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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substantial progress in the marine engine technology, which is

the result of industrial efforts to meet specific demands for each type of vessel’s

operational feature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efforts to decrease vessel

operating costs through the reduction of fuel oil. In addition, growing voices

demanding efficient and eco-friendly vessel operation has led the industry to keep

the practice of slow steaming to guarantee economical sail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e IMO MEPC adopted the EEDI to regulate the levels of CO₂

emission from shipping.

However, there was the growing concern that the safety of ship may be

jeopardized by the industrial efforts to meet the EEDI’s regulation in a way

toward slow steaming and reduction of engine propulsion power. Facing this

concern, there have been debates and studies regarding how to determine the

levels of the minimum propulsion power. Against this background, the MEPC’s

65th session held in May 2013 adopted the “2013 Interim Guidelines for

Determining Minimum Propulsion Power to Maintain the Manoeuvr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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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in Adverse Conditions.”

After evaluating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MEPC’s guidelines by analyzing

available data of the engine propulsion power, this research suggests an

alternative guideline on how to determine the minimum propulsion level.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also suggests a guideline on

how to determine the minimum propulsion power of a ship under the　DWT

20,000T size,　 which is not regulated by the MEPC’s current guidelines. In

addition, the present research reviews the current trend of the MEPC’s approaches

toward how to set the minimum propulsion power. It also confirms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minimum propulsion power by examining marine

accidents caused by reduced propulsion power and by conducting a survey of

seafarers.

This author acknowledges that the evaluation formula introduc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did not consider physical features of each ship

examined in the analysis. Despite this methodological limit, this author

emphasizes that the present research evaluates available data of the propulsions

power according to the level 1 evaluation guideline of the MEPC and that it

suggests an alternative guideline on how to set the minimum propulsion power.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suggested simple linear function will arguably help

to determine the proper level of propulsion power according to the size of each

ship. This study will arguably contribute to establishing navigation safety by

provoking a future study on the navigation safety and main engine propulsion

power.

KEY WORDS: Minimum Propulsion Power, Manoeuvrability, MEPC Guidelines

Deadweight, E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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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선박에서 엔진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기관실의 여러 기기 중 가장 중요하

기 때문에 주기관이라고 부른다. 주기관은 선박의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1910년

경까지는 실린더가 2개, 3개 또는 4개인 증기왕복동기관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그 

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중간출력으로부터 고출력의 범위에서는 증기터빈으로, 중

간출력과 작은 출력범위에서는 디젤기관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증기왕복동기관은 

모든 부하상태에서 우수한 운전성을 가지며 역회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상대

적으로 무겁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며, 실린더당 출력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다.

최초의 선박용 터빈은 Charles Parsons경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후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전함 HMS Dreadnought호와 대서양 정기선 Mauretania호의 주

기관으로 사용되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디젤엔진은 1892년 독일의 루돌프 디

젤(Rudolf Diesel)이 특허 출원한 『내연기관의 역학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젤엔진이 그 시초이다. 디젤엔진은 자기착화식 점화방식, 연료의 범위가 넓고 

값이 싼 저질유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압축비와 열효율이 높은 점, 토크의 변

화가 적어 운전제어가 용이하다는 점 등 때문에 현재 선박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

고 있다.

주기관은 시대적 요구사항과 각 선종의 운항특징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저운임 고유가로 인하여 연료유의 절

감을 통해 선박 운용비를 감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져 왔다. 또한 대기배출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효율과 함께 친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졌고, 이는 자연

스레 선박의 감속운항, 경제운항으로 이어졌다.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

된 보고서는 연비향상 기술을 통한 그립쉽 기술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린쉽 기

술은 향후 조선소의 경쟁력을 넘어서 생존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16] 이 같

은 추세를 반영하듯 학계에서도 김홍렬(2013) 등은 실습선 새누리호를 중심으로 

선박 기관의 경제적 운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주기관의 부하와 전진계수 대

비 연료소모량 및 선속과의 관계를 통하여 실험선박의 경우 주기관의 부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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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효율적인 주기관 운전임을 증명하였고[21], 정창현(2010) 등은 연료소모량 

측면을 감안한 최적 항해속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연료소모량이 부하량에 정비

례함을 확인하고, 실험선박을 기준으로 최적 RPM(분당회전수, Revolution Per

Minute)과 선속을 측정하기도 하였다.[12] 또한 김용대(2015) 등은 선박의 운항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최적,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5], 장호섭(2011) 등은 진화전략기반 엔진출력 최적화를 통한 선박경제운

항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엔진의 출력을 고정하거나 선속 유지를 통한 기

존의 선박경제운항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항로의 세부구간별로 최적출력을 탐색할 

수 있는 진화전략 알고리즘 기반의 경제운항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1]

사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igination, 이하 IMO라 함)의 선박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IMO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양을 규제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고, 이와 함께 신조선의 에너지효율을 보여주는 지수인 에너지효율설

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이하 EEDI라 함)가 도입되었다. EEDI는 

IMO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이하 

MEPC라 함)에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2008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MEPC 제58차 회의에서 잠정기준초안이 승인되었고, 2011년도 MEPC 제62차 회

의에서 최종 승인 및 채택이 되었다. 하지만  EEDI baseline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선속과 주기관 출력을 낮추게 되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6][15][16]

이에 따라 주기관의 최소출력 확보를 위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며,

2012년 6월 국제선급협회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LTD., 이하 IACS라 함), 발틱국제해운거래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이하 BIMCO라 함),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owners, 이하 INTERCARGO라 함), 국제유조선주

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이하 

INTERTANKO라 함), 국제정유사 해운포럼(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이하OCIMF라 함)이 공동으로 MEPC 제64차 회의를 위한 의제로 “황천시 

선박의 조종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출력”(Minimum Propulsion power to

maintain the manoeuvrability in adverse conditions, 이하 주기관 최소출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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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는 제목으로 의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개정을 거쳐 MEPC 제64차 회의 때 

승인이 되었고 MEPC 제65차 회의 때 채택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기준으로 실제 운항중인 선박의 주기관 

출력을 분석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해보는 데 있으며, 나아가 분석한 통계자료를 바

탕으로 주기관 출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MEPC에서 본 

지침이 채택되기까지 각 국가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었고, 지금도 주기관 출

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해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MEPC의 주기관 출력에 대한 

지침 중 첫 번째 평가방법인 Minimum power lines assessment(이하 최소마력선 

평가라 함)에 대한 간단한 1차함수를 바탕으로 항해사라는 다른 관점에서 주기관 

출력에 대한 적정성의 기준을 고민해 보고, 본선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연구라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더 심

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주기관 출력의 추세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선박의 크기와 출력을 기준으로 날씨에 따른 운항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1.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한국선급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탱커선과 벌크선

의 주기관 출력과 재화중량톤수를 구하여 이를 최소출력에 대한 MEPC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주

기관 출력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보고, 동시에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평가기준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동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형선의 주기관 출력의 기

준도 제시해 보았다. 동시에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해양사고를 조사하였고, 항해사와 기관사를 대상으로 각각 관련 설문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주기관 출력에 대한 지침 및 국제동향은 IMO의 문헌조사와 각 국가 

및 유관단체의 보고서를 참조하였고, 주기관에 대한 기본지식은 다양한 문헌조사 

및 기관을 전공한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주기관 출력에 대한 MEPC의 두 가지 평가

기준 중 첫 번째 평가기준인 최소마력선 평가만을 적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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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지침에 따라 두 가지 평가기준 중 하나만을 만족하면 주기관 출력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논리 전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추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 역시 연구 초

기에 기대했던 양질의 설문분석이 되지 못한 것도 연구의 부족한 부분 중 하나이

다. 기본적으로 항해사들은 본선의 주기관 출력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주기관 출력

의 크기나 단위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적었다. 기관사들은 주기관 출력의 크기

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으나, 선박의 총톤수나 재화중량톤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상기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설문이 진행이 되었고 중간에 몇 번의 

수정을 거쳤으나 기대했던 양질의 설문이 되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연구를 진

행함에 있어 주기관 출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부족함이 많았음을 밝힌다.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과 구성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기관 출력

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MEPC의 지침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기관 출력

으로 인한 해양사고 조사,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MEPC의 지침을 기준

으로 기존 운항중인 벌크선과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제4

장에서는 연구내용을 토대로 주기관 출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동시

에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형선에 대한 출력기준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과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의 방법을 도식화하면 Fig.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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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소출력 요구사항에 대한 

해기사 설문분석 

연구개요 및 방법 소개

주기관 출력에 대한 기본 

개념소개

최소출력에 관한 국제지침 

소개

실태분석을 근거로 한 

새로운 최소출력 기준 제시

벌크선 최소출력기준 제시

탱크선 최소출력기준 제시

기관사 

항해사 

연구결론 및 향후과제

-주기관 선정 절차

-선박에서의 주기관 운용

-기본 개념이해

최소출력 요구조건에 따른 

실태 분석

벌크선 실태 조사

탱크선 실태 조사

-최소출력에 관한 국제동향

-최소출력에 관한 선행연구

지침 미적용 선박에 대한 

최소출력 기준 제시

Fig. 1-1 Flow char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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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기관 출력에 관한 기본개념

2.1 주기관 출력 

본 장에서는 주기관 출력 및 주기관 선정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각종 문헌 및 엔진 메이커 자료를 고

찰하였으나 책마다 용어설명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본 장

에서는 조권회 교수의 ‘선박건조지식입문’ (2012년도 중보판, 다솜출판사 발

행)[13], 박병수 교수 등의 ‘선박조종론’(2012년도 개정중보판, 부경대학교 출판부 

발행)[7], C.B. Barrass박사의 ‘Ship Design and Performance for Masters and

Mates’ (2004년, Butterworth-Heinemann 발행)[19]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2.1.1 기본 용어 정리

2.1.1.1 주기관 출력 

1) 연속최대출력(Maximum Continuous Rating, 이하 MCR이라 함): 기관을 연

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출력으로 기관의 강도계산의 기초가 

되며 이를 호칭출력, 전출력이라고도 한다. MCR은 크게 N-MCR과 S-MCR로 구

분되는데 N-MCR은 Nominal-MCR로 선박에 탑재하기 위하여 정격조정(Derating)

하기 전의 MCR을 의미하며, S-MCR은 Specific-MCR로 N-MCR을 선박의 요구에 

맞추어 정격조정한 상태의 MCR을 의미한다. 선박을 등록할 때는 S-MCR의 값으

로 등록하며, 이를 선박의 연속최대출력으로 간주한다.

