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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7*) 결과

Ⅰ.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7th Session

개요
• 회의명 : 제7차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7)
• 일시 / 장소 : 2020. 1. 15 ∼ 24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3여개 회원국, 36여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단체 대표 등 572여 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이네비게이션 해사서비스 지침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
• 우리나라 등의 제안으로 IMO가 주관하고 관심있는 IMO 회원국 등이 참여하여 이네비게이션
(e-Navigation) 해사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NCSR 산하 이네비게이션 회기간 회의체
(Intersessional Harmonization Group)*를 설립하기로 함
* 회의의 목적, 범위 및 위임사항은 제8차 NCSR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IMO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 승인되도록 요청하기로 함

• 해사서비스 간 상호 운영성, 기술서비스 연계 및 제한된 개발자 역량 등을 위한 추가 지침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조정기관* 간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작업하기로 결정함
* 국제해사기구 (IMO), 세계기상기구 (WMO),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국제도선사협회 (IMPA), 국제해사보건기구 (IMHA),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 작업반 논의 시, 조정기관 간 비공식 회의 참여 범위를 관련된 협의체/기구(the relevant
groups/organizations)’로 정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는 ‘분야별 조정기관(the relevant
domain coordinating bodies)’으로 변경함
- 본회의 종료 후, 항해작업반 의장(Mr. Joris Brouwers, 네덜란드)에게 문구 변경 사유확인
결과, IMO 사무국의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IMO 회원국은 IMO를 통해 지침
개정 등에 참여가 가능함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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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서비스 추가 등 전략이행계획 (SIP,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NCSR 전문위원회 기타 의제 (Any other business)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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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TS 지침 개정안 검토 및 MSC 102차 승인 준비
• 우리나라 등 8개 국가 및 국제항로표지협회 등 8개 단체는 해상교통관제 (VTS, Vessel Traffic
Services) 지침 개정을 제안하여 논의한 결과, 기존 개정안에서 영해 밖 VTS의 업무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차기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승인 요청키로 함
- 수정된 개정안은 영해 밖 VTS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정보제공, 조언, 지시) 중 지시를
제외한 정보제공, 조언만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특정해역에서 복수의 국가가
VTS 운영시 국가간 협력 조문을 신설, 환경 보호를 위한 경우 선박이 VTS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
3. 전자해사간행물 사용에 관한 지침 개발 필요성 논의
• 우리나라는 전자해사간행물 (e-NPs,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사용에 대한
지침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서(NCSR 7/22/3)를 제출하여, 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음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7*) 결과
* Sub-Commi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7th Session

개요
• 회의명 :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7)
• 일시 / 장소 : 2020. 2. 3 ∼ 7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2개 회원국 및 정부간ㆍ 비정부간 기구 대표 등 456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 통일된 협약이행으로 안전운항 기여 및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로부터 자유로움

• 우리나라는 전자해사간행물 지침개발을 위해 MSC에 신규의제 제안문서(New output) 제출
의사를 표명함

▶ IMO Meeting Summary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7th session, 15-24 January 2020

1. 선박 복원성 관련 협약요건 개정
• 선박 복원성 요건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련 협약요건 및 해설서* 개정을 논의하였고, 관련협약 및 해설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MSC, MEPC)에 승인을 요청 예정
* ① SOLAS II-1장 요건에 대한 해설서 개정, ② 일반화물선 수위감지기 설치대상 확대, ③화물선 수밀문 관련
협약요건(SOLAS, MARPOL, ICLL, IBC 및 IGC Code) 일치

2.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 선박을 위한 안전대책
• 극지해역 운항 SOLAS 비적용 선박 (어선과 유람요트)의 안전 향상을 위한 임시지침*을 개발하고, MSC 103차에 승인을
요청 예정
* 안전지침서는 부록 1 (24m 이상의 어선에 적용)과 부록 2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톤 이상 유람요트에 적용)로 구성

3. 12인 초과 산업인력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기준(IP Code) 개발
• 12인 초과 산업인력 수송선박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SOLAS 15장과 IP Code 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일부
추가검토 사항을 통신작업반(CG, Correspondence Group)에서 추가논의 후 SDC 8차 회의에서 최종 마무리 예정
4. 2세대 비손상 복원성 임시 지침서 최종안 개발 및 해설서 마련
• 현행 복원성 기준 개선을 통한 선박의 복원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2세대 비손상 복원성* 임시지침 개발 완료 및 MSC
102차 승인을 요청하고, 임시지침 해설서는 SDC 8차 회의에서 최종 완료하기로 결정
* 2세대 비손상 복원성 : 잔잔한 수면 상태에서의 일반복원성(정적)이 아닌, 변화하는 해상상태에서 선박에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한 복원성

▶ IMO Meeting Summary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7), 3-7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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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7*) 결과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7th Session

4. 조건과 지역을 포함한 EGCS 배출수에 관한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 각 회원국(EU, 중국, 일본 등)에서 제안한 배출수 평가를 위해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여,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EGCS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 및 지침 마련 위한 작업 범위
설정* 및 제목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제75차 MEPC에 승인 요청
* EGCS 배출수의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을 위해 작업범위를 총 4장으로 상세 구분함

개요
• 회의명 : 제7차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7)
• 일시 / 장소 : 2019. 2. 17~ 2. 21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9개 회원국 /및 1개 준회원국, 43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565여 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AFS(Anti-Fouling System) 협약 부속서 1 개정
• Cybutryne을 함유한 방오도료 규제의 현존선 소급적용에 관한 타협안, 국제방오시스템증서 양식 개정,
검사요건을 반영하여 AFS 협약 부속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제75차 MEPC* 에 승인 요청하였음
* MEPC: Marine Environment Production Committee

- ① 위해성 평가 및 영향평가, ② EGCS 잔류물의 운반, ③규제적 사항, ④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
-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EGCS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 및 지침” 초안 개정
5. 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유 사용 및 운반시,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기준 개발
• 북극해에서 선박 연료로서 중유 사용 및 운송의 위험성 경감을 위한 지침서 초안 개발하였고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내용을 보완, 제8차 PPR에 보고토록 함
• 사회, 경제 및 환경 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북극해에서 중유 사용의 금지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MARPOL 부속서Ⅰ 개정 초안*을 작성, 제76차 MEPC에 제출키로 함
6. 통합빌지시스템(IBTS*) 지침서 검토 및 국제 기름오염 방지(IOPP*)증서, 기름기록부의 개정
* IBTS: Integrated Bilge Water Treatment System
* IOPP: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ertificate

• 작업반을 개설하여 통합빌지시스템 지침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기름기록부(양식) 및 기름기록부 작성
지침(예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승인을 위해 제76차 MEPC에 제출키로 함

2. 2011 침입 수중생물 이동 최소화를 위한 선박 Biofouling의 통제 및 관리지침(MEPC.207(62))
•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였고, 통신작업반은 기술검토반에서 식별된 주요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현 지침의 실효성
평가, 실용적 규제 방법/현재 기술의 검토 및 지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제8차 PPR에 제출하도록 함

7. BWMS의 시운전 시험에 관한 지침 개정
• 유입수 및 배출수를 지표분석 하도록 하고, 시험대상 생물의 범위 축소, 최소 채집량, 시험의 독립성을
규정하여 BWMS의 시운전 시험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제75차 MEPC에 승인 요청함

3. 배기가스정화설비 지침서 개정 (MEPC.259(68))
• 2015 EGCS (Exhaust Gas Ceiling System) 지침서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 결과보고서(PPR 6/11) 및 관련
의제문서(PPR 7/11 및 기타 문서)를 대기오염방지 작업반(WG2)에서 논의하였으며, 개정 지침서“2020 EGCS
지침서*”및“MEPC.1/Circ.883/Rev.1”회람문서** 채택 및 승인을 위해 제75차 MEPC에 제출할 예정임

▶ IMO Meeting Summary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7), 17-21 February 2020

* 스크러버 사용 시, 배출수 샘플링 위치 및 모니터링 기록, 예비품의 권장범위, 부적합 사항 대응 지침, 항만국통제
검사사항 등
** Guidance on indication of ongoing compliance in the case of the failure of a single monitoring
instrument, and recommended actions to take if the EGCS fails to meet the provisions of the EGCS
Guidelines (Resolution MEPC. 259(68) ) 단일 모니터링 기기 고장 시 지속적인 준수 표시 지침 및 EGCS
지침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장 조치 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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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7*)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7th Sesssion

개요
• 회의명 : 제7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7)
• 일시 / 장소 : 2020. 3. 4 ∼ 8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논의함
• (논의 결과)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잠정 지침안에 합의하고, 승인을 위해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함
- 최대 구조예상시간의 결정 및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POLAR LSA) 시험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4.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MSC.1/Circ.1315) 개정
• (논의 내용)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MSC.1/Circ.1315) 개정에
대해 논의함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0 개 회원국 및 27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410명
• (논의 결과) 소화성능 검증 관련 불명확한 표현 “Salts of Potassium”을 삭제하고 강화된
시험기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최종안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주요의제 논의결과

5.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의 요건 개발

1.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
• (논의 내용) SSE 5차 회의 결과에 따라 SOLAS III장을 위한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목표기반기준(GBS)에 따라 구명설비의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을 개발하여 SOLAS
Ⅲ장 대체 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MSC.1/Circ.1212)에 반영하고, MSC 101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 (논의 내용)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와 관련한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선박 하역설비와 윈치의 검사
및 정비에 대한 요건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은 모든 하역설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용하중이 1,000kg 미만 설비는 검사 및 증서 요건을 제외한 협약의 일부 요건만
적용하기로 결정함

