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각국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

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채

택되었다(Bodansky, 2016). 이를 이행하기 위해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 해사 기구)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제들을 지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3차 IMO GHG(Greenhouse gas) study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선박으로부터 배

출된 CO2는 전체 CO2 배출의 2.2%를 차지하며(IMO, 2014), 이는 독일, 캐나다, 한국의 CO2 배출량을 넘어서는 수치이다(Olivier et al., 

2017). 4차 IMO GHG study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CO2는 전체 CO2 배출 대비 2.89%로, 점차 전체 CO2 배출에서 

선박 배출 CO2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2019년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4에서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Phase 3의 도입 시기를 결정하였다. EEDI는 선박의 운항 효율 지표로, 선박 1톤을 1해상마일(1.852 

km) 운항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EEDI Phase 3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를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적용되는 Phase 4에서는 40% 이상의 CO2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MEPC 75에서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2025년 도입 예정이던 EEDI Phase 3의 일부를 2022년으로 앞당

겨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IMO의 CO2 배출 감소 전략을 달성하고자,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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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GL(2017)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로 시도된 CO2 감축 방식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LNG(Liquified natural gas),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 증대, 감속 운항, 탄소세 부과(Carbon pricing)이다. 대체 연료의 경우 LNG가 대표적이며, LPG(Liquefied petroleum 

gas), 바이오 디젤, 바이오 메탄올, 액화 바이오 가스, 수소, 원자력까지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

법으로는 새로운 선형 개발, 폐열 재활용, 엔진 개·보수, 하이브리드 엔진, 메인 엔진 공기 윤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조합하

면 선박 당 21~37%까지 연료 절약이 가능하다(Kristensen, 2012). 선형 개선, 선속 및 운항 최적화, 추진 시스템, 연료 등 개선 방안을 고려

하면, 2050년까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운항적 관점에서는 2035년에 정점을 이루며 그 이후에

는 대체 연료에 의한 탄소 감축이 지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DNV-GL, 2018). 대체 연료를 제외하고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적 및 운용적 

조치로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3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추후에는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디젤과 같은 대

체 연료에 의한 탄소 감축을 도모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기술 개발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해당 인프라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

서 EEDI Phase 3의 발효 시점이 일부 2022년으로 앞당겨진 현재, 목표 CO2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선상 

CO2 포집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상 CO2 포집 기술을 연구하였다. Zhou and Wang(2014)는 수산화칼슘 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을 이용해 탄산칼슘의 형태로 CO2를 포집 및 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을 18,660kWk급 엔진을 사용하는 벌크선에 적용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Luo and Wang(2017)는 17MW급 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MEA(Monoethanolamine) 기

반의 연소 후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고, CO2 저장을 위한 액화 공정을 모사하였다. 이들은 CO2 포집 공정에 대한 제한된 열 및 전기 공

급으로 인해 기존의 선박 에너지 시스템이 CO2 포집 공정과 통합될 때 탄소 제거율이 73%까지만 도달할 수 있음을 밝혔다. 90%의 탄소 

제거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스 터빈을 설치하면 CO2 포집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eenstra et al.(2019)는 

1,280kW와 3,000kW급 선박 엔진을 대상으로 Aspen Plus를 이용하여 MEA와 PZ(Piperazine) 기반의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였다. 또한 

해당 공정을 통해 선박 배기가스로부터 CO2를 포집하는데 드는 CAPEX(Capital expenditures)와 OPEX(Operating expenditure)를 계산하

고, 기존 화물선 설계에 CO2 포집 공정과 CO2 저장 탱크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Lee et al.(2021)은 CO2 포집 공정을 고려한 새로운 

EEDI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53,200DWT급 선박에 적용하였다. Aspen Plus를 이용해 MDEA(N-Methyldiethanolamine)와 PZ 기반의 

CO2 포집 공정과 포집된 CO2의 액화 공정을 모사하고, 액화 CO2 저장 탱크를 선박에 배치하는 설계를 고려하였다. 계산 결과 CO2 포집 

과정에서 필요한 탄소 포집 비율이 실제 EEDI 감소율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공정 모델 프레임워크

2.1 Rate-based Model

본 연구에서는 상용 공정 모사기인 Aspen Plus v10을 이용하여 MEA(Monoethanolamine) 수용액 기반 CO2포집 공정을 모사하였고, 보

다 정확한 모사를 위해 Rate-based model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증류탑(Distillation column) 모사에 흔히 사용되는 종래

의 Equilibrium model은 각 단에서 기상과 액상이 완전한 평형에 도달함을 가정하며, 각 단의 효율 보정 계수(Efficiency correction factor)

를 도입하여 증류탑의 성능을 조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완전한 기상과 액상의 평형 상태는 실제 공정에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 

이에 반해 Rate-based model은 Fig. 1과 같이 Film theory에 따라 기체와 액체 계면에 여러 층의 박막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박막에서 

Maxwell-Stefan equation을 계산하여 기체와 액체 계면 사이의 사실적인 열 및 물질 전달 현상을 구현한다(Al-Baghli, 2001). 이를 통해 

Rate-based model은 실제 단탑(Tray column)이나 충전탑(Packed column)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모사할 수 있다. 

