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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2 Reduction from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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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 인 운항선의 에 지효율지표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IMO
의 온실가스 감을 한 정책방안을 살펴보고 그  운항선에 한 에 지효율지표를 분석하 다. 화물

량에 한 연료소비율 산정방법을 이용하는 에 지효율지표를 실제 운항선에 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 을 제기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엔진 부하에 한 연료소비율을 이용하는 개선된 에 지효율지표를 

제시하고 운항선에 용하 다. 결과를 통해 개선된 에 지효율지표가 운항선에 해 합리 인 이산화탄

소 배출률을 정의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주제어: 온실가스, 조선, 에 지효율지표, 엔진 부하, 연료소비율

Abstract: In this study, many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against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EEOI) of existing ships under discussion by IMO. This research is examined the method for the
polices about IMO's greenhouse gas reducing emissions among them, we were analyzed the EEOI for 
existing ships. we have analyzed the result about applying EEOI us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rate of
fuel consumption for cargo quantities to the actual existing ships and raised the problem. Based on this 
research, we were presented the improved EEOI about the engine load using fuel consumption and applied
the existing ships. As a result, we concluded that the improved EEOI can define a resonable rate of CO2

emissions.
Key w ords: Greenhouse gas, Operating ships, EEOI, Engine load, Rate of fue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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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오염을 방지하기 해 기오염방지 약의 논의

를 시작하 고 1997년에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표 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이하 CO2)에 

한 결의안을 채택하 다.
최근 MEPC 60차까지 논의된 IMO의 선박 온실

가스 감축 책은 크게 기술  조치, 운항 련 조치 

 시장기반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  조치는 

신조선에 한 에 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이며, 운항 련 조치는 운항선

에 한 에 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EEOI)  선박에 지 효율 리계획(Ship 
Energy Management Plan:SEMP)이 있다[1]. 그리고 

사장기반조치인 시장제도 도입으로 구성되어 진행

되고 있다.
이  운항 련 조치의 하나인 운항선에 한 

EEOI의 개념은 단순히 연료소모량에 의해서 CO2

를 계산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운항하고 있는 선박

이란 특성을 반 하기 해 연료소비율을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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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재 IMO에서 제시된 EEOI의 화

물량(Mcargo)에 한 연료소비율 산정 방법으로는 

화물량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

는 선박의 CO2 배출 계를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

다. 이는 운항선박의 데이터를 이용한 산정결과에

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엔진의 부하를 나타내는 kW를 이

용하여 개선된 EEOI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다

양한 환경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서 CO2 발생량

을 구하기 해서는 화물 당 연료소모량을 통한 산

정식 신 기  부하, 즉 kW당 연료소모량을 활용하

는 것이 합하다. 이에 실제 운항선박 데이터를 이

용해 CO2 발생률을 구하고 이 결과를 고찰하 다. 
그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EEOI가 

선박의 운항 특성에 하여 합리 인 CO2 배출률

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2. IMO의 온실가스 정책

2.1 IMO 온실가스 감정책 추진과정

IMO에서는 기오염방지 약의 논의를 시작한 

1997년에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한 결의안을 채택하 다. 이 결의안은 선박에서 배

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를 검토하기 해 MEPC가 주도 인 역할을 맡을 

것을 논의하 고 그에 따라 2000년 MEPC 45차 회

의에서 Greenhouse Gas(GHG) Study 그룹이 결성

되었다.
그 후 2004년 IMO 회의에서 GHG 감축에 한 

정책과 실행에 한 결의서 A.963(23)을 채택하

다. 한 MEPC가 선박에 한 GHG 인덱스 그리

고 이 인덱스의 용을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결정하 으며 2005년 MEPC 53차 회의 시 

Circ./471을 통해 자발  선박 CO2 배출 지수 시험

을 한 잠정 지침서를 결의하 다.
2007년 MEPC 56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시

스템(GISIS)에 한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를 결의

하 고, 2008년 MEPC 57차 회의에서는 선박에서

의 CO2 배출 감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 다

[2]. 최근 2010년의 MEPC 60차 회의에서는 약

안 련 문서, 기술  운항 련 조치와 시장기반 

조치 등이 집  의되었다.

