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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7th Session

제7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7*) 결과

  개 요

• 회의명 : 제7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7)

• 일시 / 장소 : 2020. 3. 2 ∼ 6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생존정의 환기요건 관련 규정 개정

• (논의 내용)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에 대한 환기 요건*(LSA Code 4장) 및 구명설비 시험요건**개정안을 제시하고 

추가논의 요청

* (구명뗏목) CO2 농도 임계치 5,000ppm 또는 일정 면적(바닥면적의 4%)의 개구 설치

  (부분폐형 구명정) CO2 농도 임계치 5,000ppm 또는 1인당 5㎥/hr의 환기량 만족

** (환기율 시험) 계류상태, 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탑승하여 시행

• (논의 결과)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에 대하여는 "장기 CO2 농도 5,000ppm 이하 유지"를 기본요건으로 

채택하고,

- 부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 시험요건은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후 SSE 8차에서 최종 마무리 예정

2.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관련 후속 작업

• (논의 내용) 극지해역 구명설비 지침* 개발 이후 추가논의 필요 사항**에 대한 캐나다의 연구 수행결과와 향후 

고려사항을 제안

* MSC.1/Circ.1614 :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잠정 지침

** 최대구조예상시간의 결정 및 극지해역 구명설비의 시험·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

• (논의 결과) 추가연구 및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SSE 8차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3. SOLAS 3장 및 LSA Code의 개정

• (논의 내용) 모든 화물선 및 여객선에 자체 복원성을 가진 구명뗏목 비치를 강제화하도록 SOLAS 3장 및 LSA Code 

개정 초안을 제안

• (논의 결과) SOLAS 3장과 LSA Code를 GBS*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 수립 후, MSC 102차에 작업반 

설립과 과업범위 승인 요청

*GBS(Goal Based Standard, 목표기반기준) : 상세한 안전기준을 정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목표를 정한 후 목표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안전기준을 허용

4.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대한 SOLAS 및 관련 Code의 개정

• (논의 내용)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안전에 대한 SOLAS 및 관련 Code의 개정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제시

- SOLAS 및 관련 Code의 개정안 제시(EU 등)

- 리튬이온배터리 차량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소화장치 및 차량적재 요건 등에 대해 SOLAS 요건 개정 제안(중국)

- MSC.1/Circ.1430/Rev.1* 용어의 명확화 제안(중국)

*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용 고정식 물기반 소화설비에 대한 설계 및 승인 지침

• (논의 결과) MSC.1/Circ.1430/Rev.1의 개정안*은 MSC 103에 승인 요청하고 SOLAS 개정안은 추가 논의 후 SSE 

8차에서 결정 예정

* ‘free height’ 문구는 기존 유지, 로로구역의 최대높이를 9m→10m로 수정 등

5. 고정식 분말 소화설비 승인기준 개정

• (논의 내용) MSC.1/Circ.1315* 상 허용 가능한 소화약제, 소화약제 성능시험 기준 및 소화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요건개발

*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의 승인 기준

- 아국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Sodium Bicarbonate의 사용 허가를 제안하고 관련정보 제공(미국)

- 아국이 제안한 소화성능 평가시험 방법에 반대(일본)

• (논의 결과) 기존 승인기준에 대한 개정초안을 개발하였으며, SSE 8차에서 추가 논의 후 완료 예정

- 아국제안 중 CO2 용기 선박 외부 반출 시 대체용기 비치는 반영되었으나 실린더밸브 신품 교체 등 일부요건은 금번 

개정에 미반영

6. 선박 육상전력공급에 대한 지침 개발

• (논의 내용) 국제항해 선박의 정박 중 육상전력공급 설비(AMP) 사용 시,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침 초안 개발

• (논의 결과) "국제항해 선박의 정박 중 육상전력공급설비 사용 시,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잠정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MSC 

103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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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Meeting Summary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7th Session, 2~6 March 2020

* The Thirty-Firs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개 요

• 회의명 : 제31차 특별이사회 (The Thirty-Firs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1)

• 일시/장소 : 2020. 4. 1 ∼ 16 (16일간), 서면개최 

  주요의제 논의결과

• (논의 내용) COVID-19 대응을 위한 사무총장의 결정사항 및 시급한 조치를 식별함

• (논의 결과) 이사회 의장은 하기 사항을 긴급하게 제안하였으며, 이사국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제32차 특별이사회를 

서면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1) COVID-19 대응을 위한 향후 이와 비슷한 사무총장의 결정사항 및 조치검토

2) COVID-19로 인해 연기된 회의들의 일정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32차 특별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 

회원국감사(IMSAS) 연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

3) 사무총장에게 COVID-19의 예산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32차 특별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