2. 생존정의 통풍요건 개발
▶ IMO Meeting Summary
• (논의 내용)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과 관련한 LSA 코드 개정안 및 구명설비 시험에
대한 개정 권고안 (결의안 MSC.81(70))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7th session, 2-6 March
2020

• (논의 결과)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요건은 SSE 5차에서 합의된 LSA 코드 개정안*을 유지하고,
생존정의 환기장치 시험에 대한 결의안(MSC.81(70)) 개정은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함
* CO 농축 임계값 5000 ppm, 환기량 5㎥/h/person

-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에 대한 LSA 코드 및 결의안 MSC.81(70)의 개정은
통신작업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정안을 개발하여 차기 회의(SSE 7)에
제출하기로 함
3.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
• (논의 내용)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생존정에 생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잠정 지침 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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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IMO 임기택 사무총장 인터뷰

송가 이리듐 화물선, 기관 고장으로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서 좌초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2.30)

●

터키 이스탄불주는 노르웨이 선사 소유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송가 이리듐(Songa Iridium) 호가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화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좌초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힘

●

2008년에 건조된 송가 이리듐 호는 길이 191m, 배수량
2만3천500톤 규모의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당시 19명이
승선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출항해 이스탄불
암바를르 항으로 향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사고 발생

●

송가 이리듐 호는 해안 구조물과 충돌했으나 선장이 엔진
고장을 보고한 후 빠르게 닻을 내린 덕분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터키 당국은 즉각적으로 예인선을
투입해 사고 선박을 옮김

(출처 : Lloyd’s List ‘20.1.4)

●

2003년까지 동 해협에서 461건의 사고가 발생함
●

●

보스포루스 해협은 최단 폭이 약 700m에 불과하고 S자
형태로 굽은 형태로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터키 일간 사바흐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79년 11월에는 루마니아 유조선이 그리스 화물선과
충돌한 후 폭발하면서 선원 42명이 숨졌으며,
2003년에는 조지아 선적 화물선이 좌초해 기름 480톤이
바다에 유출된 바 있음

전 세계 선주사들, 황 함유량 0.50% 규제 앞서 디벙커링 대거 시행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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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입니다. 이전보다 해운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한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활동은 여러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바라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MO가 회원국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벙커링(Debunkering)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며, 급유를 이송하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소요
시간으로 인해 선박 운용 및 화물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디벙커링(Debunkering) : 벙커링(Bunkering)은
선박 종류와 관계없이 육상에서 선박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하는 일련의 작업을 일컬음. 디벙커링

IMO 사무총장 임기를 맡은 지난 4년 동안 국제 해사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며, 국제해사기구(IMO)가 강조하는 몇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운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IMO는 2018년 4월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채택을 통해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IMO 2020년 황산화물 0.50% 환경 규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 선주사는 규제 준수를 위해
기존에 선박에서 사용하던 고유황 연료유를 육상으로
디벙커링(Debunkering)하는 작업이 대거 시행 중

장기항해로 인해 디벙커링(Debunkering)이 불가한
선박은 고유황유를 먼저 소진하여 저유황 연료유를 규제
시행일보다 앞서 사용하며, 탈황장치(Scrubber)가
설치된 선박은 지속해서 고유황유를 사용할 것임

Lloyd’s List가 IMO 사무총장 연임과 2020년 신년을 맞이하여 시행한 임기택 IMO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요약 내용임

2020년 선박의 황산화물 0.50% 배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산업계의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MO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규정과 지침을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효과적인 규제 준수 및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연구와 회원국과의 협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Debunkering)은 벙커링의 반대 작업으로 여타의
이유로 선박으로부터 연료유를 육상의 터미널이나 항만
혹은 다른 선박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일컬음. 통상
디벙커링의 주된 이유는 연료유의 품질 저하 및 여타의
규정에 따른 사용 불가, 입거(Dock)를 위한 탱크 비우기
등이 있음

IMO의 전통적인 역할인 해상안전 유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극지방의 선박 운항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IMO는 극지방의 해상안전을 위해서 Polar Code를 개발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해상안전을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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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빅3 전세계 LNG선 발주량 총 60척 기록

스크러버 장착 선박, 선박 용선시장에서 저평가
(출처 : S&P global Platts ‘20.1.3)

●

(출처 : TradeWinds ‘20.1.7)

금년 1월부터 저유황 연료유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유조선 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임

●

- TradeWinds가 브로커, 조선소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LNG선 50척 및 20,000 CBM 이하
소형선 10척이 계약됨

- S&P Global Platts Analytics 에 따르면, 전세계
유조선의 약 17%가 0.5% 유황 벙커 연료사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스크러버를 장착, 저비용으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이 각 20척, 13척, 10척으로
총 43척을 수주하였으며, 중국의 Hudong Zhonghua
조선소가 국내 선주로부터 2척을 수주. 일본 조선소는
대형선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고 JMU가 2,500
CBM급 1척을 수주

- 동 데이터에 따르면,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고유황연료
구매로로 연료비 절감이 가능. 0.5% 연료 프리미엄은
12월 기준 톤당 225달러로 7월 151달러 대비 상승
●

하지만 일부 소식통은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 선박의
가용성이 높은 특정 시장에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
-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 여전히 더 낮은 가격의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선주들은 스트러버 장착

2019년 전세계 LNG선 발주량은 60척을 기록, 사상
4번째 많은 LNG선이 발주됨

비용과 스크러버 미장착 선박간의 원가 비교가 가능
●

-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1년 용선료는 저유황유 사용대비
VLCC의 경우 4,000~5,000달러/day, 중형 유조선의
경우 1,000~1,500달러/day의 프리미엄 형성

CLARKSON 자료에 따르면, 2019년 LNG선 발주량은
전년도 77척, 2004년 및 2014년의 각 71척, 70척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도의 투기발주가 지속되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됨

- 그러나 2020년 수요는 카타르의 80척 등 프로젝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모잠비크 프로젝트 17척, 러시아 Novatek
프로젝트 10척, 나이지리아 프로젝트 등이 수요요인이
있음

< 2019년 LNG선 발주현황 >

수에즈운하 당국, 2020년 선박통행료 전년 수준으로 동결

대우조선해양

(출처 : Lloyd’s List ‘20.1.6)

●

조선소

수에즈운하 당국(SCA)은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
불안에 직면하여 두 가지 선종을 제외하고 2020년
운하 통행세를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

현대중공업

- SCA 최고경영자는 지난주말 LPG 운반선 및
건화물선에 대한 5% 인상을 제외하고 모든 선종에 대한
2020년도 통행세를 동결한다고 발표
- 2019년 선박 통행 척수는 18,880척으로 3.9%
증가하였으며, 톤수로는 5.9% 증가한 12억톤을 기록.
연간 매출액은 1.3% 증가한 58억달러를 기록
●

그러나, 동 CEO는 무역마찰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운하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
-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2%로 저조, 국제무역량
증가율도 1.1%로 둔화

삼성중공업
-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중동과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령으로 인해 정치·안보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

Zvezda Shipbuilding Complex
Hudong-Zhonghua 조선
소형선

선주
Maran Gas Maritime
BW LNG
MOL
Capital Maritime & Trading
Danagas
H-Line
NYK Line
SK Shipping
TEN
Knutsen OAS Shipping
Korea Line
JP Morgan
Celsius Shipping
Sinokor Merchant Marine
Nisshin Shipping
MSIC
JP Morgan
NYK Line
Sovcomflot
Smart LNG
CSSS Shipping Leasing

척수
7
2
1
3
2
2
2
2
1
4
2
2
2
4
1
2
2
2
1*
4*
2
10

*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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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크기 LNG 벙커링 선박, 성공적으로 시운전 종료
(출처 : OIL & GAS NEWS ‘20.1.11)

●

●

●

2020 IMO 황산화물 규제강화로 탱커 해체량 증가 예상
(출처 : Trade Winds ‘20.1.14)

중국 상하이에 있는 후동중화조선(Hudong-Zhonghua
Shipbuilding)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대 크기의 LNG
벙커링 선박*인 Gas Agility 호가 최근 선박 시운전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밝힘

●

-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선주들의 운임 상승 기대에 따라
작년에 총 52척.3.54백만 DWT의 유조선이 해체되어
2018년도 175척.20.3백만 DWT에 비해 크게 감소

지난 2018년, 프랑스 Total Marine Fuels Global
Solutions(TMFGS)社와 일본 Mitsui O.S.K.
Lines(MOL)社는 대형 18,600-cbm(m³)급 LNG
벙커링 선박에 대한 장기용선계약 체결을 발표
동 선박은 일본의 대형 해운선사인 MOL(Mitsui O.S.K.
Lines)社에 의해 발주되었으며, 선박은 인도 후에
북유럽에서 CMA CGM社의 23,000-teu급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리즈에 LNG 공급을 할 예정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선박으로써 발주처(선주)는
일본의 대형 해운선사인 MOL(Mitsui O.S.K. Lines)社
임. Gas Agility 호는 길이 135m로서 18,600 cbm 탱크
용적을 지닌 대형 LNG 벙커링 선박임.