2.2 IMO 온실가스 감을 한 정책방안

그 동안 IMO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하여 이용될 수 있는 많은 

기술 /운항  측면의 책들이 확인되었지만, 이

러한 방법들의 이행을 뒷받침해  수 있는 정책들

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 책들은 이행되지 못

할 것이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

소시키기 한 많은 정책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최

근 IMO에서 논의 인 련된 논제들을 세부 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  조치[3, 4]

- EEDI에 한 강제 인 제한치

신조선의 EEDI에 한 강제 인 제한치는 신조

선의 설계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인센티 를 

부여하는 비용-효율  해결책이 됨을 나타낸다. 

EEDI의 주요한 제한은 선박의 설계에 해서만 

을 맞추고, 운항 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  효과에 국한된다. 한, 이 향은 

신조선에 해서만 용된다.

(나) 운항 련 조치[3, 4]

- EEOI를 통한 운항선의 CO2 배출률 확인

EEOI의 강제 인 제한은 운송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를 감 시키는데 강

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비용-효과 인 해결책이 됨

을 나타낸다. 이것은 기술 이고 운항 인 책 모

두를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운항효율에 

한 기 선의 갱신과 설정 그리고 목표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 으로 매우 도 받고 

있다.

- SEMP의 강제 /자발  사용

SEMP는 배기 배출물을 감시키는 비용-효과

인 책들을 인식시키기 하여 실  가능한 근

방법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방법이 배기배출 

감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이 방법의 효과는 

비용-효과 인 책으로서의 유용성에 좌우 되게 

될 것이다. ( 를 들면, 연료비의 약이 자본 이

나 운용비를 과하는 경우의 책 등)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정상 인 상업  상황을 뛰어넘어 신

과 R&D를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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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기반 조치[3, 4]
- 국제온실가스펀드, 차입인센티 제도, 선박효

율시스템,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검토 에 있다.

3. EEOI의 고찰  운항선 용분석
3.1 EEOI의 고찰

3.1.1 EEOI 산정식의 의미

IMO의 운항선에 한 가이드라인은 해운산업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제한 는 감축을 달

성하기 한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목 으로 개발되었고 이 가이드라인은 선박

을 운항하는데 있어 에 지 효율에 한 인디 이

터 개념을 도입하 다.
이를 통해 선박이 운용되는 효율성을 모니터링 

한다. 이러한 의미는 지침을 한 목 과 성능에 

기 를 둔 모니터링 작업에 한 서류작성을 의도

하고 있다. IMO에서 사실상 추천되고 있는 이 가

이드라인은 EEOI의 용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다. 
선주사에게는 자사 환경 리 시스템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이 권장되며 성능을 모니

터링 하는 방침으로 채택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Figure 1: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Figure 1은 재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존선

의 CO2 배출률을 나타내는 산정식으로 운송되는 

화물 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표시하는 형식으

로 나타낸다, 산정식의 각 지수들을 살펴보면 분자

의 연료소모량(FC)은 주기, 보기, 보일러, 소각기를 

포함하는 항해 는 정박 시 소모된 모든 연료로 

정의되며, 분모의 항해거리(D)는 항차 는 일정기

간 동안 실제 항해한 해상마일(로그 북 데이터)을 

의미하다. 선박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요한 

요소인 화물을 나타내는 m은 선종, 화물단   

화물종류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된다[5].

3.1.2 EEOI 데이터 기록  계산

Table 1과 Table 2는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록  계산 방법이다.

연속된 항차 혹은 기간 동안의 연료소모량/운송

된 화물량, 각각의 항해를 한 거리의 데이터, 
한 정박 의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를 Table 1에 

보인 제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Table 1: Report example for EEOI preparation

와 같이 Table 1을 통해 항해 당 연료사용량, 
톤 단 의 화물, 항해마일(해리 1,852m)로 조사가 

완료되면 수식은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Calculated EEOI value based on Table 1

계산 시 Mcargo=0을 갖는 공선 항해 시에도 항해

하는 동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해 Table 2에 밸러스트상태의 항해(화
물이 없는 항해)를 포함하여 제시하 다.

