCR 시스템의 성능

을 시험하는 촉매시험장치의 표준 흐름도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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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일반적인 촉매시험 흐름도

하지만, 선박의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관련

시험시설 및 실선적용 실증시험은 전무한 상태이

며. 촉매에 대한 내구성 평가 또한 미흡한 상태

이다.

IMO에서는 2005년부터 선상엔진파라메터 체크

방법을 통하여 질소산화물 관련 적합성 검증 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환경오염방지 증서

(IAPP,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이는 최초승인과 동일하게

조정된 상태가 유지됨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적용되는 Tier III 기준에 적

용되는 국제환경오염방지 증서 또한 선상엔진파

라메터 체크방법을 통하여 검증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장비 뿐

만 아니라 이를 시험하는 기준과 장비 및 시설개

발이 중요하며, 국제시장 선점을 위하여 시급히

연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