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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노르웨이 100% 전기추진선박 개발해외이슈
◈ 선박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는 내년 4월부터 세계 최초로 100% 전기로

추진되는 전기선박이 운항될 예정

□ 노르웨이의 전기추진선박 개발 현황

ㅇ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8년 4월 노르웨이 피요르드 해안에서 세계 최초 100%

전기추진선박인 ‘피요르드의 미래‘(Future of the Fjords)호가 운항 예정

- 길이 42m로 300kW의 전기모터 2대를 가동하여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16노트(약 30km/h)의 속도로 운항할 예정이며, 충전 인프라 개발 

작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Aurland Energiverk에서 진행 중임

* 전기추진선박은 기존 기계식 선박의 프로펠러가 엔진과 축으로 연결되어 직접 구동되는

방식과는달리, 전동기와 프로펠러가 직접 연결되어 구동되는 방식

<기계식 선박과 전기식 선박의 비교>

비교 기계식 전기식

정의
엔진과 프로펠러가 기계적인 축으로

연결되어 추진하는 장치
동력의 100%를 전기로 공급

추진

구조
불균일한 선체 후류에 추진장치 설치

선체외부 선회장치(Pod)에 고출력 전동기

를 장착하여 설치위치 및공간사용 혁신

운전

특징

타에 의한 선박조종 가능

- 회전반경이 큼

- 선체저항이 큼

- 기관실의 용적이 큼

선회식추진장치 자체가 회전하여 선박

조종 성능 향상

- 회전반경 : 기계식선박의 1/2

- 타가 없어 선체 저항 감소

- 동력발생장치인 주기관을 임의 위치 배치

시킬 수 있어 기관실 용적 대폭 감소

선박

구조

선박 내부배치 및 선형설계의 유연성

제한
선박내부배치 및선형설계의유연성 증가

특징 고소음, 고진동 저소음, 저진동

자료 : 대한전기학회(2009년)

ㅇ 앞서 하이브리드(전기, 디젤) Ampere호 운항

- 2015년 5월, Ampere 호는 100% 전기가 아닌, 필요할 경우 기존 

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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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된 ESS의 용량은 1,040kWh이며 1회 편도 운항 후 부두에서 

승객과 차량이 하차하는 10분 동안 충전하여 운항

* 각 부두에 260kWh 리튬이온배터리를 설치하여 선박 ESS 충전 및 버퍼배터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페리의 운항이 끝난 후 야간에 전력망의 수력전기로 배터리를 재충전함

- 기존 디젤 페리의 경우 매년 백만 리터의 디젤을 사용하여 2,680ton의 

이산화탄소와 37ton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지만, Ampere호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디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거의 없음

ㅇ 자율운항 전기 컨테이너 화물선 개발 현황

-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의 경우 상당 수준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므로  

전기 컨테이너 화물선 개발에 관심이 집중됨

- 2017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8년에는 유인 전기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 2019년에는 원격 조정, 2020년에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화물선을 선보일 예정

* 12-15노트(22km/h-28km/h)의 속도로, 컨테이너 100개 정도 운반 가능하며,

65해리(120km) 이상 항해 가능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Yara International에 따르면 자율운항 전기 화물선을 

통해 연간 678ton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전기추진선박 관련 현황

ㅇ 2015년 2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준공

- 전기선박의 경우, 추진시스템이 탑재되면 해체와 성능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육상에서 시스템에 대한 통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

- 잠수함 등의 전기선박에 탑재되는 전기추진시스템을 시험소에 배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 전기추진선박에 대한 데이터 및 기술의 조기 확보 가능

- MARPOL 73/78 부속서 6*의 규제에 따라 EEOI, EEDI, SEEMP** 등의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전기추진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상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ⅰ~ⅵ까지 있으며 부속서ⅵ은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규제’

** EEOI:현존선에너지효율운항지수, EEDI:에너지효율설계지수, SEEMP: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ㅇ 국내 독자기술로 3천ton급 잠수함 ‘장보고-Ⅲ’ 개발

- 2020년부터 실전배치를 목표로 총 9척이 건조될 장보고-Ⅲ 중 

2025년~2027년에 건조될 장보고-Ⅲ 배치 Ⅱ에는 국산 리튬전지체계가 

장착될 예정으로, 리튬전지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산업체 등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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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해외이슈 <노르웨이 100% 전기추진선박 개발>

 - All electric ferry to navigate Norway fjords(Business Recorder, 2017.06.03.)

 - The Fjords Orders Zero Emission Passenger Ship(World Maritime News, 2017.06.02.)

 - World's First All-Electric Car Ferry(Corvus energy)

 - Future of the Fjords Sightseeing Vessel, Norway(Ship-technology)

 - The Fjords to build 'all electric' ship(TradeArbia, 2017.06.02.)

 - Norway to build first self-sailing electric cargo ship(New Vision, 2017.05.10.)

 - 육상통합시험장에 가다(동아사이언스, 2015.03.26.)

 -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장보고-Ⅲ’, 명품 잠수함의 비전을 품다(이데일리, 2017.03.21.)

 - 삼성SDI, 화재에 간한 리튬배터리 3000t 국산 잠수함 3척에 납품 예정(중앙일보, 

2017.03.23.)

 - 국내 첫 개발 잠수함 장보고-Ⅲ 심장은 리튬 전지(중앙일보, 2017.03.23.)

 - 전기의 세계(대한전기학회, 2009,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