2) 상용출력(Normal Continuous Rating, 이하 NCR이라 함): 대양에서 통상 항

해하는 속력을 얻기 위하여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출력을 의미하며, 기관의 효율과 

보수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출력이다. NCR은 보통 디젤기관에서는 MCR의 

85~90%, 증기터빈기관에서는 90~100%로 되어 있다. NCR은 보통의 상선에서는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항해속력에서 가장 좋은 추진효율이 되도록 프로펠러를 설

계하고 그 때의 소요마력에 여유를 붙인 것을 항해마력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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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마력은 NCR/1.15(15% 시마진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소요마력과 

NCR의 15% 구간대에서 바다상태가 거칠어지고 선체가 오손되어도 상용속력의 

유지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3) 과부하출력(Overload Power): MCR을 넘어서 정하여진 운전 조건하에서 일

정 시간 동안의 연속 운전을 보증하는 출력으로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05~110%의 범위 내에 있다.

4) 경제출력(Economic Power): 연료소비율이 최소로 되는 출력을 의미하며, 디

젤기관에서는 MCR의 약 75~80% 전후로 설계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5) 기관의 출력 단위: 기관의 출력은 주로 마력으로 나타내는데 마력의 단위로 

미터법의 경우는 KW(kilo-watt), PS(pferde staerke), 피이트-파운드법의 경우에는 

HP(Horse Power)를 사용하며 서로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HP = 0.747 kw, 1 PS = 0.7355 kw ············································ (2-1)

2.1.1.2 마력의 종류

마력의 종류는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가능하며 Fig. 2-1과 Fig. 2-2는 주요마력

의 종류와 흐름을 보여준다.

1) 지시마력(Indicated Horse Power, IHP): 기관의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마력

으로 압력지시기를 사용하여 실린더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구한다.

2) 제동마력(Brake Horse Power, BHP): 순마력이라고도 하며, 디젤엔진 등에서 

축후단에서 측정한 마력으로 crank shaft에 동력계를 달아서 그 제동 모멘트와 회

전수에 의하여 기관내부에서 발생한 지시마력이 실제로 기관외부로 나왔을 때의 

마력을 알아내며, 전 부하상태에서 지시마력의 80~90%정도 된다.

3) 축마력(Shaft Horse Power, SHP): 주기관과 추진기를 연결하는 중간축을 통하여 

전달되는 마력으로 축에 가해지는 회전역률을 비틀림 동력계로 계측하고 감속기어가 

붙어있는 기관에서는 감속기어의 출력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steam turbine 및  

diesel engine의 마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축마력은 지시마력에서 기관내부나 

thrust bearing 등의 마찰과 그 외의 손실마력을 뺀 것이기 때문에 torsion meter를 

취부한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왕복동기관에서 대략 지시마력의 85~90%,

내연기관에서 70~8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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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달마력(Delivered Horse Power, DHP): 추진기에 실제로 공급되는 마력으로 

축마력이나 제동마력으로부터 shaft bearing이나 stern tube 등 마찰에 의한 손실마력

을 감한 것이다. 직접 이 마력을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체 중앙에 디젤엔진

이 있는 선박에서는 제동마력의 95%, 선미 디젤엔진에서는 대략 97%, steam turbine

에서는 SHP의 98% 정도이다.

5) 추력마력(Thruster Horse Power, THP): 추진기가 전달마력을 받아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추력으로 단위시간에 하는 유효한 일을 나타낸다.

6) 유효마력(Effective Horse Power, EHP): 선박을 일정한 속력으로 항주시키는 데 

실제로 필요한 마력으로 예항마력이라고도 한다. 물과 공기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일정 속도로 항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력이다. 선체 전체저항을 R, 속도를 V라 할 

때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HP = 


························································································· (2-2)

Fig. 2-1 Location of powers along a propeller shaft [11]

IHP ⇒ BHP ⇒ SHP ⇒ DHP ⇒ THP ⇒ EHP ······················· (2-3)

2.1.1.3 선체저항

1) 마찰저항(Frictional Resistance, ): 물과 선체표면과의 마찰에서 생기는 저

항으로 저속선에서는 선체가 받는 저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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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선체의 침하면적 및 선저오손이 심하면 마찰저항이 증가한다. 저속선의 경

우 전체저항의 70~80%, 고속선의 경우 전체저항의 50%정도이다. 마찰저항에 대한 

연구는 Froude에 의하여 처음 진행이 되었고 공식은 아래와 같다.

 = f ρ g S   ·········································································· (2-4)

단,  : 마찰저항 (kgf), ρ: 물의 밀도 (kg /㎤)

g: 중력가속도 (9.8m/sec ), S: 침수표면적 (㎡)

V: 선속 (m/s), f: 마찰계수 

2) 조파저항(Wave-making Resistance, ): 배가 항주함으로써 생기는 파도로 인

한 저항으로 공기와 물과의 경계면에서 발생한다. 저속화물선에서는 전저항의 

10~15%, 고속화물선에서는 40~50%정도이다.

 = 0.0138 x 




x 
 

·························································· (2-5)

단,  : 조파저항, : 방형계수, W: 배수량, L: 선체길이  

3) 조와저항(Eddy-making Resistance, ): 선체표면의 급격한 형상 변화 때문에 

생기는 소용돌이로 인한 저항으로 형상저항이라고도 한다. 조와저항은 속력의 영향도 

받으나 선체의 형상 및 유선에 대한 물체의 자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  


A   ··········································································· (2-6)

단,  : 조와저항계수, : 유체의 단위중량

A: 유향에 직각인 평면에 대한 정면투영면적

V: 물체와 유체의 상대속도

4) 잉여저항(Residual Resistance, ): 조파저항과 조와저항을 합친 저항으로 전

저항에서 마찰저항을 제외한 저항이다.

5) 공기저항(Air Resistance, ): 선박이 항주 중에 수면 상부의 선체 및 갑판 상

부의 구조물이 공기의 흐름과 부딪쳐서 생기는 저항으로 물의 저항에 비해 아주 작

으며, 그 크기는 선박에 대한 상대풍속과 상대풍향에 의해 크게 변화한다. 공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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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풍상태에서는 물저항의 1~3%정도이나 황천시나 바람이 강할 때는 매우 커진다.

 = K  


ρ A 
 ······································································ (2-7)

단, K: 풍향계수,  : 정면공기저항계수, ρ: 공기의 밀도

A: 선박의 수면상 투영면적,  : 상대풍속

6) 전저항(Total Resistance, T): 선박이 항주할 때 받는 전체저항으로 크게 물저

항과 공기저항으로, 이루어지며 선박의 유효 마력을 결정하는 근본이 된다.

2.1.2 주기관 선정 절차

주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는 선주가 어떤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할지에 따라 결정

된다.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종, 선박의 크기, 선속 등이 정해지면 여기에 필

요한 회전수와 출력을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수조시험을 통한 저항, 재화중량, 연

료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선형을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상용출력을 결정한다. 야드

에서는 선주의 요구사항에 맞는 엔진 메이커와 메이커에 따라 개발된 엔진의 종

류를 보고 적당한 주기관을 선정한다.

2.1.3 주기관 출력 추정

주기관의 출력을 추정할 때는 Admiralty계수에 의한 방법, 수조시험에 의한 방

법, 계산도표에 의한 방법, 유사선의 자료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N-MCR를 

추정한다. N-MCR이 결정되면 주기관을 설치할 선박에서 요구되는 출력으로 조절

하는데 이를 S-MCR이라 한다. Fig. 2-2는 모형선을 통한 수조시험으로 실선에서의 

저항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선속을 추정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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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Resistance line diagram [19]

2.1.4 실선에서의 주기관 출력 설정

선박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기관의 출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장의 고유한 영역

이며, 기관장은 부하선도(Load Diagram), 배기가스 온도, 엔진 진동 및 Load, 시

운전에서의 성능곡선 및 본인의 경험 등을 근거로 그 한계를 결정하며, 신조의 경

우도 보통 NCR보다 낮게 설정하여 대략 MCR의 20%정도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선주의 결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선박에서 MCR의 10~15%정

도로 NCR을 설정하고 있고, 선박에서 실제 사용하는 출력의 한계는 이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선령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레 엔진의 성능이 저하가 되면 

선박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은 MCR 대비하여 70%정도까지 낮아지며, 이

는 안전항해를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주기관의 출력을 산정하고 출력을 결정할 때는 Fig. 2-3에 나와 있는 부하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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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1, L2, L3, L4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서 선정할 엔진의 MCR이 오도록 한다.