아민을 이용한 CO2 포집 공정과 같이 화학 반응이 활발한 공정을 모사할 때는 Rate-based model이 Equilibrium model에 비해 더 우수한 사

실 재현성을 보인다(Zhang and Chen, 2013).

Fig. 1 Schematic of the behaviors of the liquid and gas phases of the inner stage of the absorber through the fil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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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역학 모델

기체와 액체 간의 화학적 평형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액상에서의 화학 반응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민을 이용한 CO2 포집 공

정은 그 자체의 화학적 반응과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로 인해서 비이상적 거동을 보인다. 액상의 활동도 계수(Activity coefficient), 깁스 

에너지(Gibbs energy), 엔탈피(Enthalpy), 엔트로피(Entropy) 등을 모사하기 위해 eNRTL-RK(Electrolyte non-random two-liquid 

Redlich-Kwong) 상태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기상의 Fugacity coefficient를 모사하기 위해 PC-SAFT(Perturbed-chain statistical 

associating fluid theory) 모델을 사용하였다(Agbonghae et al., 2014). MEA를 이용한 CO2 흡수 반응은 아래의 평형 반응식 Eqs. (1)–(5)으로 

표현된다. 

↔
  (1)

 ↔


 (2)


↔

 
 (3)

 ↔
 (4)

↔
 (5)

2.3 화학 반응 속도 모델(Reaction Kinetic Model)

Aspen Plus에서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Reaction rate) 는 아래 Eq. (6)과 같이 Power law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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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은 반응의 반응 속도(Reaction rate), 
은 Pre-exponential factor, 는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은 기체 상수, 는 계의 절대 

온도, 는 활동 계수(Activity coefficient), 는 반응 차수를 의미한다. 

MEA를 이용한  흡수 반응에서 형성되는 카르밤산염(Carbamate)와 중탄산염(Bicarbonate)의 화학 반응식을 Eqs. (7)–(10)에 나타

내었다. 


↔

 (7)


 ↔

 (8)


  ↔

 (9)


 ↔

  (10)

Zhang et al.(2009)은 Hikita et al.(1979)와 Pinsent et al.(1956)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 몰농도(Molarity) 기반의 속도 상수를 활동도

(Activity) 기반의 속도 상수로 변환하였으며, 따라서 평형 상수 계산 방법은 ‘mole gamma’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결과를 아래 Table 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Table 1 Reaction rates and pre-exponential factors for the absorption of CO2 using MEA

Related species Reaction Direction 
 (kmol/m3s)  (kJ/mol)



Forward 3.02×1014 41.20

Reverse (absorber, 303–353K) 5.52×1023 69.05

Reverse (stripper, 363–393K) 6.56×1027 95.24




Forward 1.33×1017 55.38

Reverse 6.63×1016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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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시뮬레이션 타당성 검증

3.1 시뮬레이션 검증 대상 플랜트

선상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기에 앞서, 공정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 데이터(Stec et al., 2015)를 

토대로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였다. 검증 대상 파일럿 플랜트는 30wt% MEA 수용액 기반의 연소 후 탄소 포집 공정(Post-combustion 

carbon capture process)으로, Table 2에 산성가스 물리량과 조성을, Table 3에 아민 수용액의 물리량을, Table 4에 흡수탑(Absorber)과 재생

탑(Stripper)의 상세 운영 특성을 기술하였다. 산성가스는 13.5mol%의 CO2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400kg/h 수준에서 유량을 변경할 수 

있다. 흡수탑은 Sulzer Mellapak 500Y와 750Y으로 충전된 지름 0.33m, 높이 5.1m의 충전탑이다. 재생탑은 Sulzer Mellapak 750Y로 충전된 

지름 0.28m, 높이 4.3m의 충전탑이다. 파일럿 플랜트는 다양한 공정 개선 방식을 적용하여 운전되었는데, 공정 시뮬레이션 타당성 검증

은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방식의 아민 공정 운영 데이터를 통해 수행되었다. 

