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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에서의 믹싱 유닛
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 술 명 (국 문 )

선박용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에서의 믹싱 유닛

기 술 명 (영 문 )

MIXING UNIT OF SELECTIVE CATALYST REDUCTION SYSTEM FO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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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선박용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에서의 믹싱 유닛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기 술
및

개 요
특 징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 내에서 선택적 환원촉매 챔버의 전단 및 인젝션 유닛의 후단
에 위치하여 유입되는 배기가스가 충분히 혼합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박
용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에서의 믹싱 유닛에 관한 것임

핵심

국문

환원 촉매, 믹싱유닛, 배기가스

영문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Mixing Unit,

키워드

대표
도면

기술 세부내용
청구항 1.
선박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지나는 통로에 설치되는 선박용 선택적
대표
청구항

환원촉매 시스템에서 선택적 환원촉매 챔버(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Chamber)의 전단 및 인젝션 유닛(Injection Unit)의 후단 사이에..(이하중략)
상기 사각프레임에서 상기 배기가스의 진행방향과 소정 각도 교대로 기울어져
상기 배기가스가 고루 혼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용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에서의 믹싱 유닛.

Ÿ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SCR System) 내에서 선택적 환원촉매 챔버(Chamber)의 전단
기술의

효과

및 인젝션 유닛(Injection unit)의 후단에 위치하여 유입되는 배기가스가 충분히 혼합되
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상을 가지는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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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구현 수준

Ÿ 선박용 배기가스 유해물질 저감장치
Ÿ 차량용 및 기타 유해물질 저감장치

응 용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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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차량 배기 시스템의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용 믹서
요소수용액 분산장치
배기 정화 장치용 핀 장치
선박용 디젤엔진의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

5. 기술 및 시장동향

기 술 동 향

출처 : 2016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 조선

[친환경안전 선박의 의장시스템 기술의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

Ÿ IMO의 환경규제 강화, ECA(Emission Control Area) 확대, 국제 대기환경규제(SOx, NOx,
PM 배출제한) 및 해양환경규제(오폐수배출제한)의 ‘동시 발효’
Ÿ Tier Ⅲ 환경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Solution으로 SCR과 EGR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중에
서도 SCR이 EGR보다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Ÿ SCR의 핵심인 SCR Reactor를 비롯하여 Urea Supply Unit, Urea Dosing Unit, Decom
position Unit등은 그 사이즈가 매우 크므로 엔진룸의 확장 혹은 엔진룸 내의 기존 연
료 탱크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치가 불가
Ÿ 신조 설계 시, 위의 두 가지 대안 중 엔진룸의 확장 보다 기존 연료탱크의 축소를통한
장비 배치가 휠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여 배치 설계를 완료
Ÿ 하지만 미래에 Global NOx 배출 규제 발효로 인하여 SCR Retrofit이 필요하게 된다면,
복잡한 기존 장비 및 파이프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엔진룸의 확장을 통한
SCR 장비 배치가 훨씬 유리
Ÿ 가장 사이즈가 큰 SCR Reactor를 Weather Deck으로 배치하는 방법, 이는 SCR Reactor
와 Main Engine, 그리고 Boiler와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Piping Arrangement가
매우 복잡해지거나 Exhaust Gas Economizer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목표시장 동향

출처 : 2016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 조선

[친환경/안전 선박의 의장시스템 분야 핵심기술 연구목표]
Ÿ IMO TierⅢ를 만족하는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해 A기업의 대표 선종(50K~158K PC/COT,
컨테이너선)에 NOx 저감장치(SCR, EGR)에 대한 시스템 및 각종 장치의 배치 적용을 완
료하였음. 또한 L선급으로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AIP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선주 활동
에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
Ÿ SECA에서 운항이 가능 친환경 선박 즉, 황산화물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 다양
한 SOx Scrubber의 적용 검토를 마쳤으나, SOx Scrubber의 소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Casing이 과도하게 확장되어야 하는 등의 배치 문제로 적용이 불가
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황 함유량 0.1%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별도의 탱크 제작을 고
려중
Ÿ SOx 배출제한 규정은 모든 해역에서는 2012년 1월 1일까지 4.5% m/m, 2012년 1월 1
일 이후부터 3.5% m/m, 2020년 1월 1일부터는 05% m/m(단, 2018년에 재검토하여 이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
후
전 망 성

기준의 시행이 불가하다고 결정되면 2025년부터 동 기준 적용)로 적용
Ÿ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에 대한 개조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Ÿ 특히 LNG 연료추진 시스템의 경우 2014년 신조 및 개조 시장 규모 6조원에서 2025년
148조원까지 확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