4) 사무총장에게 COVID-19의 영향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124차 이사회('20.6.29~7.3)에 별도의 의제 안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

5) 사무국은 IMODOCS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IMO의 주요 결정사항, 정보 등을 

전파할 예정

제31차 특별이사회(C/ES.31*) 결과

▶ IMO Meeting Summary 

(The Thirty-Firs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1)

7. LSA Code 4.4.7.6.17 개정에 대한 제안

• (논의 내용) 부하이탈이 가능한 단일 폴 및 후크장치를 가지는 구명정 및 구조정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코드 개정 제안

- 대안문구 제시 및 안전강화를 위한 면제목록 수정 제안(노르웨이, 미국)

• (논의 결과) 구명정의 단일 폴 후크장치에는 적용 면제되던 일부 LSA Code 일부 요건을 추가 적용하는 개정안을 MSC 

103에 승인 요청

8. IACS의 협약 개정에 대한 제안 & 이에 대한 미국의 코멘트 문서

• (논의 내용) 진수 시험 5knot 적용요건*은 자유낙하구명정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관련 협약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IACS에서 제안

* 해당 시험은 데빗 진수식 구명정의 진수장치에 요구되는 성능 시험

- 이에 대해 자유낙하구명정의 5knot 진수 시 구명정에 유발 가능한 추가적인 영향평가 없이 요건삭제는 반대(미국)

• (논의 결과) 자유낙하구명정의 5Knot 진수시험요건을 적용 제외하는 개정안이 합의되었으며, 개정 요건에 대해 MSC 

103에 승인 요청

9. CO2 소화설비 유지보수 지침의 개정

• (논의 내용) CO2 소화설비의 유지보수 특히, 수압시험 주기 및 수압시험에 수반되는 부품의 교체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개정안에 반영

- 고압 CO2 용기 전체에 대해 20년 내 수압시험을 완료(기존 10년 10%, 20년 20%), 수압시험 시 유의사항과 CO2 

용기 부품 교체 제안

• (논의 결과) 수압시험 강화 및 실린더 반출 시 대체실린더를 선박에 비치하는 요건이 반영된 개정안을 MSC 103에 승인 

요청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SSE/Pages/Default.aspx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Council/Pages/C-ES-3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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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율운항 터그(Tug)선박 해상시운전 성공

노르웨이 해양그룹, Biofouling 제거를 위한 선체 청소기술 개발

● 싱가포르 항만청(MPA)  지원으로 Wä r ts i lä社와 

항만서비스 회사인 PSA Marine社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ntelliTug autonomous ship 프로젝트에서 해당 

터그(Tug) 선박인 PSA Polaris호의 해상시운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됨

- 시운전은 2019년 9월 착수되었으며 동 프로젝트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접목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싱가포르의 첫 번째 프로젝트임

● 또한, 싱가포르항만 내의 안전한 자율운항기술 실현을 

위한 MPA MASS regulatory sandbox 정책이 활용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있음

● MPA 측은 성공적인 해상시운전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이행 측면에서 자율운항선박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지속해서 더 많은 관련 연구·개발이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Jotun이 주도하는 노르웨이 해양 클러스터는 해저 

로봇공학, 기계학습 및 선진 도장기술을 결합한 선체 

청소기술을 개발

- 개발된 기술은 외래종의 침입을 줄이고, 선체성능을 

높이며, 연료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체에서 

Biofouling을 방지하는 도장성능을 개선하는 것임

● Jotun은 IMO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박의 배출량을 

줄이고 외래종의 이동방지 및 연료소비량 감축을 위하여 

2011년에 선체성능 솔루션 개발

- 상기 해양클러스터에는 해저 로봇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Kongsberg, 자동차 운송업체인 Wallenius 

Wilhelmsen 등이 참여, Hullskate를 개발

- Hullskater는 선체에 거대 오손이 발생하기 전에 개별 

박테리아와 생물막을 제거. 이는 추진력과 조항력을 

위 한  전 기 모 터 가  장 착 된  마 그 네 틱  휠 의  힘 으 로 

선체에 위치하며, 특수 설계된 전동 브러시로 선체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함  

- Hullskater에 대한 포괄적인 테스트가 선박 및 선택된 

항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검증단계에 있어 장치 

장착업체를 물색중에 있음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13)

(출처 : Lloyd's List '20.3.13)

●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는 3월 14일부터 30일간 

회원사 크루즈선의 미국항 운항중단을 자발적으로 결정

- 동 조치는 Princess Cruises, Royal Caribbean 등 

개별 회원사의 운항중단 발표에 이어진 것으로 CLIA는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승객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귀가 지원을 약속함