Table 2 Properties of the acid gas for the pilot plant

Acid gas properties

Pressure 
(bar) 1.05

(kPa) 206.3

Temperature (℃) 45

Flow rate (kg/h) 289

Compositions (mol fraction)

CO2 0.135

H2O 0.055

N2 0.7

O2 0.11

Table 3 Properties of lean solvent for pilot plant

Properties of lean MEA solvent

         Pressure 
(bar) 2.0

(kPa) 301.3

Temperature (℃) 40

Flow rate (kg/h) 1358.3

MEA concentration (wt%) 30

CO2 loading (mol CO2/mol MEA) 0.36

Table 4 Specifications of columns

Absorber Stripper

Diameter (mm) 330 280

Height (mm) 8400 4300

Segment number 20 20

Packing type Sulzer Mellapak 500Y, 750Y Sulzer Mellapak 750Y

Reboiler temperature (℃) - 108

3.2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실제의 화학 반응을 훌륭히 모사하는 사실적인 공정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Rate-based model의 각종 보정 계수와 상관 계수, 

Correlation method를 세심하게 고르고 조정해야 한다. 아래 Table 5에 파일럿 플랜트 운영 데이터를 모사하기 위해 사용한 Aspen Plus 

rate-based model의 조정 가능한 주요 변수와 Correlation method를 요약하였다. Zhang et al.(2009)에 의하면 Onda correlation method(Onda 

et al., 1968)를 사용하는 경우 Interfacial area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nterfacial area method와 Mass transfer 

coefficient method에 널리 사용되는 Onda correlation method 대신 Bravo correlation method(Bravo et al., 1985)를 사용하였다(Agbonghae et 

al, 2014). Liquid holdup은 Stichlmair method(Stichlmair et al., 1989)를 사용하였고,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Chiton and Colburn 

method(Chilton and Colburn, 1934)를 사용하였다. Zhang et al.(2009)에 의하면 Counter current flow model의 예측 정확성이 가장 높으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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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이 많고 때때로 불안정한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Vplug flow model을 사용하였다. 

위의 Aspen Plus 모델 구성을 토대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파일럿 데이터와 비교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Fig. 2는 실제 파

일럿 플랜트 흡수탑 내부의 온도 프로파일과 시뮬레이션의 온도 프로파일을 비교한 것이다. 파일럿 플랜트 흡수탑의 4단에서 발생

하는 온도 감소를 시뮬레이션에서 모사하지 못하였으나, 아민 수용액의 CO2 흡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7~9단의 최고 온도 Bulge 

구간과 전반적인 온도 추세를 잘 모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시뮬레이션이 실제 파일럿 데이터를 잘 모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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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sorber temperature profile of the pilot plant

Absorber Stripper

Global tuning factors

Reaction condition factor 0.9 0.9

Film discretization ratio 5 5

Flow model Vplug Vplug

Interfacial area 1.4 1.1

Liquid phase

Film resistance Discretize film Discretize film

Number of discretization points 5 5

Liquid holdup Stichlmair89 Stichlmair89

Vapor phase Film resistance Consider film Consider film

Correlation methods

Mass transfer coefficient Brf-85 Brf-85

Heat transfer coefficient Chilton and Colburn Chilton and Colburn

Interfacial area Brf-85 Brf-85

Table 6 Operating conditions of columns

Pilot plant Aspen Plus model

Absorber
Diameter (mm) 330 330

Height (mm) 8400 8400

Stripper
Diameter (mm) 280 280

Height (mm) 4300 4300

Lean solvent loading mol CO2/mol MEA 0.36 0.36

Rich solvent loading mol CO2/mol MEA 0.50 0.503

CO2 removal rate % 84 86.1

Stripper reboiler duty GJ/t CO2 3.98 4.05

Stripper reboiler temperature ℃ 108 108

Table 5 Design parameters of the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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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상 탄소 포집 공정 모사 결과

4.1 선상 탄소 배출 시나리오 선정

EEDI는 주 엔진에서 배출되는 CO2, 보조 엔진에서 배출되는 CO2, 동력인출장치 PTI(Power take-in)로 인해 추가로 배출되는 CO2를 합한 

뒤, 폐열 회수 장치와 같은 에너지 저감 장치로 감축되는 CO2를 뺀 값을 선박의 크기와 속도로 나눈 효율 지표이다.(Eq. (11)) 는 엔진의 출

력(kW)를, ME와 AE는 각각 주 엔진과 보조 엔진을 의미한다. (Specific fuel consumption rate)는 엔진의 연료 소모율(g/kWh)를 의미하고, 

는 특정 연료를 1톤 소모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의 톤수를 의미한다. Capacity는 재화중량톤수를,  는 배의 표준 속도(knot)를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들은 선종에 따른 선박의 효율 지수이다. 식의 각 항목과 관련된 자세한 수치 및 설명은 IMO(2018)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현재 EEDI 계산법에 의하면, 선박의 배기가스에서 직접적으로 CO2를 포집 및 제거하더라도 이 수치가 선박의 EEDI에 반영되지 않는다. 

Lee et al.(2021)은 선박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CO2를 선상 탄소 포집 공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경우, 제거된 CO2의 양을 

EEDI에 반영하는 개선된 EEDI 계산법을 Eq. (12), Eq. (13)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주 엔진에서 배출되는 CO2 항에 CO2 제거율인 Eq. 