3.2 EEOI의 운항선 용 결과  분석

3.2.1 운항선 용 결과

재 운항 인 실선의 데이터를 가지고 EEOI를 

용하여 Table 3을 작성하 다. 데이터는 항차별

로 계산하지 않고 한 항차 동안의 구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CO2 배출률을 산정하 다. 
BL - BA : 밸러스트 항차 출발부터 도착

LP : 하 항구

LL - LA : 하 항차 출발부터 도착

DP : 양하 항구

ML - MA : 하 간항구 사이 출발부터 도착

MP : 하 간항구, WP : 웨이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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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I(1) : IMO 권고 로 화물이 없는 구간의 

연료소모량을 포함한 인디 이터

EEOI(2) : 화물이 없는 구간의 연료소모량을 제

외한 인디 이터

Table 3: Calculated EEOI value based on Table 2

3.2.2 용 결과 분석

EEOI를 운항선에 용하여 나타난 CO2 배출률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존 EEOI는 화물이 없는 구간의 연료소모

량도 포함되므로 실제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CO2 발생률보다 당연히 더 많은 발생률을 보여주

므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이는 EEOI 값에 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나) 같은 선박이 유사한 화물 량과 거리를 운

항하더라도 CO2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

생하는데 이것은 CO2 발생률이 화물의 향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요인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4. New EEOI 제안  운항선 용
4.1 New EEOI 모델의 제안

4.1.1 New EEOI 개념

다양한 내/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화물을 싣고 운

항하고 있는 선박에서 CO2 발생량을 구하기 해

서는 화물당 연료소모량을 통한 산정식 보다는 기

 부하, 즉 kW당 연료소모량을 통해 CO2 배출률

을 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Figure 2: New EEOI



선박기인 CO2 감을 한 에 지효율 운항지표에 한 연구  65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5권 제8호, 2011. 11 / 1039

Figure 2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New 
EEOI 산정식이다. 분모의 화물량을 나타내는 

Mcargo 신에 kW를 제안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 종

류의 화물을 싣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서의 CO2 발생량을 구하기 해서는 

화물 당 연료소모량을 통한 산정식 보다는 기  

부하, 즉 kW당 연료소모량을 통한 CO2 발생률 산

정식이 좀 더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2 kW 산정 방법

(가) RPM을 이용하는 것으로 재 가장 손쉽고 

합리 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kW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 다.
(나) 최근 센싱과 자기술의 발 으로 실시간 

엔진 부하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많은 선박에

서 Engin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이라는 

명칭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 기술을 용

하여 kW 산정하고 EEOI를 계산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단된다. 
(다) 주기  제작 업체의 추정 출력 계산법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 각 메이커에서는 엔진의 각 수치

를 이용한 공식을 통해 엔진 부하를 구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4.2 New EEOI의 운항선 용결과  분석

Table 4는 4.1.1에서 새롭게 제시한 EEOI을 이

용하여 계산한 데이터이다. kW 항목은 4.1.2의 

(가)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이를 통해 3.2.1에
서 제로 이용했던 샘  선박의 CO2 발생률을 구

해 보았다.
새롭게 제시한 EEOI를 용하여 나타난 CO2 발

생률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M/V BLUEBELL 선박은 두 항차가 서로 

운항한 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CO2 
배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을 통해 운항에 미치

는 내․외부 환경이 유사하 음을 알 수 있다.
(나) M/V ADONIS 선박은 두 항차가 거리가 

같아 정기선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CO2 배출률에

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을 통해 운항에 미치

는 내․외부 환경이 상이하 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Calculated New EEOI

(다) 이처럼 화물량 신 kW로 하면 다양한 선

박의 운항 특성에 하여 합리 인 CO2 배출률을 

정의할 수 있다고 단된다.

5. 결론  제언
선박 기 의 온실가스 감을 한 활동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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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EEOI)를 

검토해 보았고 그에 해 새로운 개념의 EEOI제시

하여 운항선에서 데이터 값을 비교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운항선의 연료소모량은 화물에 의한 향뿐

만 아니라 많은 내․외부 환경으로부터 계속 인 

향을 받는데 이 게 다양한 요소를 반 하기 

해서는 선박 기 의 부하를 분모로 하는 CO2발생

량/kWh 형태가 유효하다.
(나) 실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CO2발생량/kWh 

식이 선박의 에 지 효율을 히 나타낼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다) EEOI를 통한 선박간의 발생률 비교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 자체의 에 지 효율을 극

화하여 CO2 발생률을 감시키는 방향으로 New 
EEOI를 활용하는 것이 합하다.

(라) 기술 인 조치와 운항 인 조치의 연구와 

더불어 환경 인 측면과 경제 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실효성 있는 시장기반 조치에 한 연구필요

성을 확인하 다.
(마)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의 부하에 따라 향

이 제일 큰 주기 을 심으로 실시하 지만 차 

후 연구에서는 발 기  보일러, 소각기 등도 포

함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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