이렇게 선정된 MCR을 S-MCR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정을 정격조정이라 한다. 그

림에서 L1점이 실질적으로 이 엔진의 N-MCR이다. 주기관을 운전할 때의 정상영

역은 Fig. 2-3의 3, 4, 5, 6 line으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서 운전을 해야 하지만 

NCR을 정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부하가 NCR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영역을 설정

하면 파란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 운전이 되어야 한다.

Fig. 2-3 Deciding Engine Power

2.2 주기관 최소출력에 관한 국제동향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요구는 고효율, 친환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선속

과 출력의 저하가 안전항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론

에서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IMO의 선박온실가스 규제는 선박의 저

속항해와 저출력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의 최소출력 확보를 

위한 논의와 연구 끝에 2012년 6월 IACS, BIMCO, INTERCARGO,

INTERTANKO, OCIMF 등에 의해 공동으로 제안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안

건 제안이 그 본격적인 시작이다. 현재 황천시 안전항해를 위한 주기관 최소출력 

확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 65차 MEPC회의에서 승인된 안

은 제 68차 회의에서 수정이 되어 그 요구사항이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안전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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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최소출력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전망이다.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주기

관 최소출력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Level 1의 기준은 최소마력선 평가

(Minimum Power Line Assessment)이고, Level 2의 기준은 단순평가(Simplified

Assessment)이다. Level 1의 기준은 선박의 출력이 선형에 따른 상수 a, b와 재화

중량톤수와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1차 함수의 결과값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하

도록 보는 것이다. Level 2의 기준은 단순평가로 선박이 선수바람, 선수파도를 견

디고 전진할 수 있는 충분한 추진력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에서의 바람이나 파도

에도 보침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적용한다. 즉, 주어진 조건에서 선형에 따라 요구

되어지는 선속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요구되어지는 선속보다 큰 값을 가지면 

출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보는 방법이다. Level 2는 두 가지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선박의 보침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전진속력을 정

의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선속을 내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1) Level 1 기준: Minimum Power Line value = (a x DWT) + b ( a, b는 선형

에 따른 상수값)

2) Level 2 기준: Simplified Assessment = 전진속력 결정 -> 전진속력을 내기

에 충분한 출력을 가졌는지를 평가 

2.2.1 최소출력에 기준에 대한 MEPC 논의 경과 

MEPC 제 64차 회의에서 제안한 안건은 개정을 거쳐 MEPC 제 65차 회의에서 

EEDI 감축률 제 1단계에서만 적용되는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가 채택이 되었

다. 그 후 2014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이하 

MSC라 함)에서 그리스는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의 기준을 상향할 것을 주장하

였고, 같은 해 열린 MEPC 제 67차 회의에서는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를 EEDI

감축률 제 2단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MEPC 제 68차 회의에서는 연

구결과를 토대로 2013 최소출력 기준 중 Level 1의 기준이 너무 낮아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일본과 그리스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다수의 국가가 찬

성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강화된 최소출력 기준이 적용되었다. 현재 관련된 

연구는 유럽에서 SHOPERA(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프로젝트가 진



- 14 -

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JASNOE(The Japan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Ocean Engineers)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이 개정될 전망이다. Table. 2-1은 최소출력에 대한 Level 1의 평가기준

의 변화를 보여준다.

Minimum Power Line Value: a x (DWT) + b
Parameters a and b at 64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 DWT < 275825 t 0.0606 4195.2
Bulk Carrier DWT ≥ 275825 t 0.0273 13366.0

2 Tankers 0.0603 5495.5
Parameters a and b at 65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s 0.0687 2924.4
2 Tankers 0.0689 3253.0

Parameters a and b at 68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 DWT < 145,000 t 0.0763 3374.3
Bulk Carrier DWT ≥ 145,000 t 0.0490 7329.3

2 Tankers 0.0652 5960.2

Table 2-1 Parameters for determination of minimum power line values

2.3 주기관 최소출력에 관한 선행연구

MEPC의 최소출력 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나 유럽, 일

본 등 IMO의 주요회원국에서는 국가주도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IMO에 의제를 제안하고 제안된 기준이 적합한지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 중 2014년 NTUA(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에 근무하는 G.J. Grigoropoulos 교수에 의해 연구된 ‘Minimum

Propulsion Power for ship safe Operation under adverse Weather Conditions’

라는 제목의 MSC 발표자료[20]와 2014년 MSC 제 93차 회의 때 그리스에 의해서 

제안되어 MEPC 제 68차 회의 때 채택된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 개정에 대한 

연구내용[13]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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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Minimum Propulsion Power for ship safe Operation under

adverse Weather Conditions by G.J. Grigoropoulos

G.J. Grigoropoulos는 4척의 벌크선과 1척의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를 실험대상으로 IMO MSC-MEPC.2/Cirl.11(MEPC 제 64차 안건)[22]의 

지침을 적용하여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선박은 아

래와 같고, Table 2-2는 실험에 적용된 a, b의 파라미터 값을 보여준다. 선종은 

벌크선 DWT 20,000T 이상의 선박을 크기별로 총 4척, VLCC급의 탱커선 1척을 

사용하였다.

1) BC Handy 30,000T

2) BC Super-Handy-Max 57,000T

3) BC Kamsar-Max 79,000T

4) BC Cape Size 176,000T

5) MT VLCC 306,000T

Parameters a and b at 64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 DWT < 275825 t 0.0606 4195.2
Bulk Carrier DWT ≥ 275825 t 0.0273 13366.0

2 Tankers 0.0603 5495.5

Table 2-2 Parameters at 64th session of MEPC

Fig. 2-4와 Fig. 2-5는 벌크선과 탱커선에 대한 level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기

관 출력의 최소마력선과 실제 선박의 마력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 2-5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에 사용된 DWT 20,000T 이상의 벌크선 4척 모두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 마력선 기준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력의 여유분은 지침에 따른 요

구치보다 대략 8%에서 23%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벌크선에 대한 이 지침의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Fig. 2-6에서 DWT 306,000T의 탱

커선 1척 역시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 마력선 기준값보다 23%이상 상회하는 것

으로 보여 탱커선에 대한 이 지침의 기준 역시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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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 T

Fig. 2-5 Tanker above DWT 20,000 T

Level 2의 기준을 적용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으나, 본 논문은 level 1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운항중인 선박을 분석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이므로 level

2에 대한 결과는 전체 연구결과와 함께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기술한다.

1) Level 1의 기준에 비하여 Level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어렵고, 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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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최소출력에 대한 Level 1의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실험에 사용된 5척의 선박은 모두 두 가지 평가기준을 만족한다.

3) Level 2의 기준은 선령, 선저 및 선체오염으로 인한 저항의 증가가 고려되지 

않았다.

2.3.2 MEPC 68-INF.32 (Study on the 2013 Interim Guidelines)

MEPC 68-INF.32는 2014년 MSC 제 93차 회의 때 그리스에 의해서 제안되어 

MEPC 제 68차 회의 때 채택된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 개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배경은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의 평가기준이 실제 운항중인 선박의 

주기관 출력에 비하여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 황천시 안전항해를 보장하기 힘들다

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2013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Level 1과 Level 2에 대하여 각각 이루어졌

다. Level 1에 사용된 선박제원은 IHS Fairplay(조선해양분야 글로벌 리서치 기관)와 

Japanese shipyards(일본 조선소)의 선박데이터를 활용하였고, Level 2에 사용된 선박

제원은 일본조선소의 데이터 중 20척의 벌크선과 11척의 탱커선을 대상으로 시행하

였다. 이 중 본 연구에 활용될 level 1의 연구결과에 대하여만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

스는 level 1의 최소마력선에 대해 두 가지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수정안은 

Table 2-3과 같다.

첫 번째 안은 벌크선의 경우 DWT 20,000T은 원지침을 유지, DWT 30,000T은 15%

증가, DWT 20,000T에서 DWT 30,000T 사이의 선박은 크기에 따라서 출력을 비례 처

리한다. DWT 30,000T에서 DWT 180,000T 사이는 출력을 20%증가, DWT 180,000T

이상의 경우 출력 15%를 증가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탱크선의 경우 Table 2-3과 같이 

선박의 DWT에 따라서 기존의 요구출력보다 0~25%의 출력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두 번째 안은 Table 2-3의 우측과 같이 벌크선과 탱커선의 구분하여 기존의 요

구출력보다 각각 0~20%, 0~25% 올리는 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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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Greek proposal for 2013 minimum power line assessment(Level 1)

그리스의 첫 번째 안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한 벌크선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Fig. 2-6과 같이 요구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대략 36% 정도로 

나타났고, 특히 DWT 150,000T에서 DWT 170,000T 사이의 벌크선은 88%가 요구

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6 The Result of option 1 for bulk carrier

그리스의 첫 번째 안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한 탱커선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Fig. 2-7과 같이 요구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대략 28% 정도로 

나타났고, 특히 DWT 200,000톤에서 DWT 300,000톤 사이의 탱커선은 전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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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7 The Result of option 1 for tanker

그리스의 두 번째 안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한 벌크선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Fig. 2-8과 같이 요구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대략 30% 정도로 

나타났고, 특히 DWT 150,000T에서 DWT 170,000T사이의 벌크선은 88%가 요구출

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8 The Result of option 2 for bulk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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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두 번째 안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한 탱커선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Fig. 2-9와 같이 요구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대략 27% 정도로 

나타났고, 특히 DWT 200,000T에서 DWT 300,00T사이의 탱커선은 전부 요구출력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9 The Result of option 2 for tanker

Fig. 2-10은 그리스의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DWT 80,000T과 DWT 200,000T의 

벌크선은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주기관 출력보다 각각 1.15배, 1.25배 커져야 

함을 보여준다.