- 선형별로는 VLCC가 31척에서 4척, Suezmax가
22척에서 6척, Aframax는 46척에서 1척으로 각각
감소
●

첫 IMO 2020 위반 선박 중국에서 적발
(출처: Seatrade Maritime News ‘20.1.13)

- 중국 해양안전국(MSA) 항만국통제(PSC)는 지금까지
위반 선박 2척이 적발된 가운데, 첫 번째 사례는
청도항에서 사용연료유의 황 함유량 위반기준치
0.5%를 넘어 0.6777%인 경우이며, 다른 사례는
시먼항에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한 경우로
적합유 교체 후 6일 동안 정박했다고 밝힘

- 당장 중국 당국이 관련 선박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범칙금의 경우 중국 규정에 따라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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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은 벙커유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운임을 기대하면서 노후선 유지가 가능

전세계 해적발생 감소 속에서도, 기니만 선원납치 전례 없는 증가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14)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0.5% 미만의 저유황유
사용을 강제화하는 IMO 2020 시행 후 첫 위반 사례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보도

- 그러나, 엔진 연료공급 시스템에 이전에 사용한
고유황유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연료시스템
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함

- BIMCO 관계자에 따르면 해체는 단기 미래 운임과
연계되어 있으며, 스크랩 철강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언급. 2020년 시장전망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선주는 운임수입이 계절적으로 하락할 때
해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 운임상승에 대한 낙관론은 제품운반선으로 확산, 지난해
해체량은 62척.2.85백만 DWT에 불과

* 선명 Gas Agility 호는 건조 중인 세계 최대 크기의

●

시장 관계자들은 2019년에 탱커시장 호조로 해체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금년에는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전망

●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해적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전반적으로 해적발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니만(Gulf of Guinea) 내
선원납치가 크게 증가함

●

국제해사국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201건 해적발생에
비해 2019년에는 162건으로 줄었으며, 이 중 선박
납치 4건, 총기발사 11건, 공격 시도 17건, 해적 탑승
130건이라고 밝힘

●

그러나, 기니만에서만 4척의 선박납치를 포함해서 64건이
발생하였으며, 납치된 선원수는 2018년 78명에서 50%
이상 증가한 121명으로, 4사분기만 6건의 사고에서
64명이 납치됨

위안(약 1,445달러)에서 최대 10만 위안까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동 건은 첫 번째 위반 사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IMO
2020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사하게 싱가포르 해협에서 2018년 3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제한적이지만 무장강도 공격을

포함해 12건으로 증가함
●

인도네시아 항구의 무장강도 공격은 2018년 36건에서
25건으로 줄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해안 경찰(IMP)과
국제해사국 해적보고센터(IMB PRC, IMB Piracy
Reporting Centre)의 공조가 사고를 줄였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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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LNG 운반선, 2026년까지 800척으로 증가예상
(출처 : Trade Winds ‘20.1.16)

●

카타르, LNG 운반선 80척 발주를 위하여 조선소들과 협상 추진
(출처 : Trade Winds ‘20.1.17)

Fearnleys에 따르면 신규 LNG 프로젝트 수요에 따라
향후 6년내에 전세계 LNG 운반선은 최대 800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이와 관련, 지난 수 개월간 조선소 관계자와 카타르
LNG 생산업자들은 서면 검토절차를 거쳤으며, 이달
중으로 도하에서 최종 사양 검토절차를 진행예정

-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대 500척에서 계획된 LNG선이
인도되면 2021년까지 6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또한 2023~2017년간 연간 약 1억3,400만톤의 LNG
공급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LNG 운반선의 신조가
필요하여 2026년까지 800척의 LNG선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동 관계자는 2020년 시장은 보합 또는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수급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2019년의 경우 LNG 공급증가가 확대되었으나
운반선의 톤마일 증가는 8.5%로 2018년의 14.4%

- 중국은 대량의 LNG를 수입하는 대신에 자국조선소에
신조 발주 조건을 제시하면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한국 업체들은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선주들은
건조품질에 대한 우려로 프로젝트 참가에 다소 소극적

증가보다 둔화
- 2019년 전세계 LNG 생산량은 3억6,100만톤으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2,000만~2,500만톤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

●

현대상선,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정회원 가입 승인 받아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7)

●

2020년 1월 16일, 현대상선 측은 최근 미국 연방해사
위원회(U.S. Federal Maritime Commission)로부터
세계 3대 해운 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받았음을 밝힘

●

이로 인해 ’20년 4월부터 디 얼라이언스(THE
A l l i a n ce ) 가 운 영 하 는 노 선 에 서 본 격 적 인 활 동 을
시작하며 항로 다변화 등 경쟁력 있는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는 포괄적인 해상운송
서비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신규 서비스를
통해 컨테이너 선방 운항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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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는 80척의 LNG선 발주를 위한 조선소들과의 대면
협의를 요청

카타르는 2019년에 조선소와 선주에게 별도로
사업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금년에는 동 프로젝트
추진예상

- 카타르 정부는 LNG선 100척을 언급했으나,
조선소에게는 80척, 선주에게는 60척에 대한 각각 다른
사양제시. 6월에 조선소는 40척에 대한 확정 신조 제안
및 40척의 옵션을 제안하였으며, 카타르는 2023년부터
매년 10척의 선박을 인도 희망

싱가포르에 첫 번째 LNG 벙커링 선박 성공적으로 인도
(출처 : SAFETY4SEA ‘20.1.19)

●

중국 난통(Nantong)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지난 ’19년
9월 명명된 8,000DWT급 LNG 벙커링 선박인 ‘Marine
Vicky’호가 Sinanju Tanker Holdings社에 성공적으로
인도됨
- 동 선박은 엑슨 모빌(ExxonMobil) 계열사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 있는 엑슨모빌 아시아 퍼시픽(ExxonMobil
Asia Pacific Pte Ltd)과 2년간의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함

*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 독일 하파그로이드,
일본 NYK, MOL과 K Line, 대만 양밍 등이 결성한 해운
동맹으로 양대 해운 동맹인 2M, 오션에 맞서기 위한
제3의 해운 동맹으로 2017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 이에, 2020년 상반기 동안 싱가포르항만 내를
운항하면서 외항 선박들에 LNG 연료를 공급할 계획임
●

지원하고, 향후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싱가포르항만은 전 세계 선박들의 주요 벙커링 장소로서,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LNG 추진선 건조를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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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탈 탄소화에 대규모 투자 필요

세계 첫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 노르웨이에서 개발 중
(출처: World Maritime News ‘20.1.23)

(출처: Global Maritime Forum ‘20.1.20)

●

2050년까지 해운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8년 대비
반으로 줄이는 IM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대 1조
4,000억 달러(한화 약1,650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 Maritime CleanTech(NCE)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 개발
프로젝트인 ShipFC*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천만유로
지원을 받기로 결정

●

비영리단체 글로벌마리타임포럼 등이 결성한 탈탄소
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 경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부터
20년간 1조∼1조4,000억 달러가 투자돼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완전 탈 탄소 수준에
이르기 위해선 추가로 4,00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노르웨이 Eidesvik社가 소유 및 운영하는 해양지원선
Viking Energy 선에 2MW급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청정에너지만 사용하여 연간 최대 3천 시간을
운항할 계획임을 밝힘

●

탈탄소연합은 영국 해사조사기관 UMAS와
국제환경단체인 에너지이행위원회(ETC)와 공동으로
‘18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 1조8,500억 달러를 분석해
해운업계에 필요한 투자액을 산출함

- 동 프로젝트는 대형선을 대상으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고출력으로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23년까지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

- 연합은 암모니아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탈탄소
연료로 후보로 꼽았으며,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렴하고
저장하기 쉬운 데다 메탄올 등 기타 합성 탄화수소보다
제조 비용이 적게 들며 암모니아 투자가 수소 연료 생산
외에도 비료 생산 등에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100kW급 연료전지를 2MW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육상시험을 거쳐서 설치 예정. 또한, 노르웨이 비료

환경단체들, IMO에 환경규제 강화 요구
(출처 : Lloyd’s List ‘20.1.20)

●

- 6개의 비정부기구가 보낸 공개서한에서 공공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수년간 취해질 조치는 현재
배출량에 대한 과정을 뒤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언급

●

파리협정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탈탄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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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FC : 유럽 14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Eidesvik
Shipping, Equinor, Yara, Wärtsilä社 등이 참여하고
있음.