(13)을 추가하여 탄소 포집 공정을 EEDI에 반영할 수 있다. 는 제거된 CO2의 질량을,  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전체 CO2의 질

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21)이 제안한 EEDI 계산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EEDI를 계산하였다. 후에 계산되는 모든 EEDI는 

Lee et al.(2021)의 계산법을 따른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는 다음 Eq. (14)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13)

   × × (14)

Bulk carrier Container ship Passenger ship General cargo RORO Tanker Reefer

8,000 30,900 39,600 9,300 11,000 9,400 9,600

Table 8 Average load factor of diesel engines by ship typ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9; ENTEC, 2007)

Bulk carrier Container ship Passenger ship General cargo RORO Tanker Reefer

0.75 0.80 0.5 0.80 0.80 0.75 0.80

Table 9 CO2 emission factor of four-stroke engine (g/kWh) (Kristensen, 2012)

Fuels MDO (Marine Diesel Oil) LNG (Liquified Natural Gas)

Emission factor (g/kwh) 609 426

Table 10 Flue gas compositions of MAN B&W ME-GI engine (Kristensen, 2012)

Composition Unit Diesel mode (MDO) Gas mode (LNG)

N2 mol% 80.21 81.83

O2 mol% 15.05 14.65

CO2 mol% 4.74 3.52

CO ppm 51.0 55.0

HC ppmC 46.5 143.5

NOx ppm 1002 1044

Table 7 Average power of diesel engines by ship type (kW)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9)

  × ×× × 


  






  



  ×  ×  × ×


(11)

 ××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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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위시간당 CO2배출량(kg/h), 는 선종 별 엔진의 평균 최대 출력(kW), 는 선종 별 엔진의 load factor, 는 배기가스 조성에 따

른 엔진의 Emission factor(g/kWh)를 의미한다. Table 7, Table 8, Table 9에 각 순서대로 선종 별 디젤 엔진의 평균 최대 출력(kW), 선종 별 디젤 

엔진의 평균 Load factor, 연료에 따른 Emission factor를 나타내었다. Table 10에 MAN B&W 사의 ME-GI(Main engine electronic control gas 

injection)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조성을 정리하였다. 

IMO에서는 선종과 톤수에 따라 Table 11과 같이 EEDI reference line을 지수함수 형태로 제시하고, 선종과 톤수에 따라 해당 EEDI 

reference line 대비 목표 감축률을 지정하였다. Table 12에 주요 선종 EEDI phase 3 목표 감축률을 요약하였다. 

제 3차 IMG GHG study에 따르면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세 선종이 전체 선박 탄소 배출의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세 선종을 대상으로 각 선종이 디젤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총 6가지의 선박 배기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선정하

였다. 1, 2, 3번 시나리오는 각각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을, 4, 5, 6번 시나리오는 각각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3에 위의 선박 배출 CO2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 시나

리오 별 EEDI를 나타내었다. EEDI 계산에 사용된 선박의 톤수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09)의 톤수-엔진 출력 데이터를 이용하

여 내삽하였으며, 선박의 는 Notteboom and Carriou(2009)가 제안한 0.75MCR(Maximum continuous rated, 최대 항행 엔진 출력)에서 선박

의 속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톤수와 선종에 따른 EEDI reference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EEDI phase 3 발효 시 

Reference line  × 

Ship type   

Bulk carrier 961.79

Deadweight tonnage
(DWT)

0.477

Gas carrier 1120.00 0.456

Tanker 1218.80 0.488

Container ship 174.22 0.201

General cargo 107.48 0.216

Reefer 227.01 0.244

RORO 1405.15 0.498

Table 12 Required EEDI for phase 3 (MEPC 75/18; IMO, 2020)

Ship type Bulk carrier Tanker Container ship

DWT 20,000–
10,000–
20,000

20,000–
4,000–
20,000

200,000– 
120,000–
200,000

80,000–
120,000

40,000–
80,000

15,000–
40,000

10,000–
15,000

reduction rate (%) 30 0–30 30 0–30 50 45 40 35 30 15–30

Table 11 EEDI reference line (MEPC 215(63); IMO, 2012)

Case 
No.

Fuel Ship type
Capacity
(DWT)

 EEDI EEDI reference EEDI phase 3
Required CO2

reduction rate

1
Diesel
(MDO)

Bulk carrier 45688 14.5 6.250 5.759 4.031 (-30%) 43.9%

2 Container ship 47213 24 21.59 20.03 13.02 (-35%) 45.2%

3 Tanker 63750 12 6.323 5.512 3.859 (-30%) 40.2%

4
Gas

(LNG)

Bulk carrier 45688 14.5 5.029 5.759 4.031 (-30%) 28.5%

5 Container ship 47213 24 17.37 20.03 13.02 (-35%) 22.5%

6 Tanker 63750 12 5.088 5.512 3.859 (-30%) 27.2%

Table 14 CO2 emissions and exhaust gas flow rate by scenarios

Case No. CO2 emissions (kg/h) Exhaust gas flow rate (kg/h) Target CO2 reduction rate Target CO2 reduction (kg/h)

1 3564.0 51447.4

50%

1782.0

2 15054.5 211963.3 7527.3

3 4293.4 60450.7 2146.7

4 2940.0 55341.2

30%

882.0

5 12112.8 228005.6 3633.8

6 3454.5 65025.9 1036.4

Table 13 EEDI by ship emiss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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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목표 EEDI를 계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CO2 감축량을 나타내었다. 