Fig. 2-10 Absolute value of required engin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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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는 그리스에 의해서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분석한 level 1과 level 2의 

결과값이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함

을 지적하고 있다.

Fig. 2-11 Inconsistency between level 1 and level 2 of the guidelines

결론적으로 그리스에 의하여 제안된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의 수정안이 시

행될 경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선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

택이 매우 신중해야 함을 연구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G.J. Grigoropoulos

교수에 의해 진행된 첫 번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level 1의 기준이 level 2의 

기준과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도 보여준다. 더불어 level

1의 기준값의 설정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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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 운항선박의 주기관 출력 적정성 분석

본 장에서는 MEPC의 주기관 최소출력지침의 변화에 따라 기존 운항중인 벌크

선과 탱크선의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통계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평가기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

의 필요성을 해양사고 및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

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논거로 활

용하도록 한다.

3.1 주기관 저출력 관련 해양사고 

주기관 저출력 관련 해양사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해심이라 함)에서 

제공한 쳉루 15호 사건의 특별조사 보고서[14]와 SHOPERA에서 진행된 연구보고

서[15]를 주로 활용하였고, 기타 중해심에서 제공하는 해양사고 재결분을 통해 주

기관 출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3.1.1 쳉루 15호 사건 

Fig. 3-1 Cheng Lu 15

쳉루 15호 사건은 2013년 10월 14일 포항 앞바다에서 공선상태로 26호 태풍 ‘위

파’의 영향 때문에 묘박 중 주묘가 되어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에 좌현 선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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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되면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총 19명의 선원 중 8명이 구조되었고, 11

명(중국인 10명, 베트남인 1명)이 사망하였으며, 영일만항 북방파제 총 10개의 케이

슨 중 7개 케이슨 상하부가 파손되었다. 사고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남부 전해

상은 풍랑주의보 및 풍랑경보가 발령되었었고, 실제 기상관측 상황은 기상특보보

다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2 Sunken Cheng Lu 15

Fig. 3-3 Movement of Cheng Lu 15 before sinking

사고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피항 및 묘박지 선정, 선장의 전문성 결여, 관제의 부

적절성, 부적절한 비상대응능력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었으나, 본 사고에 주목하

는 것은 사고 선박의 주기관 출력의 크기이다.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쳉루 15호는 

방파제에 접근하기 전 전속전진을 사용했음에도 계속 주묘되었고, 사고선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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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과 자매선의 선장은 쳉루 15호의 출력이 동급 선박에 비해 낮다는 진술을 하

였다. 이런 이유로 자매선의 경우 파고가 2~3미터만 되어도 피항을 하여 날씨가 

양호해지면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상특보 발표시각 발효시각 내용
풍랑예비특보 2013.10.14 / 04시 2013.10.15 / 오전

풍랑주의보 2013.10.15 / 07시 2013.10.14 / 09시

예상 풍향 풍속: N~NE, 
12~16 m/s
예상파고: 2~4 m
해제예고: 17일 오전

풍랑경보 

대체
2013.10.15 / 13시 2013.10.15 / 13시

예상 풍향 풍속: N~NE, 
14~20 m/s
예상파고: 3~6 m
해제예고: 17일 오전

Table 3-1 Special report of weather forecast for the East Sea and south coast

관측일시 유의파고(m) 최대파고(m 풍향 / 풍속(m/s) / 최대
10월 15일 15시 5.3 8.6 NE / 15.8 / 22.2
10월 15일 16시 7.5 10.5 NE / 15.1 / 21.7
10월 15일 17시 6.0 12.1 NE / 17.5 / 25.7
10월 15일 18시 5.5 9.2 NE / 16.1 / 21.2

Table 3-2 Weather forecast for the East Sea

Table 3-3과 Table 3-4는 각각 쳉루 15호의 선박명세 및 유사선종과의 출력을 비

교한 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쳉루 15호는 동급선박에 비하여 현격하게 

작은 출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이는 사고당시 전속전진을 사용했음에도 주

묘가 된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Vessel Name CHENG LU 15
Port of Registry PANAMA
Gross Tonnage 8,461톤
Date of Keel 29th Jul. 2007

Engine Type and Output Diesel engine, 2,970 kW, 650 RPM, 1Set 

Table 3-3 Particular for Cheng Lu 15

Fig. 3-4는 쳉루 15와 유사선박의 출력 및 DWT를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의 

level 1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그림이다. 쳉루 15는 DWT 20,000T 미만으로 

동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동일 평가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Table 3-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쳉루 15호는 재화중량톤수 대비 출력의 비가 0.22로 유사선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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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0.55인데 반하여 매우 낮으며,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선명 기국 선종
건조

년도

총톤

수

재화중량

(MT)

선속

(Knots)

기관

출력

(kw)

출력/

재화중량

쳉루15 파나마 일반화
물선 2008 8,461 13,552 10.5 2,970 0.22

A 한국 일반화
물선 2006 8,521 11,394 11.5 5,294 0.46

B 파나마 일반화
물선 2008 8,812 11,981 15.9 6,480 0.54

C 파나마 일반화
물선 2008 8,841 11,883 15.9 6,480 0.55

D 한국 일반화
물선 2006 8,603 11,432 14.8 4,200 0.38

Table 3-4 Propulsion power of Cheng Lu 15 and the same rank vessels

Fig. 3-4 The result of applying 2013 Minimum Power Line(level 1) to Cheng

Lu 15 and the similar rank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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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Minimum Propulsion and Steering Requirements for Efficient

and safe operation(SHOPERA)

본 논문은 A. Papanikolaou (2015)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IHS Sea-Web

Marine Casualty Database와 the public area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Database of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GIGIS)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상

태, 사고 장소, 선종 등에 따른 다양한 해양사고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GT

400T 이상, 1980년도 이후에 건조된 선박을 대상으로 1980~2013에 사이에 일어난 

해양사고이다.

Fig. 3-5는 황천시 선종에 따른 해양사고 유형과 해양사고 장소를 보여준다.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ulk선과 General cargo ship에 대한 비중이 높고 연안

에 가까운 항만에서 사고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Fig. 3-5 Percentage of ship types involving in navigational accidents by

accident type(L) and by accident location(R) under adverse weather

conditions

Fig. 3-6과 Table 3-5는 사고당시의 바람과 파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3-6은 

선종별, 사고유형별 사고율을 보여준다. 상기 그림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전체적으로 좌초에 대한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벌크

선과 일반잡화선 및 탱커선 등의 경우 황천시 다른 사고에 비하여 좌초에 대한 사

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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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Wind speed and wave height during accidents

Container
Cruise 

Ships
Ro-Ro

Crude Oil 

Tanker
LNG LPG

General 

Cargo

Bulk

Carriers

Collision 1.57E-05 7.62E-04 5.22E-04 3.44E-05 - - 7.67E-04 9.78E-05

Contact 1.57E-05 9.52E-04 1.72E-03 - 4.51E-05
5.77E-0

5
4.26E-04 4.19E-05

Grounding 9.43E-05 3.81E-04 6.26E-04 6.26E-04 4.51E-05
1.73E-0

5
1.83E-03 2.03E-05

Table 3-5 Rates of the accidents in the database per ship and accident type

Wind Speed (m/s) Wave Height (m)
Collision Contact Grounding Collision Contact Grounding

Mean 9.48 11.49 8.76 1.28 1.95 1.28
25th 6.69 8.45 4.86 0.35 0.80 0.14
50th 8.63 11.64 7.62 0.78 1.52 0.81
75th 11.00 14.04 13.33 1.57 2.64 2.00

Table 3-6 Mean and quartiles for wind speed and wave height per accident type

본 연구결과는 출력과 선박의 크기에 대한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선박

크기 및 출력에 따른 사고율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선종이 가장 많은 

bulk선과 잡화선, 탱크선이 악천후를 만났을 때 좌초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것과,

항만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때 해양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이나 연안 수역에서는 수역이 충분히 넓지 않고 항내조선에

서 출력을 높게 사용하기 힘들다는 사실과 더불어 악천후로 인하여 조선이 더 용

이하지 못할 때는 해양사고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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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타 해양사고 

앞 장에서 주기관의 저출력 관련 대표적인 해양사고인 쳉루 15호 사건과 악천후

와 연관된 A. Papanikolaou (2015) 등의 해양사고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Panama선적의 일반화물선 에버씨(GT 4,480톤, 출력: 4,500HP)는 묘박 중 악천후를 

만났으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선박이 좌초된 사건이다.[8] 재결서는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의 하나로 선박의 주기관을 적절하게 사용하