정유업계, 0.50% 저유황 연료유에 관한 정밀분석 요구받아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28)

환경단체들은 IMO 임기택 사무총장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전쟁에서 ’야심찬 지도력의 표지‘가 될 것을
촉구

- 6개의 NGO는 Ecodes, Clean Shipping Coalition,
Environmental Defense Fund, The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Pacific Environment 및
World Wide Fund for Nature 등임

회사인 Yara社가 전기분해를 통한 청정 암모니아를
제공할 예정

- 기후변화 억제에 대한 압박과 2050년까지 해운에서의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EU 및
관할구역 등 모든 수준에서 정당한 규제조치를
목적으로 함
- NGO 그룹은 사무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탈탄소화 해운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운산업을 ’기후행동의 선구자‘로 만들 것을 제안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MO 황산화물 0.50% 배출
규제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개발한 저유황 연료유가
해운업계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저유황
연료유에서 과도한 블랙 카본(Black Carbon)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2020년 2월 개최되는 IMO 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에 독일과 핀란드는 PPR 7/8 문서
제출을 통해 선박의 블랙 카본 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로마틱(Aromatic) 성분이 현재 사용 중인 0.50%
저유황 연료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함

●

이에, 일부 해역에서 잔류유(Residue) 형태의
저유황 연료유(VLSFO)보다는 증류유 (Distillate) 등의
사용 필요성,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이 연구

<출처: IMO 의제문서 PPR 7/8 (독일, 핀란드)20.>

결과를 고려하여 선박 연료에 관한 표준인 ISO 8217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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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 금지국가 16개국으로 증가

(출처 : Lloyd’s List ‘20.2.4, 2.5)

(출처 : 하나금융투자 20.1.29)

●

●

EU,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선박 배출가스 40% 감축 목표로

동남아시아 최대 항구 중 하나인 파키스탄 Karachi
항구와 바레인 항구에서도 개방형 스크러버 가동이
금지됨

●

- 이로써 개방형 스크러버 가동을 금지하는 국가 수는
16개국으로 늘어남

- 이에 따라 국제 해운업계는 EU의 선박 온실 가스
감축 계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Karachi 항은 파키스탄 내 해상물동량의 60%를
처리하는 자국 최대의 항구이자 중국으로 향하는
해상~육상 운송로의 중간기착지로서 의미가 큰 곳임

- EU 의회의 환경 담당 의원은 배기가스 배출량과
무역시스템 하에서 선박이 운항하고, 선박의
탄소집약도 개선 및 탈 탄소화 기금을 지원하는
규제제안을 발표. 이 규제의 초안은 EU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탄소 배출 허용량을
분배하는 것임

바레인 정부 또한 2020년 1월 20일을 시작으로 개방형
스크러버 가동 금지를 시행할 것을 지난해 말 발표
- 이로써 개방형 스크러버 가동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두바이(아부다비), 벨기에, 독일(라인강),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중국(대부분 해안과 시장강,
양자강 내륙운하), 아일랜드(더블린), 노르웨이(모든
종류의 스크러버 금지), 미국(하와이,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메사츄세츠), 싱가폴, 푸자아라,
말레이시아, 파나마 운하, 파키스탄, 바레인 등
16개국이며,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금지를 검토중

- 동 제안은 EU의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시스템을 수정하는 초기과정이 될 수 있으며,
EU에 입항하는 5,000GT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함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컨테이너 운송 차질 발생

- EU 업계는 허용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탄소배출권제도(ETS)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 해운의 경우
ETS에서 제외되었으며, 해운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반면, 국제 해운업계는 이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로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세계적인 운송 데이터 제공업체인 알파일리너
(Alphaliner)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 1월 20일 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내 많은 공장이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그로 인한 운송산업계의 영향이 점점 커짐. 이에
중국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이 1분기에만 600만
TEU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항만 운영에 따른 관련 업계 선원 및 항만 노동자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여 항만 내 일부 지역을 격리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로 운송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구 우한(Wuhan)은
철도, 트럭, 항공, 페리 운송 등의 주요 교통 요지로서
해상운송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물류 거점

한편, 국제 선주단체들은 EU의 제안에 대해 국제적인 탈 탄소화를 해체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비난
- 개별 선박의 탄소집약도를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동 조치는 ICS 및 BIMCO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음. ICS는
선박의 탈 탄소화 작업은 IMO를 통한 국제적인 규제의 틀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언급
- 또한 EU 의회에서 추진중인 일방적인 조치는 현재 IMO에서 진행중인 진전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간 협력 및 IMO 전략이행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함

●

*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 : 아데노바이러스·리노

선주단체는 IMO 전략의 기준년도 2008년을 2018년으로 변경과 함께 향후 10년간 탄소탄성치 40% 감축이
대형 원양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

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로,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

EU 의회가 준비중인 초안은 기준연도를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록했던 IMO 초기전략 기준연도 2008년과 상이
- EU의 40% 감축은 2018년 EU의 MRV 보고서에 포함된 선형과 선종의 카테고리별 평균실적에 기초할 것임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 ‘20.2.10)

●

EU가 새로운 규제변경으로 인해 약 2030년까지
12,000척의 선박이 2018년 대비 탄소탄성치를
40%이상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 전자현미경으로

- 탄소탄성치 개선이 반드시 전체 배출량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IMO의 목표는 개별선박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선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

봤을 때 바이러스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Corona'에서 파생돼 명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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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35명으로 늘어

(출처 : Lloyd’s List ‘20.2.11, 2.12)

(출처: World Maritime News ‘20.2.11)

●

ICCT: 온실가스배출 감축 위해 보다 강력한 선박엔진 출력 필요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은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35명으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함

●

- 후생노동성은 2월 10일까지 439명의 환자 중 135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요코하마항에 검역을
위해 격리 중인 승무원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2월
19일까지 계속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양성반응을 보인 모든
인원은 진료를 위해 요코하마 지역의 면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감염된 승객들이 최근 14일간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들은 검역소에 머물 예정임

- ICCT 연구에 따르면 선박의 엔진출력 제한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탄소배출
제한을 가져올 것으로 봄

사람이라고 전함
●

- 프린세스크루즈社는 크루즈선에 2,666명의 승객과
1,045명의 승무원이 승선했으며, 이 중 절반이 일본

현 상황으로 인하여 프린세스크루즈社는 2월 4일부터
12일까지 계획된 2건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출항을
취소함

미국에 기반을 둔 청정운송에 관한 국제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CCT)는 선박의 엔진출력
제한으로 CO2 저감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한이 있어야 하며, 약간의
엔진출력 감축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밝힘

- 엔진출력 제한은 거의 1년동안 논의되어 온 단기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소개된 옵션이며, ICCT는 엔진출력
제한이 배출가스 감축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ICCT 보고서는 30%의 엔진출력 제한으로 CO2 배출감축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고
- ICCT는 선종 및 선형에 따라 40~50%의 엔진출력 감축이 CO2 배출량은 1~4%를 줄일것이며, 엔진 출력 60%
감축은 2018년 운항 선박 기준으로 배출량은 6%, 신조선박에 적용할 경우 3배까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 함

중국 선주와 리스금융, 해운시장에서 스크러버 투자 주도

- 60% 엔진출력 감축 적용시 선종 및 선형에 따라 CO2 배출량은 14,500 TEU 이상 컨테이너선의 경우 15.3%,
12,000TEU~14,500TEU 컨테이너선은 7.7%, 200,000DWT 이상의 벌커선은 12.1%가 각각 감소

(출처 : Lloyd’s List ‘20.2.14)
●

●

로이드 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총 2,753척.
3억 2,870만 DWT의 선박이 스크러버를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로 580척이 공사중이거나 공사진행
계획임

- ICCT는 IMO가 2018년에 목표설정 당시 선속 감축으로 2008년 대비 이미 30%의 배출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 이중에서 최대의 스크러버 장착 선사는 중국의 COSCO
해운으로 113척.1,790만 DWT의 선박이 스크러버를
장착. 중국의 리스은행과 함께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SOx 배출 규제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의 리스금융사는 스크러버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5년동안 특히 최상위 선주들에 대한 금융 리스가
급격히 증가
- 중국상업은행(China Merchant Bank) 및
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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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CCT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 해운 및 조선업계는 IMO에 대해 기존선박은 2008년 기준 대비 선형 및 선종에 따라 일정 비율로 톤마일 당
CO2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 2008년 기준선은 신조선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XI)
기준으로 사용됨

103척.2,140DWT 및 32척의 스크러버 장착 선박을
보유.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Financial
Leasing) 리스금융은 68척.730만 DWT를 보유

- MSC가 DWT 기준 12.7%의 스크러버를 장착, 컨테이너
부문에서 가장 많은 스크러버 장착 선대를 보유
●

엔진출력 감축은 다른 잠재적 단기조치일 뿐 아니라 2030년 기준 2008년 대비 전세계 선박의 탄소탄성치 감축을
최소한 40% 이상에 목표를 두는 즉각적인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일본은 ICCT 보고서의 예측은 2008년이 아닌 2018년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서 2030년간
톤마일당 CO2 배출량은 어야 한다고 주장

전세계 선종별 스크러버 장착 비율은 유조선이 16.4%,
PC의 경우 7.5%, 벌커선은 12.2%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상연료 가격이 보합세인 현재 250~300만 달러의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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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호주법인, SAL(Shipping Australia Limited) 가입
(출처 : Sea News ‘20.2.14)

●

최근 Shipping Australia CEO, Rod Nairn은 현대상선
호주법인(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의
SAL(Shipping Australia Limited) 정회원 정식 가입을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힘

●

현대상선은 지난 25년간 호주 항로를 정기적으로
기항하며 호주의 해상 무역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최근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의
정회원이 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전세계 LNG 연료추진선박 175척 운항, 수주잔량 203척
(출처 : World Maritime News‘20. 02.18)

●

- 이는 관련 인프라 개발에 따르는 것으로 54개 항구가
추가되어 세계 10대 항구 중 9곳을 포함, 전 세계 93개
항구에서 LNG 인도가 가능
●

●

영국의 SEA＼LNG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중인
LNG 연료추진선박은 175척이며, 수주잔량 202척,
발주준비 선박 141척으로 LNG 연료 추진 선박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경제 성장에 있어 해상 무역 중요성을 결부하여 향후
현대상선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밝힘