이후 위의 선박 배출 CO2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각 시나리오의 CO2 방출량과 전체 배기가스 방출량을 계산하여 Table 14에 정리하였다. 

Table 13에서 볼 수 있듯이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CO2 감축량은 40~50% 수준이므로, 디젤 시나리오에서 목표로 

하는 CO2 제거율은 50%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CO2 감축량은 20~30% 수준이므로, 

CO2 제거율을 30%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나리오 별로 목표로 하는 CO2 제거 유량을 정리하여 Table 14에 나타내었다. 

4.2 단일 충전탑 공정 모사

Fig. 3은 아민 수용액을 이용한 CO2 포집 공정 중 가장 간단하고 전통적인 형태의 공정 흐름도이다. 공정은 두 개의 충전탑(Packed 

column) 혹은 단탑(Tray column)과 열교환기로 이루어져 있다. 아민 수용액(Lean amine)은 흡수탑(Absorber)을 통과하면서 산성 가스의 

CO2를 흡수한다. CO2를 흡수한 아민 수용액(Rich amine)은 열교환기를 거쳐 재생탑(Stripper)로 유입된다. 재생탑의 리보일러에 의해 고

온 증류되어 CO2가 분리되고, 이는 재생탑 상부로 배출된다. 재생된 아민 수용액은 열교환기를 거쳐 다시 흡수탑으로 돌아간다. 

Table 15 Design specifications for single column

Absorber Stripper

Packing type Mellapak 250Y Mellapak 250Y

Pressure
1.1 barg 

(210.3 kPa)

0.2 barg (121.3 kPa) (min.)

0.8 barg (181.3 kPa) (max.)

Temperature
42.7 ℃ (min.) 85 ℃ (condenser)

73.3 ℃ (max.) 109.5 ℃ (reboiler)

Lean solvent loading 0.19 -

Rich solvent loading
0.324 (Diesel) -

0.310 (LNG) -

CO2 removal rate
78.6% (Diesel) -

70.1% (LNG) -

Packing height 7.8 m
4.1 m (Diesel)

4.0 m (LNG)

L/G ratio
2 (Diesel) -

1.4 (LNG) -

Reboiler duty - 3.80 GJ/t CO2

Fig. 3 Conventional CO2 capture process based on aqueous amin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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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시뮬레이션 타당성 검증에 사용된 Rate-based model의 각종 계수와 Method를 기반으로, 6가지 선박 CO2 배출 시나리오에 대

해 30wt% MEA 수용액을 이용하여 산성 가스에 포함된 CO2의 70%에서 80%를 제거하는 선상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였다. MEA 수용

액을 이용한 CO2 포집 공정의 Removal rate는 9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Removal rate가 낮아지면 흡수탑으로 유입되는 

유체의 양이 많아져 흡수탑의 지름이 늘어나는 대신 흡수탑의 높이가 낮아진다. 보다 낮은 높이의 흡수탑을 설계하기 위해 90%보다 낮

은 Removal rate를 설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후술하겠다. 흡수탑은 Mellapak 250Y의 충전재로 충전되어 있으며, 디젤과 LNG 두 가지 연

료 사용 시나리오 모두 7.8m로 충전된다. 40℃로 냉각된 배기가스는 흡수탑의 하단으로 유입되며, 45℃로 냉각된 MEA 수용액은 흡수탑

의 상단으로 유입된다. 재생탑은 Mellapak 250Y로 충전되어 있고, 디젤 시나리오에서 4.1m, LNG 시나리오에서 4.0m 높이로 충전된다. 

재생탑 하단의 리보일러를 통해 MEA 수용액은 109.5℃로 가열된다. 흡수탑과 재생탑 모두 Maximum flooding은 75%로 설정하였다. 각 

탑의 자세한 운영 정보를 Table 15에 정리하였고, Table 16에 공정 운전 유량과 목표 CO2 제거량을 정리하였다. 디젤 연료의 배가스 CO2

조성은 4.74 mol%, LNG 연료의 배가스 CO2 조성은 3.52 mol%이다(Table 10).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배가스 유량과 배출되는 CO2

유량이 LNG를 연료로 사용할 때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흡수탑에 유입되는 MEA 수용액의 Lean loading(mol CO2/mol MEA)은 MEA 수용액의 유량, 흡수탑과 재생탑의 사이즈, 재생탑의 리보

일러에서 소모되는 열량 등 공정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이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 Fig. 4에 Lean 

loading이 필요 MEA 수용액의 유량과 리보일러에서 소모되는 열량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하였다. 0.19 mol CO2/mol MEA의 Lean loading

에서 3.80GJ/t CO2로 가장 최소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상 CO2 포집 공정 모사의 MEA 수용액 Lean loading