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선적의 유조선 범일호(GT: 6,589톤, 출력:

5,400HP)는 태풍을 만나 조기피항에 실패, 투묘 중 주묘가 되어 엔진을 사용하였

으나 좌초되었다.[9] 또한 부산선적의 일반화물선 신해인호(GT: 2,548톤, 출력:

2,300HP)는 항해 중 강조류로 인하여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선박이 압류되어 좌초

된 사건이다.[10] 이들 사고를 통해 저출력과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

명하기에는 부족하나 선박이 악천후를 만났을 때 주기관을 사용했음에도 선박이 

압류 및 좌초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MEPC에서 규정하는 황천시 안전항해 확보

를 위한 최소출력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최소출력 요구사항에 대한 해기사 설문 분석 

본 장에서는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이해와 인식정도 그리고 최소출력에 

관한 지침의 필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시행하여 분석해 보았다. 설문

대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항해사 221명과 기관사 152명

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답변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응답은 설

문에서 제외하여 최종 항해사 142명, 기관사 107명의 유효답안을 대상으로 설문분

석을 하였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설문은 항해사와 기관

사 대상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세부내용 중 인적사항 및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이해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였고, 최소출력에 대한 경험 부분은 기관사와 

항해사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본 설문의 주된 목적은 경험을 통하여 주기관 출력과 관련된 사고 또는 위험한 

상황의 경험 유무파악, 선박의 크기와 주기관 최소출력간의 상관관계를 해기사의 

인식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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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항해사 설문분석

3.2.1.1 설문자의 인적사항 

Fig. 3-7과 Fig. 3-8은 각각 설문 대상자의 선종과 항행수역을 보여준다. 주 선종

은 탱커선이 29.58%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었고, 그 다음이 벌

크선 27.47%, 여객선 19.01%, 컨테이너선 16.20% 순이었다. 항행수역의 경우 한·

중·일이 28.87%로 가장 높았고, 아세안이 26.76%로 뒤를 이었다.

Fig. 3-7 Ship’s type for respondent (officer)

Fig. 3-8 Sailing area for responden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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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와 Fig. 3-10은 각각 설문 대상자의 직급과 총 승선경력을 보여준다. 직

급은 일등항해사가 44.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등항해사가 25.35%,

선장이 22.54%로 그 뒤를 이었다. 승선경력은 5~10년이 28.87%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24.65%, 10~20년이 19.72%로 그 뒤를 이었다.

Fig. 3-9 Rank for respondent (officer)

Fig. 3-10 Total onboard career for respondent (officer)

Fig. 3-11과 Fig.3-12는 각각 설문 대상자의 주기관 출력과 재화중량톤수를 보여

준다. 기관출력은 5,000~10,000kw가 39.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화중

량톤수의 경우 10,000~20,000톤이 36.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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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Propulsion power for respondent (officer)

Fig. 3-12 Deadweight for respondent (officer)

항해사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일등항해사 이상의 경력자가 66.91%

의 비율을 보였고, 승선경력도 5년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50%를 넘어 설문에 응

답한 응답자의 경력이나 직책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선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탱커선과 벌크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고, 재화중량톤수의 경우, 주기관의 평가지침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승선자가 전체 

응답자의 30.28%로 나타났으며, 출력이 5,000kw 이상의 선박의 응답자는 69.0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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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이해 

Fig. 3-13은 주기관 최소출력 요구지침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지침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고, Fig. 3-14는 본선크기 대비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

식과 주기관 최소출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다. 주기관 최소출력 요구

지침에 대한 항해사의 이해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75%로 높게 나타났고,

잘 알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MEPC의 요

구지침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기관 최소출력 지침에 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6%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선의 크기대

비 주기관 출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26%로 

비교적 낮게 나와 출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반면, 선박크기 대비 주기관의 최소출력 향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

수가 넘는 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공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3-13 Acknowledgement of guideline for minimum propulsion power(L)

& Necessity of guideline for minimum propulsion power(R) - officer



- 33 -

Fig. 3-14 Propriety of own ship’s propulsion power for ship’s size(L) &

Necessity of enhancement for minimum propulsion power(R) - officer

Fig. 3-15는 설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주기관 최소출력의 확보와 효율성 확

보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과, 선박의 안전운항과 주기관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묻

는 질문이다. 최소출력과 효율성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65%가 최소출력확보

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여 최소출력확보에 대한 항해사의 높은 인식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선박의 안전항해와 주기관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관

계가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87%가 넘어 매우 높은 공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Fig. 3-15 Priority between efficiency and minimum propulsion power(L) &

Relation between safe navigation and propulsion power(R) -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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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주기관 출력관련 경험 

Fig. 3-16은 황천항해시 주기관의 저출력으로 인한 사고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

과, 주기관의 저출력으로 인한 ETA 지연에 관한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이다. 황천

항해시 저출력으로 인한 사고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저출력으로 인한 ETA 지연에 

관한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1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Fig. 3-16 Experience of accident in adverse weather caused by low

propulsion power(L) & Experience of ETA delay caused by low propulsion

power(R) - officer

Fig. 3-17은 선박을 운항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상

향 요청한 경험을 묻는 질문과, 본선에서 주기관의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지식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기관부에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상향 요청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33%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본선 주기관의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2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항해사들의 주기관 출력에 대

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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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Experience for asking to increase maximum propulsion power(L) &

Acknowledgement on criteria to set maximum propulsion power(R) - officer

Fig. 3-18은 본선의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전

체 응답자의 4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5%가 보통, 27%가 적절하지 못하다

고 응답하여 대체로 본선의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Fig. 3-18 Propriety of own ship’s setting value for

propulsion power -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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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관사 설문분석

3.2.2.1 인적사항

Fig. 3-19와 Fig. 3-20은 각각 설문 대상자의 선종과 항행수역을 보여준다. 주 선

종은 탱커선이 35.58%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었고, 그 다음이 

벌크선 19.63%, 컨테이너선 15.89%, 여객선 12.15% 순이었다. 항행수역의 경우 아

세안이 지역이 25.23%로 가장 많았고, 한·중·일과 전 세계구역이 23.36%로 그 뒤

를 이었다.

Fig. 3-19 Ship’s type for respondent - engineer

Fig. 3-20 Sailing area for respondent - engineer



- 37 -

Fig. 3-21과 Fig. 3-22는 각각 설문 대상자의 직급과 총 승선경력을 보여준다. 직

급은 일등기관사가 40.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등기관사가 33.64%,

기관장이 15.89%로 그 뒤를 이었다. 승선경력은 5~10년이 28.97%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24.30%, 10~20년과 2년 미만이 15.89%로 그 뒤를 이었다.

Fig. 3-21 Rank for respondent - engineer

Fig. 3-22 Total onboard career for respondent - engineer

Fig. 3-23과 Fig.3-24는 각각 설문 대상자의 주기관 출력과 재화중량톤수를 보여

준다. 기관출력은 5,000~10,000kw가 28.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화중

량톤수의 경우 5,000~10,000톤이 24.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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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Propulsion power for respondent

Fig. 3-24 Deadweight for respondent

기관사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일등기관사 이상의 경력자가 56.08%

의 비율을 보였고, 승선경력도 5년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넘어 설문에 응

답한 응답자의 경력이나 직책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선종은 본 연구에 필요

한 탱커선과 벌크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화중량톤수의 경우 

주기관의 평가지침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승선자가 전체 응답자의 33.64%로 나타났

으며, 출력이 5,000kw 이상의 선박의 응답자는 56.0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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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이해 

Fig. 3-25는 주기관 최소출력 요구지침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지침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고, Fig. 3-26은 본선크기 대비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

식과 주기관 최소출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다. 주기관 최소출력 요구

지침에 대한 기관사의 이해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64%로 높게 나타났고,

잘 알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9%에 불과하여 항해사에 비하여는 높

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MEPC의 요구지침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주기관 최소출력 지침에 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5%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선의 크기대

비 주기관 출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18%로 

비교적 낮게 나와 출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반면, 선박크기 대비 주기관의 최소출력 향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82%

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높은 공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25 Acknowledgement of guideline for minimum propulsion power(L)

& Necessity of guideline for minimum propulsion power(R) -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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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Propriety of own ship’s propulsion power for ship’s size(L) &

Necessity of enhancement for minimum propulsion power(R) - engineer

Fig. 3-27은 설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주기관 최소출력의 확보와 효율성 확

보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과, 선박의 안전운항과 주기관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묻

는 질문이다. 최소출력과 효율성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항해사와 비슷한 

62%가 최소출력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여, 최소출력확보에 대한 기관사

의 높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박의 안전항해와 주기관 출력과의 상관관계

를 묻는 질문에는 관계가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85%가 넘어 항해사와 마

찬가지로, 매우 높은 공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Fig. 3-27 Priority between efficiency and minimum propulsion power(L) &

Relation between safe navigation and propulsion power(R) -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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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주기관 출력관련 경험 

Fig. 3-28은 황천항해시 주기관의 저출력으로 인한 사고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

과, 주기관의 저출력으로 인한 ETA지연에 관한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이다. 황천

항해시 저출력으로 인한 사고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저출력으로 인한 ETA 지연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Fig. 3-28 Experience of accident in adverse weather caused by low propulsion

power(L) & Experience of ETA delay caused by low propulsion power(R) - engineer

Fig. 3-29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갑판부로부터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상향 