현대상선은 최근 23,000TEU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하는 등 선대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호주는 이러한 현대상선의 사업 확장과 자국의

2019년초에는 전 세계에 6척의 LNG 벙커링 선박이
운항하였으나 금년 2월기준 현재 12척이 운항하고
27척이 잔량으로 남아있음
- 지난해에는 최대의 LNG 벙커링선인 7,500 CBM급
Kairos호가 스웨덴 항구에서 벙커링을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운산업 악영향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주요 전시회 개최연기 또는 취소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2.22)

(출처 : 일본해사신문 ‘20.2.18)

●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국제적인 대형 전시회의 취소
또는 개최연기가 잇따르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3월 18~20일 개최예정이었던 국제해사전
APM(Asia Pacific Maritime) 개최 시기가 9월
30일~10월 2일로 연기됨. 동 전시회는 2년에 1회
개최되며, 세계 각국에서 약 1,400여 업체가 참석하는
대형 전시회임

●

이 밖에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이달 24~27일
개최예정이었던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관련 전시회인
Mobile World Congress 개최도 취소됨에 따라
개최지인 바르셀로나는 5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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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NV GL은 2050년에는 LNG가 해상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업계는
2050 IMO 탄소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 제로
기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함께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가 탈 탄소화에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에서도 요코하마에서 2월 27일~ 3월 1일 개최예정인
아시아 최대 카메라 전시회 CP+2020의 개최도 취소
결정됨

●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 해운물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Intermodal社 SnP 브로커 Mr. Zisis Stylianos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컨테이너 및 벌크 선박
운임 하락이 본격화되는 등 예상하는 것보다 바이러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운송수요가 감소하면서 벌크선 운임의 내림세가 나타남

●

반면, 유조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을 더디게 느끼고 있음. 그렇지만
이런 추세로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유류
화물운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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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향후 5년간 탱커시장 호조세 유지 전망
(출처 : TradeWinds‘20.2.24)

●

일본정부, 해양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장전략 추진
(출처 : 日經新聞 ‘20.2.27)

MSI(MaritimeStrategie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선박
해체량 증가 및 인도량 감소로 향후 5년간 탱커시장은
과거 10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이는 동 연구소 탱커 및 석유전문가(Mr. Tim Smith)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수요감소는 선복량 감소에
의해 상쇄가 가능하며, 향후 5년동안 연평균 탱커
선복량 증가는 1% 이하가 될 것으로 봄

배기가스 정화장치 시스템 설치에 관한 전례없는 문의 쇄도

●

또한, 예상치 못한 저유황유와 관련된 블랙 카본 배출
문제 우려로 스크러버가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으며,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선택한 많은 선주들이 IMO 2020
규정에 비교적 순조로운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임.
한편, 저유황유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스크러버 선택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비
평가와 설치에 대한 새로운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컨설팅업체 CPU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3,756척의
선박이 스크러버를 설치하였거나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말에는 해상운송량의 최대 15%가
정화장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Foreship은 스크러버 회수 기간을 12∼18개월로
단축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설치 시간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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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과 해류의 변화는 어장탐사의 효율을 높이고,
선박의 운항정보 및 해난관련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항로설정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음. 또한, 항만상황의
철저한 파악으로 신속한 재해복구 계획수립이 가능

센서와 데이터 발달로 선체 성능 향상 필요성과 관심 증대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2.24)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2.25)

조선해양 전문 컨설턴트 Foreship은 배기가스 정화장치
시스템을 단시간 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전례 없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함

이제까지는 파고와 수온 등 해양
데이터는 개별조직에 의해 관측.
수집, 운영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약하며, 검색기능도 정비됨
- 예를들면, 국가 연구개발법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협력으로 전 지구적 위성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함

- 이는 해상보안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연계하는 것으로 수산 및 레저, 자원개발, 환경보전,
해난방지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됨

- 현재 탱커 수주잔량은 선복량 대비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탈 탄소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탱커 선주들은 최근에 신조 발주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

세계 탱커 선대의 노후화로 2021~2025년간
선박해체량도 연간 2,500만 DW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2019년의 경우 선박인도량 증가 및 해체량 감소의
영향으로 선복량 증가는 5.6%를 기록함

●

●

- 일본내각부와 해상보안청이 2022년을 목표로 민·관이
보유하는 위성영상과 부이 관측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해상물류의 항로설정,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검색
등 다양한 용도를 상정하고 있음

- 이에따라 2021~2025년간 탱커시장에서 연간 용선료는
2011~2020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일본정부는 해류와 수온, 선박 운항량 등 해양의
빅데이터를 성장전략으로써 산업창출로 연결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

●

선체 오염으로 인한 속도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와
표준화된 도구가 장착된 선박이 더 많아짐에 따라,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해짐

●

요턴의 Manolis Levantis는 10년 이상 선종과 항해에
따라 선체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적용된 방오도료 종류에 상관없이 평균 6%의 속도
손실이 추정되었으며 특정 화물선의 경우 18%까지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위해 다수의 자동차운반선, 탱커 및 벌크 프로젝트는
모듈로 사전 설치함
●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스크러버 설치 허브인 다수의 중국 조선소가
폐쇄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신조 및 계약 전환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여 조선소의 지연에
대한 손해보상 피해 가능성을 배제함

깨끗한 선체와 연료비의 연관성에 대해 높은 선주 관심이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선체 성능
최적화에 대한 투자를 꺼렸으나, 센서 기술과 데이터 분석
도구가 개선되면서 재조명받고 있음

●

청정해운연합(Clean Shipping Coalition)에 따르면, 낮은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은 전 세계 선박 연료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연료 비용은 약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새로운 선체 방오 기술 적용으로
정기검사(Dry-docking) 시 선속
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항구에서 무인 원격
잠수정(ROV)을 이용한 선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및 외래 유입종에 대한 보류 중인
규정은 선체 유지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

더 많은 선주가 선체 오염물질 발생 시 Dry-docking
중간에 선체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해양 생물이 선체에 부착되기 전에
Slime을 제거한다면 선체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동시에 외래 유입종 확산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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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스텔라배너’호 침수 사고에 따른 오염방지에 만전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2.28)

●

건화물선 시황 약세지속으로 벌커선 해체급증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2)

지난 2월 24일, 30만 톤의 철광석을 선적하고 항해
중이던 한국의 폴라리스 해운(Polaris Shipping) 소속
화물선 ‘스텔라배너’ 호*가 브라질 해안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

●

- 2019년 총 27척의 벌커선 해체와 비교하면 금년
1/4분기에 이미 3분의 2 이상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브라질의 철강수출 압박, 서호주의 사이클론 및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중국의 급격한 수입 감소 등
환경적 요인에 기인

- 선박으로부터 20명의 선원은 전원 구조됨
●

●

사고 당시 선박에는 약 4천 톤가량의 연료유가 선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브라질 당국은 기름 유출에
대비해서 해양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음
한편, 브라질 당국은 해군 투입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일본 최대의 철광석 수입업체인 Nippon
Steel이 철강생산량을 크게 줄인다고 발표함으로써
추가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너비 55m, 흘수 21m의 초대형 선박임. 화물적재량은
30만t으로 철광석 운송 철도차량 2,500대 분량을 실을 수
있음
●

* 스텔라 배너호는 2016년 건조되었으며, 길이 340m,

컨테이너선 스크러버 설치작업, 해운시장 수급 개선에 기여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도 계속되는 컨테이너선
스크러버 설치작업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선복공급량
감소가 해운시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함

또한, 클락슨은 금년 연말까지 140척.140만 TEU의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 인도예정으로 수주잔량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봄. 금년도는 스크러버 장착공사에 의한
선복량 감소율이 2.2%인 반면, 공급량 증가율은 3%에
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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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Value 추정에 따르면 현제 선대의 15%가
미가동 중이며, 2019년 8.5%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임

선박 연료시장, LNG와 LPG로 전환 중

●

지난 1년간 전세계 스크러버 설치 선박은 500척
수준에서 2,000척 수준으로 4배가량 증가함

<크러버 설치 선박 증가 대비 벙커유 판매 감소>

- 그동안 연구기관 및 언론 등은 스크러버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 하였지만 현재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개방형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음

- 금년 2월초 까지 전체 컨테이너 선복량의 16%인
423척.360만 TEU의 컨테이너선이 스크러버를
장착하였으며, 254척이 작업 기준으로 전체 선복량의
10%를 차지. 2019년도 스크러버 장치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감소율은 1.6%를 기록하였으며, 8,000
TEU급 이상은 2.4%를 기록
●

또한, 새로운 규제이행에 따라 노후선의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자본지출로 인하여 더 많은 해체수요를 유발할
것임

- 해체추세는 선복량 증가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장개선이
이루어질 것임.