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0.19 mol CO2/mol MEA로 고정하였다. 0.19 미만의 Lean loading에서는 필요한 MEA 수용액의 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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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lean loading on the MEA solution flow rate (red line) and reboiler duty (blue line)

Case No.
Target CO2

reduction (kg/h)
CO2 removal rate

in absorber
Process inlet

CO2 flow rate (kg/h)
Process inlet exhaust gas

flow rate (kg/h)

1 1782.0

78.6%

2267.2 32727.8

2 7527.3 9576.7 138244.8

3 2146.7 2731.2 39425.8

4 882.0

70.1%

1258.2 23683.9

5 3633.8 5183.7 97576.4

6 1036.4 1478.5 27829.9

Table 16 Operating conditions for a single column

Case No. Absorber diameter (m) Absorber height (m) Stripper diameter (m) Stripper height (m)

1 1.7760

12.192

1.4340

8.53442 3.6342 2.9473

3 1.9408 1.5740

4 0.9604

12.192

0.7482

8.38205 1.9880 1.5188

6 1.0562 0.8190

Table 17 Simulation result of singl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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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고 CO2 흡수 성능과 속도가 증가하지만, MEA 수용액을 재생하는 데에 소모되는 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CO2를 

흡수한 Rich MEA가 재생탑에서 재생될 때, 보다 낮은 수준의 CO2 Loading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Lean loading이 증가하면 요구되는 MEA 수용액의 유량이 늘어나 현열이 증가하고 장비 전체의 사이즈가 커지며, Column flooding의 위

험성이 증가한다.

앞서 도출한 6가지 선상 CO2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한 사이즈 결과를 아래 Table 17에 나타내었다. 장비의 사이

즈 모사는 Aspen Plus의 Add-on으로 탑재된 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배기가스의 유

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탑의 지름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젤 시나리오와 LNG 시나리오 모두 흡수탑 높이가 

약 12.2m로 동일하였으며, 재생탑의 높이는 디젤 시나리오는 약 8.5m, LNG 시나리오는 약 8.4m이다. 이는 두 시나리오 모두 Lean solvent 

loading이 같으나, 재생탑에 유입되는 아민 수용액의 CO2 분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각 케이스의 충전재 높이와 비교하여 전체 탑의 

높이는 탑에 설치되는 부가적인 장비에 의해 그보다 훨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선상 CO2 포집 공정은 기존 선박 중 EEDI phase 3를 초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선박의 개․보수 없이 간

단한 CO2 포집 공정의 설치가 가능함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탑의 높이가 8m를 넘어서고, 

특히 흡수탑의 경우 12.2m에 이르고 있다. 위의 모든 시나리오가 중․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상정하면 이처럼 높은 탑의 높이

는 선박의 엔진룸의 높이를 넘어서거나 연돌의 높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CO2 포집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갑판에 

구멍을 내거나 연돌을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선박의 개․보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선박은 운항 중 물에 떠 있는 특성상 롤, 피치, 요

우와 같은 6 자유도 운동으로 인해 선체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 설치된 흡수탑이 기울어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Di et al, 2018). Son et al.(2017)에 따르면 기울어진 탑 내부 액체의 이상분포

(Maldistribution)는 충전탑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는 원활한 공정 운전을 저해하고 탑의 성능 감소를 야기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이가 3 TEU(TEU란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의미하며, 3 TEU의 높이는 7.8m이다.)를 넘지 않는 CO2 포집 공정을 

목표로, 2개의 흡수탑과 2개의 재생탑으로 이루어진 병렬탑 CO2 포집 공정을 새로이 모사하였다. 

(a) Process flow diagram for parallel absorbers

(b) Process flow diagram for parallel strippers

Fig. 5 Process flow diagram of CO2 capture process using parallel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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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병렬 충전탑 공정 모사

흡수탑 중간냉각(Absorber intercooling)은 아민을 이용한 육상 CO2 포집 공정에서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개선

된 흡수탑 공정 운영 방식이다. 아민에 의한 CO2 흡수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흡수탑 내부의 온도 불균형을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흡수탑 내의 최고 온도는 흡수탑의 중간 부분에서 형성된다. 흡수탑 중간냉각 공정은 이 최고 온도 부분에 냉각기를 설치하여 내부에서 

냉각 순환하는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흡수탑 내부 유체의 온도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 아민을 이용한 CO2 흡수 반응은 기체의 용해

도 특성상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나므로, 중간 냉각기의 설치는 아민 수용액의 CO2 흡수 용량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간냉각 공정은 CO2 포집에 요구되는 아민 수용액 유량의 감소와 장비 전체의 사이즈 감소, 리보일러 소모 에너지 감소, 공정 운영 비용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흡수탑 중간냉각 공정의 기본적인 개념에 착안하여, 선상 CO2 포집 공정에 요구되는 탑의 높이를 낮추기 위하여 중간냉각기

를 사용하는 병렬 흡수탑을 고안하였다. Fig. 5(a)와 같이 재생된 아민 수용액은 첫 번째 흡수탑 상부로 유입되고, CO2가 제거된 가스는 

첫 번째 흡수탑 상부로 배출된다. CO2를 약간 흡수한 아민 수용액은 첫 번째 흡수탑 하단에서 나와 냉각기를 거쳐 낮은 온도로 두 번째 

흡수탑 상단으로 유입된다. 두 번째 흡수탑 하단에서는 배기가스가 유입되며, CO2를 완전히 흡수한 아민 수용액 역시 두 번째 흡수탑 하

단으로 배출된다.