요청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과, 본선에서 주기관의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상향 조정

한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상향해 달라는 요청을 받

은 경험에는 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본선 주기관의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상

향 조절한 경험에 대하여는 4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경험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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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Experience for being asked to increase maximum propulsion

power(L) & experience to increase setting value of propulsion power(R)

Fig. 3-30은 본선에서 주기관 최대출력의 설정값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으

로 복수정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체 다섯 가지 보기 중 주기관의 부하와 배기

가스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30 Criteria for deciding setting value of maximum

propuls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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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설문결과 종합  

항해사,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통해 주기관 출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

고 및 ETA지연 등에 관한 경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주기관 최

소출력에 관한 국제지침의 인지여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최소출력의 

확보와 주기관의 효율성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최소출력의 확보가 더 중요하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 증가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도 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문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해기사들의 주기관 최소출력에 관한 지침이 필

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선박의 크기대비 출력이 증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확

인할 수 있었고, 또한 안전항해 확보를 위하여 주기관의 효율성보다 최소출력의 확

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기존 운항중인 선박의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 평가 

본 장에서는 주기관 출력에 대한 MEPC의 평가기준 중 Level 1(최소마력선 평

가, Minimum Power Line Assessment)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현재 운항중인 탱커

선과 벌크선의 주기관 출력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였다. 분석은 주기관 최소출력이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된  IMO MSC-MEPC.2/Cirl.11부터, MEPC 제 65차 회의에

서 채택된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서, 최근 강화된 MEPC 제 68차의 평가지침을 

차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운항중인 벌크선과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였고 그 추세변화도 살펴보았다.

3.3.1 평가 선박 정보 상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박의 정보는 한국선급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

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중 탱커선과 벌크선을 대상으로 주기관 최소출력

의 평가지침 중 level 1의 평가방법만을 적용하여 주기관 출력에 대한 실태를 분

석하였다. level 1의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와 주기관의 

출력이 필요하고 또한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출력의 단위는 환산식을 활용하여 킬로와트(kw)로 통일하였고, 선박의 재화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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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가 있는 선박은 등록되어 있는 톤수를 활용하였고, 재화중량톤수가 등록되어 

있는 않는 선박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상권)에서 제시하는 변환식을 사용

하여 산출하였다.[16] 평가에 사용된 선박의 총 척수는 893척이고, 이 중 벌크선이 

692척, 탱커선이 201척이다.

아래 환산식은 출력에 대한 변환식과 선종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와 총톤수의 관

계를 보여 주고 있다.

출력환산: 1 HP = 0.746 kw, 1 PS = 0.7355 kw ························· (3-1)

화물선 재화중량톤수 환산: GT = 0.529DW ·································· (3-2)

유조선 재화중량톤수 환산: GT = 0.535DWT ································ (3-3)

3.3.2 통계처리 방법 

분석은 벌크선과 탱커선 각각의 선박 제원을 활용하여 평가지침의 기준을 적용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요구출력과 실제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주

기관의 출력을 분석하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 결과를 활용

하여 추세를 알 수 있는 회귀분석 함수를 구하였고, 4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새

로운 평가식을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함수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함수와 원래의 자료간의 오차가 가장 적어지도록 함수를 추

정하게 된다. 이때, 오차의 크기, 즉 추정된 함수와 자료간의 오차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결정계수(COD, Coefficient of the determination, 일반적으로  R

표시)

를 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회귀함수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정계수가 

최소 0.6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하여 수정된 평가식을 제시하고,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평가식을 제안할 때는 결정계수를 

표기하여 추정함수의 신뢰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3.3.3 IMO MSC-MEPC.2/Cirl.11 적용

제 64차 MEPC 회의 때 논의된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 중 level 1의 평가기준에 

선박의 크기별로 필요한 최소출력을 아래와 같이 일차함수를 활용하여 도식화하

여 제시하고 있으며, a, b값은 선형에 따른 상수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식을 

활용하여 출력과 재화중량톤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Table 3-7은 

MSC-MEPC.2./Cirl.11에서 제시하고 있는 parameter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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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 Assessment / Minimum Power Line value = (a x DWT) + b )

Parameters a and b at 64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 DWT < 275825 t 0.0606 4195.2
Bulk Carrier DWT ≥ 275825 t 0.0273 13366.0

2 Tankers 0.0603 5495.5

Table 3-7 Parameters a and b for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power

line values for the different ship types under MSC-MEPC.2/Cirl.11

3.3.3.1 벌크선 분석

Fig. 3-31은 확보한 692척의 벌크선 출력의 분포를 선박의 크기별로 나타내었으며, 동

시에 MSC-MEPC.2/Cirl.11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마력선을 기준으로 만족여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DWT 20,000T 미만의 벌크

선은 대부분 최소마력선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침의 적용을 받는 DWT

20,000T 이상의 벌크선은 최소마력선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31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 MSC-MEPC.2/Cirl.11

Fig. 3-32와 Fig. 3-33은 지침적용의 경계인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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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중인 벌크선의 선박크기별 주기관 출력의 분포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Fig. 3-32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 /

MSC-MEPC.2/Cirl.11

Fig. 3-33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less than DWT 20,000T /

MSC-MEPC.2/Cir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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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는 전체 벌크선의 주기관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를 벌크선의 크기

별로 나타내어 분석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의 비는 대략 DWT 20,000T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의 값이 대략 DWT 20,000T까지는 제곱함수 형

태로 줄어들고 있으며, DWT 20,000T 이후는 선형함수 형태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DWT 20,000T을 기준으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어 가

지만, 이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증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34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 MSC-MEPC.2/Cirl.11

Fig. 3-35 및 Fig. 3-36은 같은 방법으로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출력대비 

선박의 크기의 비를 나누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박의 크기가 대형

화되어 가지만 주기관 출력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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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above DWT 20,000T /MSC-MEPC.2/Cirl.11

Fig. 3-36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less than DWT 20,000T /

MSC-MEPC.2/Cirl.11

Table 3-8은 평가지침을 적용한 모든 벌크선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 실험에 사용

된 692척의 벌크선 중 지침의 적용대상은 642척이며, 이 중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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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502척, 평가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벌크선이 140척으로 확인되어, 대략 78%의 

벌크선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침 미적용 벌크선은 50척으로 이 

중 대다수인 48척이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침 만족 평가지침 불만족 합계
지침 적용 벌크선

(DWT 20,000T 이상 벌크선) 502 척 140 척 642 척
지침 미적용 벌크선

(DWT 20,000T 미만 벌크선) 2 척 48 척 50 척
전체 척수 504 척 188 척 692 척

Table 3-8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under MSC-MEPC.2 / Cirl.11

3.3.3.2 탱커선 분석

본 장에서는 벌크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IMO MSC-MEPC.2/Cirl.11의 지침을 적

용하여 전체 201척의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을 분석하였다. Fig. 3-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DWT 20,000T 미만의 탱커선은 대부분 최소마력선

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침의 적용을 받는 DWT 20,000T 이상의 탱커

선은 대부분 최소마력선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37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 MSC-MEPC.2/Cir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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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과 Fig. 3-39는 지침적용의 경계인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운

항중인 탱커선의 선박크기별 주기관 출력의 분포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Fig. 3-38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MSC-MEPC.2/Cirl.11

Fig. 3-39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less than DWT 20,000T/

MSC-MEPC.2/Cir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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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은 전체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를 선박의 크기별

로 나타내어 분석한 그림이다.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의 

비는 대략 DWT 20,000T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의 값이 대략 DWT 20,000T까지는 제곱함수 형

태로 줄어들고 있으며, DWT 20,000T 이후는 선형함수 형태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DWT 20,000T을 기준으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어 가

지만 이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증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40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 MSC-MEPC.2/Cirl.11

Fig. 3-41 및 Fig. 3-42는 같은 방법으로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출력대비 

선박의 크기의 비를 나누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박의 크기가 대형

화되어 가지만 주기관 출력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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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MSC-MEPC.2/Cirl.11

Fig. 3-42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under DWT 20,000T /

MSC-MEPC.2/Cir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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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는 평가지침을 적용한 모든 탱커선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 실험에 사용

된 201척의 탱커선 중 지침의 적용대상은 132척이며, 이 중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탱커

선이 115척, 평가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탱커선이 17척으로 확인되어 대략 87%의 탱

커선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침 미적용 탱커선은 69척으로 이 

중 대다수인 65척이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침 만족 평가지침 불만족 합계
지침 적용 탱커선

(DWT 20,000T 이상 탱커선) 115 척 17 척 132 척
지침 미적용 탱커선

(DWT 20,000T 미만 탱커선) 4 척 65 척 69 척
전체 척수 119 척 82 척 201 척

Table 3-9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under MSC-MEPC.2 / Cirl.11

3.3.4 MEPC. 232(65)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 

본 장에서는 제 65차 MEPC 회의 때 채택된 최소출력 잠정지침 중 level 1의 

기준을 적용하여 Table 3-10과 같이 a, b에 대한 parameters를 대입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Parameters a and b at 65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s 0.0687 2924.4
2 Tankers 0.0689 3253.0

Table 3-10 Parameters a and b for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power

line values for the different ship types under MEPC. 232(65)