(출처 : 하나금융투자 ‘20.3.4)

(출처 : Lloyd’s List ‘20.3.2)

●

VesselValue 자료에 따르면 건화물선 시황 부진으로
금년들어서 20척의 Capesize 벌커선이 해체, 2019년
9척 대비 크게 늘어남

- 반면, 스크러버를 가동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가 아닌 LNG 선박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 이는 선박 개조작업 일수는 지난해 54일에서 금년도에
67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며, 개조작업 선복량은 240만
TEU에 달할 전망. 그러나 개조작업 일정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할 것임

●

해운업계에서 LNG 연료에 이어 LPG 연료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어 LPG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3 5 척 의 V LG C 를 보 유 하 고 있 는 이 분 야 세 계
최대선주인 BW Gas는 보유선박 12척을 LPG 추진
사양으로 개조 추진

- 엔진업체의 경우에도 MAN Energy Solution에 이어
Wärtsilä에서도 최근 유럽 선주들과 LPG 추진선박의
상용화를 추진. 일본 가와사키중공업도 일본선급(NK)과
미국선급(ABS)으로부터 LPG 추진엔진 설계 AIP(
Approva In Principle)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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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선상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예방 지침서 발행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4)

●

선박 Biofouling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규제 및 표준화 필요
(출처 : Lloyd’s List ‘20.3.10)

2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선상(On board
ships)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서를 발행함
- 지침서 내용을 검토한 ITF(국제운송노조연맹)
선원들에게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며,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선원은 개인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

- 감염이 의심되는 선원은 즉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격리하여 다음 항만
보건당국에 연락 후, 검사조치 되도록 할 것

- Biofouling은 유체역학적
마찰저항을 증가시켜 선속 손실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속도와
조종성능(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하므로
비즈니스 성과와 환경에 모두 영향을 미침

철저히 관리할 것

동 지침서를 통해 WHO는 아래 사항을 강조하며 권고함
- 손을 자주 씻고 얼굴을 만지지 말며 선박에 알콜
소독제를 비치할 것

세계적인 생물오염 규제 및 선체
청소에 관한 국제표준은 없으나 선박의
성능저하 및 오염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엄청나게 나타남

●

- 만약 선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될 시, 해당
선원이 머물렀던 캐빈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항만 당국
및 선주와 협의하여 항차 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

- IMO에 따르면 선체와 프로펠러를 깨끗하게 유지할 경우 세계적으로 선박의 연료소비량을 약 10% 줄일
수 있다고 함

* 세계보건기구 (WHO, the World ealth Organization) :
보건 상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연합의 전문기구.

- 공용으로 사용하는 식당, 휴게실 등의 위생 상태를

- 이밖에도 조선소에서 방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경우 선속손실이 15%, 오염된 선체에서
동일 속도를 유지할 경우 65%의 추가 동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선체청소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오염된 선체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외래종의 침임을 확산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임

●

한국선급, 사이버보안 적합성 인증 부여

- 외래종에 대한 중점은 선박평형수에 대한 IMO 및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의 엄격한
규정으로 이어졌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Biofouling이 더 큰 촉매제가 되고 있음. 뉴질랜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 침투 외래종의 70% 이상이 Biofouling에 의한 것이며 3% 만이 밸러스트
수에서 비롯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9)

●

한국선급은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마셜제도 국적
화학/원유 운반선인 Songa Hawk호에 모든 부분의
사이버보안을 만족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힘

- 선체를 연마하는 수동 다이빙팀과 원격조정 기계류는 수중 Biofouling을 확산시킴으로써 외래종에
도움을 줄 뿐임. 또한, 이러한 공정은 선박의 방오도료를 손상시켜 보호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독성 살생물이 수중으로 방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Songa Shipmanagement社는 지난 2018년
한국선급으로부터 회사와 선박에 대한 사이버보안
인증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작년 2월 회사에
대한 사이버보안 적합성 인증을 받음

- 결과적으로 해결방안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잘못된 선택은 득보다는 실을 가져올 수 있음

- Songa Hawk호는 송가 쉽매니지먼트가 사이버보안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선박으로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사고 대응 및 복구 등 18개 부문의 81개 항목에 대해
한국선급의 검사를 통과했다고 한국선급은 설명함
- 이번 인증으로 Songa Hawk호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정, 탱커선 운영사 안전관리 평가(TMSA), 탱커선
안전성 평가(SIRE) 등 화주검사 사이버보안을 모두
만족하면서 회사와 선박 모두 사이버공격 대응 및 보호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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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압력 그룹인 Bellona 관계자에 따르면 생물이동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중
세정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

●

●

- 한국선급은 앞으로 계약에 따라 Songa Shipmanagement社 관리선단 나머지 22척에 대해서도 사이버보안
적합성 인증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
●

최근 해사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이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선사·항만·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해상 사이버공격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선박뿐 아니라 이들의 운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선사의 사이버보안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일부 개별 항구의 경우, 국제규제 기구에 비해 앞서가고 있지만 선체 청소와 관련한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것임

- 선체 청소작업은 전적으로 세정기의 역량에 달려있어, 특정 작업팀이나 솔루션에 따라 작업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표준화는 전혀 없으며,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있기 마련임
- BIMCO는 조만간 ISO에 제안을 위한 표준개발을 추진중에 있음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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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해사안전정책동향

친환경 선박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에서 통과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친환경법 요약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모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 선박,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LNG(액화천연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CNG (압축천연가스),

하이브리드선박(연료+전기에너지), 연료전지추진선박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5년) 및 시행(매년) 계획 수립·추진

발전하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 (기본계획) 해수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
- (시행계획) 해수부가 보급시행계획, 산업부가 개발시행계획
수립·추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 (인증제) 해수부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 시행

공공선박의 경우, 법 시행일(2020. 1. 1.) 이후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구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37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

38

3. 5대 항만 배출규제로 선박미세먼지 줄인다						

39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4. 어촌마을의 푸근한 이야기가 있는 감성여행 명소 ‘묵호등대’			

40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5. 역사와 전설이 깃든 겨울바다의 파수꾼 ‘죽변등대’					

40

6. 2021년 안산과 진도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생긴다				

41

7.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는 줄었지만, 납치 피해자 수는 61.4%↑			

42

8.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건조 본격 추진한다					

43

9.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44

10. 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						

45

●

기술기반조성사업(제9조) : 국가는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한 조성사업
추진

●

자금 등 지원(제10조~제1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선박의
매입·개조, 기자재의 설치·교체,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지원시책(제8조) : 국가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있다.

2. 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정책협의회(제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수부
보급정책협의회, 산업부 개발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전환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1. 친환경 선박 전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인증제(제3∼5조) :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급속하게
촉진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정의(제2조) :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념 도입
-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목적(제1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한

공급시설의 설치,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
●

친환경선박 구입 의무(제1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환경선박 의무 구입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제1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강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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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5대 항만 배출규제로 선박미세먼지 줄인다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 항 만 대 기 질 법 」 ) 에 따 라 1 2 월 2 6 일 ( 목 ) ｢「 황 산 화 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 선박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현재는 0.05～3.5%가
적용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0.05～0.5%로 강화됨
이번 고시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5대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1월 20일 고시(해양수산부
고시)했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을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또한,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선박에
적용하여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해당 기간 이후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항만
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의 「정책바다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 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
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항, 평택·당진항 해역

울산항 해역

여수·광양항 해역

부산항 해역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國際海上人命安全協約, 약어 SOLAS]
SOLAS는 Titanic호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14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928년, 1948년 그리고 1960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그리고 1974년에 그 때 까지의 개정 내용 및 간단화 된 개정절차를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조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IMO에서 1977.
11. 1 채택하여 '80. 5. 2 발효된 선박의 구조 · 설비 및 화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한 협약 ·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78 SOLAS PROTOCOL,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기간의 통일을 위한 '88 SOLAS PROTOCO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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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마을의 푸근한 이야기가 있는 감성여행 명소 ‘묵호등대’

2021년 안산과 진도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생긴다

해수부, 1월 이달의 등대로 ‘묵호등대‘ 선정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수립 ·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이달의 등대로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묵호등 대’를 선정하였다.
묵호등대는 1963년 6월 처음 세워졌으나, 등대가 점차
노후되어 2007년에 24m 높이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새
묵호등대는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의 두타산 · 청옥산을
조망할 수 있는 등대전망대, 정자 등 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야외광장에는 1968년 개봉한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촬영지임을 기념하는 ‘영화의 고향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영화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묵호등대 주변의 논골담길 벽화마을은 1941년 개항한
묵호항의 역사와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로,
2010년 묵호등대 벽화마을 ‘논골담길’ 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논골길, 등대오름길 등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전망 좋은 찻집들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묵호등대와 논골담길 벽화마을을 방문한
후에는 묵호항에 내려와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길 추천한다. 신선한
활어회와 동해산 대게는 물론, 매일
아침 동해안에서 공급되는 자연산
곰치로 끓인 곰치국은 동해에서만
특별히 즐길 수 있는 별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를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5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증정하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하고 내려받은 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여 도장 찍기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역사와 전설이 깃든 겨울바다의 파수꾼 ‘죽변등대’
해수부, 2월 이달의 등대로 ‘죽변등대‘ 선정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등대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위치한 ‘죽변등대’를 선정하였다.
1910년에 건립되어 역사적 가치와 건축미를 인정받은
죽변등대는 2005년부터 경상북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등대 내부 천장에는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대한제국 시대에 건축된 울산
울기등대, 진도 하조도등대 입구에서도 이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등대 이름인 ‘죽변(竹邊)’은 대나무가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이 지역의 대나무는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보호했다고 전해진다.
인근의 죽변항은 동해 항로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어항이자
독도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예로부터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속했다. 죽변곶은 신라 진흥왕
때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았던 장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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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봉수대가 있던 장소이기도 하다.
등대 아래에는 용이 노닐다가
승천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깃든 ‘용소’와, ‘용의 꿈길’이라
불리는 대나무숲 산책로가 조성
되어 있다. 산책로 끝에는 드라마
’폭풍 속으로‘를 촬영했던 세트장도 남아
있는데, 절벽 위에 세워진 주황색 지붕의
세트장이 푸른 동해바다와 대비되어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죽변등대 인근 후포항의 왕돌초광장에서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2020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열린다.
축제를 방문하여 온 가족이 신선하고 맛있는 대게를 맛보고,
금강소나무 숲길, 성류굴, 덕구온천 등 울진의 유명관광지도
함께 탐방해보길 추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해양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은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안전체험교육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해양안전
문화정책 지속기반 마련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탈출, 이안류체험,
생존수영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을 구축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안산(수도권)과 진도(호남권)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연구를 통해 추가로 체험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한다.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해양안전문화센터)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편차없이 해양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육부(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체험존과 학교해양안전교실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안전체험존은 지자체 행사와 연계하여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체험, 선박탈출체험 등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교해양안전교실은
운동장에 이동식 풀장과 간이 교육동을 설치하여 생존수영,
선박탈출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선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해양안전대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용포털 누리집 구축과 유튜브,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비전

