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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한국해양대학교 박권하 교수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템“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선박디젤엔진의 주요 배출물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및 매연미립자의 저감을 [0002] 위한
종래의 기술은 주로 대형엔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간이 적고 복잡한 구조인 중소
형 선박엔진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 황산화물과 매연미립자를 저감하기 위한 종래 스크러버 시스템은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산업현장의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유
로의 구조를 활용하여 유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거하는 가스 스크러버와, 다공질의 세라믹
조각들을 쌓아 세정수를 분사함으로써 제거하는 습식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사이클론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이 방식은 장치가 크고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며 필터방식은
필터의 교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영세한 규모의 중소선박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중소형 선
박엔진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및 매연미립자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배기후처리장치
의 구성과 스크러버에서 제거된 황산화물과 미립자를 처리하는 수처리장치로서, 선박 엔진에
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중의 매연미립자를 최소한의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배
기라인에 직접 부착되는 인라인 스크러버를 이용한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도면 1

Fig. 2.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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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3-0152276(2013.12.09.) / 10-1381833(2014.03.31.)
□ 명칭 :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템
□ 패밀리특허

출원건수

US
-

JP
-

EP
-

WO
-

기타
-

합계

-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4), 독립항(1), 종속항(3) : 단일참조(3)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중소 선박의 엔진(1) 배기라인에 직접 설치되는 인라인 스크러버(11); 상기 인라인 스크러버(11)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를 중화하고, 슬러지를 제거하여 상기 인라인 스크러버(11)로 재순환시키는 순환수
정화장치(21); 및 상기 인라인 스크러버(11)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일부를 회수하여 상기 엔진
(1)의 흡기포트(6)로 공급하는 배기재순환장치(41);를 포함하는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순환수 정화장치(21)는 슬러지 제거장치(24)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라인 스크러버(11)로부터 배
출되는 배출수를 집수하는 버퍼탱크(22); 상기 버퍼탱크(22)에 집수된 배출수를 상기 슬러지 제거장치
(24)로 공급하는 순환펌프(23);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선박 엔진용 배기가스 정화시스템.

시장
현황

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선박엔진부품 시장 동향

□ 국제기구의 환경/안전규제의 강화로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대부분의
조선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선박 엔진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IMO Tier III 기준이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효(MARPOL
66차)되면서 친환경 선박엔진의 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친환경 선박엔진부품 및 전후처리 시스템 시장은 2015년 기준 3,414.3백만달러에서 연
평균성장률(CAGR) 29.6%를 보이며 2020년까지 17,117.백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본 자료는 공개 가능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 문의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51-410-5216,5443 sh_tlo@km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