3.3.4.1 벌크선 분석

Fig. 3-43은 692척의 벌크선 출력의 분포를 선박의 크기별로 나타냈으며, 동시에 

MEPC. 232(65)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마력선을 기준으로 만족여부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은 

대부분 최소마력선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침의 적용을 받는 DWT

20,000T 이상의 벌크선은 최소마력선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54 -

Fig. 3-43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 MEPC. 232(65)

Fig. 3-44와 Fig. 3-45는 지침적용의 경계인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운

항중인 벌크선의 선박크기별 주기관 출력의 분포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Fig. 3-44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MEPC.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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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less than DWT 20,000T /MEPC.232(65)

Fig. 3-46는 전체 벌크선의 주기관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를 벌크선의 크기별로 

나타내어 분석한 그림이다. MSC-MEPC.2/Cirl.11 지침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

관 출력의 비는 대략 DWT 20,000T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46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 MEPC. 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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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및 Fig. 3-48은 같은 방법으로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출력대비 선

박의 크기의 비를 나누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

되어 가지만 주기관 출력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3-47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MEPC.232(65)

Fig. 3-48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less than DWT 20,000T /MEPC.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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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은 평가지침을 적용한 모든 벌크선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 실험에 사

용된 692척의 벌크선 중 지침의 적용대상은 642척이며, 이 중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벌

크선이 573척, 평가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벌크선이 69척으로 확인되어, 대략 89%의 

벌크선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침 미적용 벌크선은 50척으로 이 

중 36척이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침 만족 평가지침 불만족 합계
지침 적용 벌크선

(DWT 20,000T 이상 벌크선) 573 척 69 척 642 척
지침 미적용 벌크선

(DWT 20,000T 미만 벌크선) 14 척 36 척 50 척
전체 척수 587 척 105 척 692 척

Table 3-11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under MEPC.232(65)

3.2.4.2 탱커선

본 장에서는 벌크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IMO MEPC. 232(65)의 지침을 적용하여 

전체 201척의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을 분석하였고, Fig. 3-49와 같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DWT 20,000T 이상의 탱커선은 대부분 최소마력선의 기준을 쉽게 만족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3-49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 MEPC. 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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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과 Fig. 3-51은 지침적용의 경계인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운

항중인 탱커선의 선박크기별 주기관 출력의 분포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Fig. 3-50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MEPC. 232(65)

Fig. 3-51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less than DWT 20,000T/MEPC. 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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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는 전체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를 선박의 크기별

로 나타내어 분석한 그림이다.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의 

비는 대략 DWT 20,000T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의 값이 대략 DWT 20,000T까지는 제곱함수 형

태로 줄어들고 있으며, DWT 20,000T 이후는 선형함수 형태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DWT 20,000T을 기준으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어 가

지만 이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증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52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 MEPC. 232(65)

Fig. 3-53 및 Fig. 3-54은 같은 방법으로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출력대비 

선박의 크기의 비를 나누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박의 크기가 대형

화되어 가지만 주기관 출력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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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MEPC. 232(65)

Fig. 3-54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less than DWT 20,000T/MEPC. 232(65)



- 61 -

Table 3-12는 평가지침을 적용한 모든 탱커선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 실험에 사

용된 201척의 탱커선 중 지침의 적용대상은 132척이며, 이 중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탱

커선이 130척, 평가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탱커선이 2척으로 확인되어 대략 98%의 탱

커선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침 미적용 탱커선은 69척으로 이 

중 51척이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침 만족 평가지침 불만족 합계
지침 적용 탱커선

(DWT 20,000T 이상 탱커선) 130 척 2 척 132 척
지침 미적용 탱커선

(DWT 20,000T 이상 탱커선) 18 척 51 척 69 척
전체 척수 148 척 53 척 201 척

Table 3-12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under MEPC.232(65)

3.3.5 MEPC. 262(68)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에 대한 개정안  

본 장에서는 제 68차 MEPC 회의 때 채택된 최소출력 잠정지침의 개정안 중 

level 1의 기준을 적용하여 Table 3-13과 같이 a, b에 대한 parameters를 대입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 처리하였다. 이 결과 MEPC. 232(65)의 지침에 비하여 

많은 선박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arameters a and b at 68th session of MEPC
No. Ship’s Type a b

1
Bulk Carrier DWT < 145,000 t 0.0763 3374.3
Bulk Carrier DWT ≥ 145,000 t 0.0490 7329.3

2 Tankers 0.0652 5960.2

Table 3-13 Parameters a and b for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power

line values for the different ship types under MEPC. 262(68)

3.3.5.1 벌크선 분석

Fig. 3-55는 확보한 692척의 벌크선 출력의 분포를 선박의 크기별로 나타내었으며, 동

시에 MEPC. 262(68)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마력선을 기준으로 만족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MEPC. 232(65)의 지침에 비하여 많은 벌크선이 요구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규정이 매우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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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 MEPC. 262(68)

Fig. 3-56과 Fig. 3-57은 지침적용의 경계인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운

항중인 벌크선의 선박크기별 주기관 출력의 분포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Fig. 3-56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MEPC. 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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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less than DWT 20,000T/MEPC. 262(68)

Fig. 3-58은 전체 벌크선의 주기관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를 벌크선의 크기

별로 나타내어 분석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의 비는 대략 DWT 20,000T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58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 MEPC. 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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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및 Fig. 3-60은 같은 방법으로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출력대비 

선박의 크기의 비를 나누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Fig. 3-59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MEPC. 262(68)

Fig. 3-60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bulk carriers less than DWT 20,000T/MEPC. 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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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는 평가지침을 적용한 모든 벌크선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 실험에 사

용된 692척의 벌크선 중 지침의 적용대상은 642척이며, 이 중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벌

크선이 476척, 평가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벌크선이 166척으로 확인되어 MEPC.

232(65)의 지침보다 매우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침 미적용 벌크선은 50척으로 이 

중 2척을 제외한 48척이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침 만족 평가지침 불만족 합계
지침 적용 벌크선

(DWT 20,000T 이상 벌크선) 476 척 166 척 642 척
지침 미적용 벌크선

(DWT 20,000T 이상 벌크선) 2 척 48 척 69 척
전체 척수 478 척 214 척 692 척

Table 3-14 The result of level 1 for bulk carriers under MEPC.262(68)

3.3.5.2 탱커선 분석

본 장에서는 벌크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IMO MEPC. 262(68)의 지침을 적용하여 

전체 201척의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을 분석하였다. Fig. 3-61과 같이 MEPC. 232(65)

의 지침에 비하여 많은 탱커선이 요구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규정

이 매우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61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 MEPC. 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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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와 Fig. 3-63은 지침적용의 경계인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운

항중인 탱커선의 선박크기별 주기관 출력의 분포를 분리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Fig. 3-62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MEPC. 262(68)

Fig. 3-63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less than DWT 20,000T/MEPC. 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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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는 전체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를 선박의 크기별

로 나타내어 분석한 그림이다.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의 

비는 대략 DWT 20,000T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력을 재화중량톤수로 나눈 비의 값이 대략 DWT 20,000T까지는 제곱함수 형

태로 줄어들고 있으며, DWT 20,000T 이후는 선형함수 형태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DWT 20,000T을 기준으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어 가

지만 이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증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64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 MEPC. 262(68) 

Fig. 3-65 및 Fig. 3-66은 같은 방법으로 DWT 20,000T을 기준으로 각각 출력대비 

선박의 크기의 비를 나누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박의 크기가 대형

화되어 가지만 주기관 출력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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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less than DWT 20,000T/MEPC. 262(68)

Fig. 3-65 The Result of Level 1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MEPC. 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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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는 평가지침을 적용한 모든 탱커선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 실험에 사

용된 201척의 탱커선 중 지침의 적용대상은 132척이며, 이 중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탱

커선이 73척, 평가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탱커선이 59척으로 확인되어 지침이 매우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침 미적용 탱커선은 69척으로 이 중 64척이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침 만족 평가지침 불만족 합계
지침 적용 탱커선

(DWT 20,000T 이상 탱커선) 73 척 59 척 132 척
지침 미적용 탱커선

(DWT 20,000T 이상 탱커선) 5 척 64 척 69 척
전체 척수 78 척 123 척 201 척

Table 3-15 The result of level 1 for tankers under MEPC.262(68)

 

3.3.6 기존 운항선의 출력 적정성 결과 종합평가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은 IMO산하 MEPC의 구성원들에 의한 연구를 통해 

그 초안이 제안되었고, 개정을 통하여 제 65차 MEPC 회의 때 잠정지침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 잠정지침을 기준으로 기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실태평가

를 한 결과, 평가기준이 너무 낮아 대다수의 선박이 지침의 평가기준을 쉽게 만족

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에 따라 제 68차 회의 때 level 1 평가기준에 한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지침의 적용을 받는 642척의 벌크선과 132척의 탱커선을 

기준으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벌크선의 경우 Fig.

3-67에서 보듯이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선박의 추이변화는 502척에서 573척으로 늘

어났다가, 강화된 마지막 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는 476척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탱커선의 경우는 그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Fig. 3-68에서 보듯이 추이변화는 115척에서 130척으로 

늘어났다가 73척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탱커선과 벌

크선 모두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

박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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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 Tendency for level 1 assessment of bulk carriers

Fig. 3-68 Tendency for level 1 assessment of ta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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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기관의 최소출력 기준 제시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실태분석한 주기관 출력의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벌크선과 탱커선에 대한 수정된 지침을 제안하였고, 이를 MEPC. 262(68)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에 대한 개정안과 비교해 보았다. 더불어서 현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과 탱커선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기준

을 제안하였다.