해양안전문화 정착으로 국민행복 실현

목표

▣ 전국민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해양안전문화정책·운동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방향

【1】 해양안전
체험교육체계 구축

【2】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3】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마련

【4】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간
편차없는 해양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위주의 해양안전체험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정책과제

1.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구축
2.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확대
3. 다중이용시설 연계 이동형 체험시설 운영

1.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실시
2.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3.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도입

1. 해양안전 표준교육모델 마련
2. 해양안전교육 강사 양성
3. 해양안전문화운동 확산 네트워크 강화
4.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5. 해양안전문화지수 측정

1.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실시
2. 온라인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3. 해양안전문화 이벤트
4. 포상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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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 해적사고는 줄었지만, 납치 피해자 수는 61.4%↑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건조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162건으로, 2018년(201건)보다
19.4% 감소하였다. 주요 해적사고 발생지인 서부아프리카
해역(82→67건)과 아시아 권역(85→62건)에서 사고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해적피해 유형인 ‘선원 납치’
피해자수는 134명*으로 2018년(83명)보다 61.4%
급증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선원 납치 피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만 121명의
선원 납치 피해자가 발생하여 해당 해역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5년(19명) → 2016년(62명) → 2017년(75명) →
2018년(83명) → 2019년(134명)

또한, 선박운항상황별 해적사고(134건)를 분석한 결과,
60.5%(81건)가 정박(anchoring) 중에 발생하였다.
정박 중 발생한 주요 해적사고 해역은 나이지리아(12건),
인니(11건), 카메룬(4건), 모잠비크(3건), 콩고(2건)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정박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해적공격이 전무하였으나(2018년
3건), 그 밖의 동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모잠비크 3건, 케냐
1건 등 4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다(2018년 5건).
아부 사야프 그룹(Abu Sayyaf Group)*이 활동하는
아시아 해역은 2019년에 6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여 2018년(85건)보다 27.1% 감소하였다.
다만, 동남아 권역에서 선원 납치 피해자수가 2배 이상
증가(5→13명)하고,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공격이
2018년보다 급증(3→12건)하였다.
* 1991년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및 술루 제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9년에 전 세계 해적사고건수는
줄었지만, 납치 피해는 오히려 크게 늘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선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2015-2019)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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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해양수산부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의 세부 이행방안으로서,
▲전환대상 선박 선정을 위한 상태평가 계획 ▲ 선박의
규모와 운항 특성을 반영한 선종별 전환방법 ▲ 친환경 선박
전환 기술자문단 구성·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전환 전에
선체, 기관 및 장비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선박별 내구연한과 선령 등을 고려하여 어업지도선, 순찰선
등 관공선 14척을 상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4월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체 건조를
추진하게 된다. 2024년까지 총 25척의 선박이 대체 건조
대상이지만,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체 건조되는 선박들은 크기(톤수), 운항특성, 선종 등에
따라 하이브리드선, LNG 추진선 중 가장 적합한 선박으로
전환하고, 선령이 낮아 현재 대체계획이 없는 선박들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선박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검사·설계
· 선체 · 기관 · 전기의 5개 분과 및 실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이 자문단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뿐만 아니라, 관공선을 보유한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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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 전환계획
비전

2030년 친환경 관공선 전환율 “100% 달성”

기본방향

선박 규모·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종별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

세부 추진방향
1

‘관공선 상태평가’를 통한 대체선박 확정

선박
상태평가

① 내구연한(강선: 25년, FRP선 : 20년) 도래 4년 전
상태평가
② 상태평가 등급별 대체건조 대상선박 확정

2

선박 규모·운항특성별 ‘맞춤형 친환경선박 전환’

친환경
선박전환

3

① 관공선 선종별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확정
② 친환경선박 대체(신조선박) 및 저감장치 장착
(운항선박)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 구성 및 운영

2019

2015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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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부는 소속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이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되어 조선업 등 관련 산업계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술
자문단

①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정부·지자체 대상)
② 친환경 관공선 표준형 설계 마련 등 기술자문
제공

한편, 2020년 1월 기준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관공선은 총 142척이며, 이 중 친환경 관공선은 1척(LNG
청항선: 청화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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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

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도 시행

짖은 안개 발생 등 봄철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3월 1일(일)부터 5월 31일(일)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에는 행락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객들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성어기로 인한 조업활동도
증가한다. 최근 5년간(’15~’19)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 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
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미신고위험물컨테이너식별 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서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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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목적
-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준수 여부를
샘플링 점검하여 선박에서의 위험물 사고 예방
- 국제해사기구(IMO)는 ’98.5 CIP 시행 결의서 채택(MSC/
Circ.859)

점검내용
-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준수여부 점검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관련서류의 적정성,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상태, 적절한
표시·표찰
-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위험물운송용기의 수납, 고정 및
격리상태 등

제도시행
- 「위험물 컨테이너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정·고시 :
’02.8.21.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국내 시행 : ’02.10.1
· 인천항·울산항(’06.12), 포항항(’10.7), 평택항(’11)으로
확대·시행

기대효과
-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사고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
- 위험물컨테이너안전점검(CIP)제도 시행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해사안전관리 행정 시행 및 국제 위상 제고

위험성 표시, 위험물의 용기·수납·고정·격리 등 국제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사고요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며,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 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 ·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기간: ’20.3.1.~’20.5.31.)
빈발사고 예방>
예방
<빈발사고
●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관사고 예방) 빈발사고인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점검·수리하고, 소모품 교환 등
추진

<중대사고
중대사고 예방>
예방
●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운반선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사용
의무화 확대(~’20.6) 및 화물적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0.3~7)
등

●

(민·관 합동점검) 취약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어선의 안전설비
점검,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 병행 지도(여객선 4.6~4.17,
어선 3월말~5월초)

교육및
및협업강화>
협업강화
<교육
●

(종사자교육) 농무기 대비 시계제한 시 항법, 레이더 작동법 교육 및
비상상황 대비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현장 체험교육 실시

●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충돌사고 예방) 안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설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상태, 작동법 숙지여부 점검 및
출항통제 철저

(협업강화) 신속한 상황대응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전파체계를
유지하고, 구조기관의 신속대응을 위해 여객선 도면 등 공유체계
구축

향후계획
●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수립·시달*(유관기관·단체 등) :

’20.2.26.(수)
* 대책 이행력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 개최 : '20.
3월초
●

이행실태 현장 합동점검 : ’20.3월 ~ ’20.5월

해사안전소식 2020 봄호(통권 제48호) l 45

부산해수청, 마리나업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Ⅳ. 국내해사안전소식

등록기준 완화,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 신설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다.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달라지는 마리나 규정 상세내역>
구분

기존

마리나업 등록

2만원

마리나업 변경등록

1만원

마리나업 양도·양수·합병

1만원

선박사용권

3년 이상 확보

계류시설 사용권

사업기간 중 확보

선박 입출항 기록 관리

(신규)

변경

시행일

수수료 없음

2020년 1월말
(시행예정)

등록시점 기준 선박·계류시설
확보

2020년 2월중
(시행예정)

승선신고서 작성
등 의무화

2020년 7월중
(시행예정)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업체는 162개이며 부산지역은 그 중 약 33%인 5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해양관광활성화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마리나 산업이 부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하나로 패스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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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청장은 “이번 달라지는 제도로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선박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마리나
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며, “부산해수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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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외국적 국제항해선박 관리 강화한다!