Fig. 6(a)는 단일 흡수탑 공정에서 흡수탑 내부의 온도 구배를 나타낸다. 흡수탑의 상단과 하단에서는 각각 낮은 온도의 MEA 수용액과 

배기가스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발열 반응인 MEA의 CO2흡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흡수

탑 내부 유체의 온도가 상승하며, 5단 부근에서 72.5℃의 최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b)는 병렬 흡수탑 공정에서 흡수탑 내부의 온

도 구배를 나타낸다. 1~10단은 첫 번째 흡수탑을, 11~20단은 두 번째 흡수탑을 의미한다. MEA 수용액과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1단과 20

단 뿐만 아니라 냉각기를 통과하는 10단~11단 역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흡수탑 전체의 최고 온도는 6

1℃ 부근에 머무른다. MEA 수용액의 흡수 성능 역시 상승하여 전체 MEA 수용액 유량의 12%가 감소하였다.

Figs. 6(a)와 6(b)에서, 두 경우 모두 유입되는 MEA 수용액의 온도는 40℃인데 반해 단일 흡수탑의 1단 온도는 52.8℃(액체)와 60.8℃(기

체), 병렬 흡수탑의 1단 온도는 45.2℃(액체)와 49.6℃(기체)로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흡수탑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인 5단이 MEA 수용액의 유입부인 1단과 가깝기 때문에, 흡수탑 내부 최고 온도에 따라 1단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달

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 흡수탑과 병렬 흡수탑 내부의 최고 온도는 약 10℃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이와 가까운 1단의 온도 역시 5~1

0℃ 가량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재생탑 중간가열(Stripper interheating) 역시 기본적인 개념은 흡수탑 중간냉각과 동일하다. 재생탑 중간에 

가열기를 설치하여, 재생탑 전반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CO2를 흡수한 아민 용액은 재생탑에서 가열되어 흡수한 CO2를 분리하는데, 보

다 높은 온도가 재생탑 상부까지 유지되면 재생의 효율이 증가한다. 이는 리보일러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와 재생탑의 크기를 줄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Fig. 5(b)와 같이 첫 번째 재생탑 상단에서는 rich MEA 수용액이 유입되고, 분리된 CO2가 배출된다. 

첫 번째 재생탑 하단에서 리보일러에 의해 가열된 MEA 수용액은 두 번째 재생탑 상단으로 유입된다. 두 번째 재생탑 하단에서 CO2 분리

를 마친 MEA 수용액은 열교환기를 거쳐 흡수탑으로 향하게 된다.

Fig. 7에 같은 Lean CO2 loading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각 재생탑의 리보일러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비율에 따

라 도시하였다. x축은 전체 에너지 소모량 중에서 두 번째 재생탑 리보일러가 차지하는 에너지 소모량 비율을 나타낸다. y축은 전체 에

너지 소모량을 의미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리보일러가 각각 소모하는 에너지량을 색깔을 다르게 하여 표시하였다. 두 번째 재생탑의 

리보일러가 적게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0~10%에서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 소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재생탑의 리보일러

만으로 두 번째 재생탑의 하단까지 충분히 가열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투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재생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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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profiles of absor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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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tal duty change according to reboiler duty ratio

리보일러가 사용되는 비율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며, 이는 60%에서 3.76GJ/t CO2로 최소에 이른다. 60% 이

후에서는 다시 전체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생탑의 리보일러로 첫 번째 재생탑의 상단까지 충분히 가

열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해당 병렬 흡수탑 공정에서 첫 번째 재생탑의 리보일러와 

두 번째 재생탑 리보일러의 에너지 소모 비율은 4:6으로 모사하였다.  Table 18–19에 병렬 충전탑 공정의 자세한 운영 정보를 기재하였다. 