4.1 벌크선에 대한 최소출력 기준 제시 

Fig. 4-1은 DWT 20,000T 이상의 벌크선의 출력과 재화중량톤수와의 관계를 통

하여 회귀분석 처리한 그림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재화중량톤수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추세를 나타내는 선형함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수정된 지침으로 제안한다.

이는 벌크선의 물리적인 특징을 고찰하여 도출해 낸 식은 아니지만 실제 운항중

인 벌크선의 크기대비 주기관 출력의 실태가 반영되어 도출된 식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IMO MEPC에서 제시한 최소출력에 대한 두 가지 평

가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최소마력선도 이와 유사하게 실태분석을 통하여 최소출

력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박에서는 제시된 간단한 1차 함수를 통하여 본선의 재화중량톤수에 적합한 출

력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P = (a x D) + b ················································································ (4-1)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0687, b: 4476.2

이렇게 구한 식을 MEPC. 262(68)의 지침을 적용하여 벌크선의 실태를 분석한 

Fig. 4-2와 비교하여 보았고, Fig. 4-3은 두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DWT 20,000T 이

상의 벌크선에 대하여 지침의 충족여부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새롭게 유도된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이 MEPC. 262(68)의 지침보다 전체적

으로 높은 최소출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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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mended min. power line for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

Fig. 4-2 MEPC. 262(68) Min Power line for all bulk carriers above DWT

20,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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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mparison of amended min. power line and that of MEPC.262(68) -

bulk carriers

4.2 탱커선에 대한 최소출력 기준 제시 

탱커선도 Fig. 4-4와 같이 벌크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DWT 20,000T 이상의 벌크

선의 출력과 재화중량톤수와의 관계를 통하여 회귀분석 처리하였다. 이 결과를 통

하여 재화중량톤수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추세를 나타내는 선형함수를 도출하였

고, 이를 수정된 지침으로 제안한다.

P = (a x D) + b ················································································ (4-2)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0628, b: 6400.8

이렇게 구한 식을 MEPC. 262(68)의 지침을 적용하여 탱커선의 실태를 분석한 

Fig. 4-5와 비교하여 보았고, Fig. 4-6은 두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DWT 20,000T 이

상의 탱커선에 대하여 지침의 충족여부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새롭게 유도된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이 MEPC. 262(68)의 지침보다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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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최소출력을 요구하고 있다.

Fig. 4-4 Amended min. power line for tankers over DWT 20,000T

Fig. 4-5 MEPC. 262(68) min. power line for all tankers above DWT 20,000T -

ta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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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mparison of New Min. Power line and that of MEPC.262(68) -

tankers

4.3 최소출력 지침 미적용 선박에 대한 최소출력 기준 제시 

현재까지 살펴본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평가지침은 DWT 20,000T 이상의 선

박에게만 적용되어 DWT 20,000T 미만의 선박에 대한 평가지침은 없는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쳉루 15호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사고와 해

기사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볼 때 DWT 20,000T 미만의 중·소형선에 대한 주기관 

최소출력의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확보한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과 탱커선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이를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재화중량톤수와 

출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함수를 도출해 보았다.

Fig. 4-7은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에 대한 통계처리를 통하여 결정계수, R


이 0.7824라는 신뢰도를 가지는 선형함수를 도출해 낸 그림이며, 이를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에 대한 최소출력 기준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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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식을 통해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의 재화중량톤수에 적합한 최소출력

을 산정해 볼 수 있다.

Fig. 4-7 Proposal of Min. Propulsion Power for bulk carriers less than DWT

20,000T

P = (a x D) + b ················································································ (4-3)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1899, b: 1142.1

Fig. 4-8은 DWT 20,000T 미만의 탱커선에 대하여 벌크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

계처리를 한 그림이며, 이를 통하여 결정계수, R

이 0.69라는 신뢰도를 가지는 선

형함수를 도출해 내었다.

DWT 20,000T 미만의 탱커선의 경우 선박의 크기에 따라 주기관이 출력이 일정

하지 않아 R

이 다소 낮은 선형함수가 도출이 되었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세선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범위를 벗어난 일부 데이터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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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Proposal of Min. Propulsion Power for tankers less than DWT

20,000T

P = (a x D) + b ················································································ (4-4)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2281, b: 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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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산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

구하는 두 가지 큰 축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박운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항의 효

율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선박의 안전운항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강화된 선박온실가스 규제와 EEDI의 도입으로 늘어난 

선박의 감속운항과 경제운항 및 저출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선박의 안전운

항저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MEPC에서는 지나친 친환경과 연료 효율의 

강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선박의 안전운항저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와 함께 황천항해시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출력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최소출력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관 출력에 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였다.

둘째, 최소출력에 관한 국제동향과 지침을 분석하였다. 최소출력에 관한 지침은 

MEPC 제 64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건이 제안되었고, 개정을 거쳐 MEPC 제 65

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MEPC 제 68차 회의에서 첫 번째 평가지

침의 내용이 강화 및 수정되었다. 최소출력에 관한 평가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지며, 두 가지 평가기준 중 하나만을 만족하면 최소출력에 관한 요구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출력에 관한 level 1의 평가방법

만을 적용하였고, 사용된 평가식은 아래와 같다.

- Level 1 assessment / Minimum Power Line value = (a x DWT) + b )

(Parameters a, b는 선박의 특징이 반영된 상수값)

셋째, 최소출력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는 두 가지로, G.J.

Grigoropoulos 교수에 의한 선행 연구 및 2014년 MSC 제 93차 회의 때 그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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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제안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최소출력에 관한 두 

가지 평가지침의 수준이 상이함과 MEPC 제 65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3 최소출

력 잠정지침서’의 기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기관 출력관련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다. 주기관 저출력으로 인하여 주묘

된 쳉루 15호 사건을 포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분과 A. Papanikolaou

(2015) 등에 의하여 작성된 논문을 통하여 주기관 출력과 해양사고와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다섯째, 해기사를 대상으로 주기관 출력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의 목

적은 주기관 출력 및 관련 지침에 관한 해기사의 인식파악과 주기관 출력관련 해

기사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설문대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으로, 최종 항해사 142명, 기관사 107명의 유효답안을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를 통하여 주기관의 저출력으로 인한 사고경험이나 ETA가 지연된 경험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소출력 확보의 중요성 및 관련 지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여섯째, 최소출력 지침을 적용하여 기존 운항중인 벌크선 및 탱커선의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대상은 한국선급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

록되어 있는 벌크선 692척, 탱커선 201척으로, 평가방법은 주기관 최소출력의 평

가지침 중 level 1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최소출력 지

침변화에 따른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MO MSC-MEPC.2/Cirl.11 적용: 벌크선의 경우 평가지침 대상인 642척 중 

502척이 평가지침을 만족하고, 탱커선의 경우 평가지침 대상인 132척 중 115척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MEPC. 232(65)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 적용: 벌크선의 경우 평가지침 대상

인 642척 중 573척이 평가지침을 만족하고, 탱커선의 경우 평가지침 대상인 132척 

중 130척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MEPC. 262(68) 2013 최소출력 잠정지침에 대한 개정안 적용: 벌크선의 경우 

평가지침 대상인 642척 중 476척이 평가지침을 만족하고, 탱커선의 경우 평가지침 

대상인 132척 중 73척이 평가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최소출력에 관한 지침이 MEPC. 262(68)에서 매우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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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실태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정된 주기관 최소출력에 대한 지침을 제안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수정된 벌크선의 주기관 최소출력 지침  

P = (a x D) + b ················································································ (5-1)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0687, b: 4476.2

2) 수정된 탱커선의 주기관 최소출력 지침  

P = (a x D) + b ················································································ (5-2)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0628, b: 6400.8

여덟째, 실태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최소출력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DWT

20,000T 미만의 벌크선 및 탱커선의 지침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DWT 20,000T 미만 벌크선의 주기관 최소출력 지침  

P = (a x D) + b ················································································ (5-3)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1899, b: 1142.1

2) DWT 20,000T 미만 탱커선의 주기관 최소출력 지침  

P = (a x D) + b ················································································ (5-4)

단, P: 주기관 출력(kw), D: 재화중량톤수(T)

a: 0.2281, b: 1172.1

본 연구는 주기관 최소출력 확보의 중요성과 선박의 안전운항과의 관계를 해기

사의 설문분석과 해양사고 조사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또한 기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수정된 최소출력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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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대한 최소출력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선박에

서는 제시된 간단한 식을 이용하여 본선의 선박크기 대비 주기관 출력이 적절한

지를 평가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연구를 토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

다면 선박의 출항통제나 안전운항에 대한 지침을 주기관 출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정립해 볼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아쉬운 점은 수정된 평가식과 새로 제안된 중소형선에 대한 평가식이 선박의 

물리적인 특징을 고찰하여 도출된 식이 아니고 확보된 선박을 이용한 통계처리의 

결과라는 점이다. 관련하여 선박의 물리적인 고찰을 통한 평가지침의 새로운 접근

과 MEPC의 평가지침 중 level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주기관 출력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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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집안 걱정을 잊고 직장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인어

른과 장모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이 논문

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만 지난 2년 

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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