부산시 기념물 제34호인 천성진성의 망루를 형상화

新국제·국내규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인 가덕도 천성항에 입출항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자 천성진성(天城鎭城)의
망루(望樓)를 형상화한 방파제등대 설치를 3.10.(화)
착수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선박을
대상으로 新국제·국내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대체설비를
운용해야하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천성항은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가거대교의
침매터널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어항으로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천성항 동쪽 200미터 지점에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34호인 천성진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에서는 방파제등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전형적인 원형
구조물에서 벗어나, 상부 등롱 모양이 지역특색과 어우러진
천성진성(天城鎭城)의 망루(望樓)를 형상화한 조형등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3억6천만원을 들여 오는 7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0.1%)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예전 천성진성 망루가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이제는 등대가 천성항 입출항 선박의
항행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내 연료유 공급서, 기름기록부
등 문서 확인과 연료유 표본채취, 대체설비 운용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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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해양폐기물 및 방치선박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대해양문화공간 및 항로표지시설 215개소 중점 점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 및 항로표지시설 등 215개소에 대해 3월
31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폐기물 분포 조사
및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인천항 항계내 모든
수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반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등 관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해빙기는 지반침하, 균열, 결로 및 낙하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기초ㆍ축대ㆍ옹벽 등
건축물 취약부분과 항로 표지 기능유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해양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방역작업도 실시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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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상의 해양폐기물은 청항선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수거하고, 육상인접구역은 매월
유관기관 등이 동참하는 해양환경정화 행사 등을 통해
수거할 예정이다.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로표지를 중단없이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치선박은 선박 소유자 유무 확인을 통해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조속히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미확인
선박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하여 제거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방치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이
조성되고,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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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동빈내항이 몰라보게 깨끗해 졌어요!

봄철 증가하는 선박교통량, 철저한 안전대책 이행으로 사고예방

오염퇴적물 준설 및 피복 정화기술로 쾌적한 내항으로 재탄생

군산해수청,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수립・실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7년 시작된 동빈내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이 작년 12월 최종 준공되었다.이
사업은 오염퇴적물 준설 및 피복 정화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동빈내항 주변의 악취해소 및 수질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기상 및 해상교통 특성을 반영한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해양경찰,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다.
봄철은 일교차로 인해 월평균 6일 정도로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어선 출어증가 및 본격적인 행락철·성어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사계절 중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안전대책은 △충돌사고 등 봄철 사고발생 취약요인
집중점검 실시 △선박통항 증가대비 해역․항만․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추진 등을 중점으로
시행된다.

동빈내항은 형산강과 영일만이 만나는 하류에 위치한 반폐쇄성
해역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실시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수의 흐름 단절, 70년대 제철소 건설에 따른 수로 매립 및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악취까지 발생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왔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총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만 750㎡의 해역에서 약 71만㎥의 오염 퇴적물을
수거·처리 했으며 2019년에는 피복 정화기술을 통해 저서환경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동빈내항의 오염된 퇴적물을 대부분 수거하고 남아 있는
오염퇴적물을 잡아주는 반응성 재료인 제올라이트와 깨끗한
모래, 자갈을 이용하는 피복 정화기술을 통해 기존 퇴적층의

오염물질 용출을 차단함으로써 해양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의
내용은 안내판(죽도시장 앞 및 해상공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또한, 향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은 물론, 해양생물의 서식수준 등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정화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빙기 해상공사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및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등) 등 시설물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 특히, 4월 및 5월에 개최 예정인
‘수상사고 대비 대국민 체험행사’와 ‘바다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선박모형 만들기, 퍼즐 조립 등의 컨텐츠를 통해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출항통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운항 통제, 사고취약 선종별 집중점검
등으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전북 해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울산해수청,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유효기간 내 갱신하여야

평택해수청,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新국제·국내규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시행

선박 및 항만시설, 항만공사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을 맞아 선박 및 항만시설, 항만공사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해상교통 환경특성을 반영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서는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말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여야하며,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보험 가입선박은 2월
2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보험 가입선박은 5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장계약증명서를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

봄철은 행락철·성어기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안개
발생빈도가 높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3월부터 5월까지 위험물운반선을
집중점검하고 항만시설, 항로표지시설 및 해상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입하여 선박에 배포하고
해양경찰, 선박검사대행기관 등과 함께 ‘20.5.5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항 규정 홍보도 추진키로 하였다.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과
해양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봄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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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법령 제정·개정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제정]

개정이유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제정]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제정]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62호, 2019. 12. 2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안 제2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을 정함.

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 제정]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31호, 2020. 2. 18, 일부개정[시행 2020. 1. 1]

6. 선박직원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7.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9호, 2020. 1. 29, 일부개정]

9. 선박안전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5]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타법개정]

1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타법개정]

1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타법개정]

13.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 1. 16, 타법개정]

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범위(안 제3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을 정함.
다.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범위(안 제4조)
하이브리드선박에서 전기에너지와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을 정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안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마. 인증의 신청(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보유하려는 자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 설비의 원리ㆍ구조 및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바. 인증의 심사ㆍ평가 및 인증서의 발급(안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의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고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사.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증에 앞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의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서를 발급하며,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함.
아.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안 제10조)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시 직접 확인하거나 선급법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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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 인증의 취소(안 제11조)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 또는 인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평가 요청(안 제12조)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의 심사ㆍ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과 또는 취소 결정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제공>

관보정정
○해양수산부령 제38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9659호(’19. 12. 31)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 제38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관보 제168쪽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

(당초)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수정)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

※ 정정사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부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의 공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개정문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제3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둠(제7조).
라.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기반구축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개정문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6167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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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62호, 2019. 12. 24, 제정]

사. 위반사실의 공표(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명단을 전국 단위의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개정문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해외 선진 해운사에 비해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262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 및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및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 및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제5조부터
제7조까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정하는 등 각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ㆍ건조하려는 구매자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 또는 개조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하려는 자 등에게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의 설비투자비용, 운영자금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권고 및 지원 등(제12조)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준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권고 대상이 되는 노후선박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자금 등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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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 제정]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31호, 2020. 2.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선박이 방위, 치안 용도로 사용될 경우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이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입항보고 제도의 취지와 항만당국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입항보고 대상을 조정하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중간검사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안전법」과 이 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종전에는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박평형수 주입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함(제5조).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 상태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라. 외국정부 등이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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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박직원법

제2조제12호 중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을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으로 한다.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3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개정이유

제5조 중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을 "관할수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자는"을 "자에게"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 체결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제9조제3항 신설).

제24조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해소될"을 "없어질"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실습과 상선ㆍ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으로 구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해기사 실습생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신설).
다.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1조의2 및 제31조제1항 신설).
라. 해기사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의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8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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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제22조 중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제10조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12조의 제목 중 "있는"을 "생긴"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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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직원법 시행령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9호, 2020. 1.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선박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77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6899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방치하여서는"을 "내버려두어서는"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한다.
제56조제9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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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박안전법

(이전 Page에서 계속)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20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ㆍ선박검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도 벌금형에 과(科)하도록 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적재되어"를 "실리어"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동"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를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로,
"적재하여"를 "실어"로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적재하여"를 "실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적재된"을 각각
"실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법률 제17028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로 한다.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승선 또는
적재하고"를 "승선하거나 싣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부착된"을 "붙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착된"을
"붙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부착하여"를 "붙여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를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로,
"적재하기"를 "싣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착되어
있지"를 "붙어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재ㆍ운송할"을 "실어 운송할"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을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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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이전 Page에서 계속)

제60조제1항제12호 중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를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해배상에 있어"를
"손해배상에서"로 한다.

제88조 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를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장은"을 "선장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부칙
제6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내지 제7항"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대한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5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76조의2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행함에 있어"를 "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0조제5항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2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7조 내지 제12조"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ㆍ제8호ㆍ제12호 및 제13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의2ㆍ제13호의4 및 제13호의5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한다.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부착되지"를 "붙어있지"로, "적재하여"를 "실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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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전 Page에서 계속)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시행 2020. 2. 15]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비밀의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 및 관리체계를 엄격히 정비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각 기관별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확대(제3조의3)
보안 업무 수행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하고 보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확대함.
나. 비밀의 보호 및 관리 강화(제5조, 제11조제3항 및 제13조 후단, 제31조제2항 신설)
1)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하도록 함.
3)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각급기관의 비밀 세부 분류지침 및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함.

바. 보안측정의 실시 및 결과의 처리(제35조 및 제35조의2)
1) 보안측정의 목적이 보안사고의 예방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측정의 대상을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으로 함.
2)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사. 신원조사 대상 축소(제36조제3항제3호 삭제, 제36조제3항제5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권,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임명 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직원을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352호(2020.1.14)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다. 암호자재의 취급 및 관리체계 정비(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8조)
1)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암호자재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준하여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 해제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절차 규정(제32조 신설)
1)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준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제33조 신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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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타법개정]

[본문 생략]

부칙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ㆍ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ㆍ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제15조 및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279호(2019.1.1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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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손실보상의 기준(제15조, 제16조 및 별표 2)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의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물건의 멸실ㆍ훼손, 그 밖의 재산상 손실 및 사망 또는 부상으로
경우를 나누어 보상 기준을 정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의 계산식을 정하되, 선원의 직종, 선박의 운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규모, 수송 화물의 종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279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3조)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30341호(2020.1.7)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7조 및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을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으로서 군수품,
양곡(糧穀), 원유 등 국민경제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5일까지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며, 선박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를 정함.
라.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제9조)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을 선박 1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 지정 시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마.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선박료,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선박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바.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제12조 및 별표 1)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을 예선업, 항만하역사업 등의 등록을 한 자 중 5년 이상 등록을
하고 일정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춘 자 등으로 정함.
사.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등(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여 업종별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항만별ㆍ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함.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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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시행 2020. 1. 16] [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 1. 16, 타법개정]
부칙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규모, 수송 화물의 종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신청(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신청 등(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해당 사업의 등록증과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385호(2020.1.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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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안전 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20년 봄 통권 제48호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 (SEAS)」를 영국 “Taylor & 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4월 28일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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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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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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