Table 18 Design specifications for parallel absorbers

Absorber 1 Absorber 2

Packing type Mellapak 250Y Mellapak 250Y

Pressure 1.05 barg (206.3 kPa) 0.97 barg (198.3 kPa)

Temperature
45.2 ℃ (min) 48.0 ℃ (min)

61.0 ℃ (max) 53.1 ℃ (max)

Lean solvent 
loading

0.19

Rich solvent 
loading

0.346 (Diesel)

0.331 (LNG)

CO2 removal rate
79.1% (Diesel)

70.6% (LNG)

Packing height 4.0 m 

L/G ratio
1.7 (Diesel)

1.3 (LNG)

Table 19 Design specifications for parallel strippers

Stripper 1 Stripper 2

Packing type Mellapak 250Y Mellapak 250Y

Pressure
0.2 barg (121.3 kPa) (min) 0.7 barg (171.3 kPa) (min)

0.68 barg (169.3 kPa) (max) 0.9 barg (191.3. kPa) (max)

Temperature
99.7 ℃ (min) 118.2 ℃ (min)

118.6 ℃ (max) 121 ℃ (max)

Packing height
2.3 m (Diesel)

2.2 m (LNG)

Reboiler duty
3.76 GJ/t CO2

3.55 GJ/t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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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Simulation results of parallel columns

Case No. Absorber diameter (m) Absorber height (m) Stripper diameter (m) Stripper height (m)

1 1.7052

7.5820

1.3452

6.53602 3.4878 2.7648

3 1.8626 1.4764

4 0.9394

7.5820

0.7019

6.41965 1.9066 1.4247

6 1.0182 0.7608

Table 20에 병렬 충전탑 CO2 포집 공정의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공정 모사 사이즈 결과를 나타내었다. 흡수탑과 재생탑 모두 시나리

오의 유량에 따라 지름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 흡수탑 공정과 비교했을 때 MEA 수용액의 유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탑의 지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시나리오 모두 흡수탑의 높이는 약 7.6m로, 단일 충전탑의 높이였던 12.2m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줄어들었으며, 의도했던 3TEU(7.8m)의 높이보다 낮게 모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재생탑의 높이는 디젤 시나리오에서 약 6.5m, 

LNG 시나리오에서 약 6.4m로, 역시 단일 충전탑의 8.5m, 8.4m보다 낮으며 목표 높이인 3TEU보다 낮게 모사되었다. 

4. 결    론

앞당겨진 EEDI phase 3의 시행으로 인해 즉시 적용이 가능한 CO2 배출 저감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MEA 

기반의 선상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고 요구되는 탑의 사이즈를 확인하였다. 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종에 따른 평균 CO2 방출량

을 계산하고, EEDI phase 3 시행 시 요구되는 CO2 감축량을 계산하였다. 이를 선종과 연료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이에 

요구되는 MEA 기반의 선상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였다. 공정 모사는 상용 공정 모사기인 Aspen Plus v10의 Eate-based model을 이

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공정 모사의 정확성과 현실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파일럿 플

랜트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Eate-based model의 각종 보정 계수와 Correlation method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선택하였으며, 운영 

데이터와 공정 모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공정 모사의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조정이 완료된 Rate-based model을 통해 앞서 선

정한 6가지 선박 CO2 배출 시나리오에 요구되는 MEA 기반의 CO2 포집 공정을 모사하였다. 선상 CO2 포집 공정은 가장 널리 사용

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흡수탑, 재생탑, 열교환기로 구성되는 형태의 공정으로 구성하였고, 리보일러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최소인 

Lean loading을 기준으로 70%~80%의 CO2 제거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공정 모사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약 0.7m~3.6m의 지름과 

8.4m~12.2m에 이르는 높이의 흡수탑과 재생탑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선박의 특성상 선상 CO2 포집 공정에 필요한 탑의 높이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앞서 모사한 선상 CO2 포집 공정의 최대 12.2m에 

이르는 탑의 높이는 선박에 설치하기에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각 탑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병렬 충전탑을 이용한 선상 CO2 포집 

공정을 새로이 구성하고 모사하였다. 흡수탑과 재생탑 모두 두 개의 병렬 탑으로 구성되며, 각 탑은 중간냉각과 중간가열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결된다. 이를 통해 약 0.7m~3.5m의 지름과 6.4m~7.6m의 높이를 갖는 탑으로 선상 CO2 포집 공정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3TEU의 높이인 7.8m 미만으로 선상에 즉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병렬 충전탑 CO2 포집 공정은 기존 공정과 

비교하여 필요한 탑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설치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 증가하고, 이는 공간적인 제약이 많은 선박에서의 특성상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제 선박에 병렬탑 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엔진룸의 크기와 연돌의 위치, 갑판 구조물의 배치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민을 이용한 CO2 포집 공정은 공정의 특성상 아민 수용액의 재생에 많은 열을 필요로 한다. 선상에 설치된 아민 CO2 포집 공정

에서 요구되는 열에너지는 엔진과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하여 수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아민 수용액을 모두 재생할 만큼 

충분한 양의 폐열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보조 엔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전력 생산은 곧 기존보

다 더 많은 CO2의 배출을 의미하므로, EEDI phase 3를 달성하기 위한 CO2 목표 제거량이 초기에 계산했던 것 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는 포집 공정에 추가적인 부하 및 사이즈 증대로 이어지게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후속 연구를 통

해 공정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고, 선상 CO2 포집 공정의 설치로 요구되는 추가 에너지를 상정한 공정의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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