- 현재 운항중인 40척의 크루즈선에 90,000명의 승객이 

승선 중이며, 이중에서 29척은 일정의 중간지점에 

있으며, 11척은 당일 저녁에 출항. 3월 16일 기준 

11척이 운항종료

● CLIA에 따르면 500척의 크루즈선 및 120만의 승객이 

운항중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은 

운항중인 크루즈선의 입항과 승객들의 하선 및 귀항을 

보장함

-  L I A  자 료 에  따 르 면 ,  크 루 즈 산 업 은  미 국 에 서 

421,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53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 30일간의 크루즈선 운항중단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0억달러, 급여 1,400만 달러 및 6,500명의 

실직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  또한,  미국 전체 

소비지출은 23억 달러, 급여 8억달러 감소 및 실직 

15,500명을 유발 

COVID-19로 미국발 500여척의 크루즈선 운항중단 직면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16)

밴쿠버와 토마코마이 항구 LNG 선박 연료 장려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16)

● '20년 3월 5일 캐나다 밴쿠버 프레이저(Fraser) 항만 

당국과 일본 토마코마이(Tomakomai) 항만 당국은 선박 

연료로 LNG 사용을 촉진하고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해 각서(MOU)에 서명

● 특히, 밴쿠버 항과 토마코마이 항은 기술 절차 및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LNG 벙커링에 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가능한 경우 두 항구에서 LNG 

연료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LNG 벙커링을 위한 요구사항 

검토와 지침서 개발에 공동 협력하기로 함

● 밴쿠버와 토마코마이 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LNG 

연료 공급으로 해상 운송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항만에 인접한 지역사회의 대기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추가로, 밴쿠버 프레이저 항만 당국은 밴쿠버 항구와 

토마코마이 항구의 LNG 벙커링 서비스 개발로 환태평양 

무역을 담당하는 선박의 경우, LNG를 선박 연료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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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세계 해운업계 20조 손실

저유가 및 장치공사 지연으로 스크러버 장착선박 경쟁력 저화

● COVID-19 확산이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상태로 

접어들면서 해운업계 타격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초기엔 중국발 공급 차질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의 타격으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손실은 1,700만 

TEU까지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컨테이너 

운임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170억 달러(약 20조 

7,7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됨

● 덴마크 해운 컨설팅업체 Sea-Intelligence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초기엔 발원지인 중국 내 생산과 물류 

지연으로 인한 공급 측면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공장을 다시 가동해 그간 부족했던 공급물량을 늘려도 

주요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에서 이를 소비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

- 또한, 그는 전례없는 상황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물량이 

10% 정도 감소했던 '08년 금융위기라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금융위기 당시에는 소비 

감소로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점을 짚음

● 저유황유 가격이 높을 당시 스크러버 장착선박의 

효율성이 인정되었으나 최근의 유가하락 및 벙커비용 

하락으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

- Alphaliner에 따르면 상당수의 컨테이너선 선주들은 

스크러버 장치공사를 위한 조선소 대기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선박 계선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선박을 시장에 투입하기 시작

- 스크러버 장치공사 중인 선박은 117척, 총 100만 TEU 

이상에 달하며, 이중 17척은 3개월 이상 조선소에서 

대기

● 스크러버 경제성 문제는 장치공사의 지연으로 이어짐

- Alphaliner는 초기 스크러버 채택자들은 3월 16일 

로테르담에서 저유황유가격이 최저치인 톤당 258 

달러로 하락하면서 벙커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

- 중유에 비해 적합유의 프리미엄은 현재 톤당 60 달러에 

불과하여 톤당 200달러가 넘는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비용회수 기간이 1년 미만에서 4~5년으로 연장

 
● Drewry는 IMO의 SOx 규제도입으로 비용상승 이후 

벙커가격이 급락했음을 언급하며, 초기에는 벙커 가격이 

35~45% 상승했다고 밝힘

- 그러나 유가 급락과 VLSFO 벙커 가격이 가장 높은 

1월과 3월 상반기 중 35% 하락한 이후에 상승폭은 

역전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0.3.16)

(출처 : Lloyd's List ,'20.3.18)

미국 규제당국, 유가전쟁 해결을 위해 OPEC와 면담예정

MSC, 메이저 선사로는 처음으로 IMO 2020 규제 위반 적발되

● 미국 텍사스주 철도위원회(Railroad Commission of 

Texas)*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간의 유가전쟁 

해결을 위하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대화 개최예정

- 동 회의는 중동-극동간의 VLCC 운임이 135,900USD/

day로 하락함에 따라 사우디-러시아간의 유가전쟁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감산을 의미할 수도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공급감축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주간의 가격전쟁에서 WTI 가격은 3월 6일 

41.28달러에서 3월 20일 기준 24.33달러로 폭락

- Baltic 유조선 지수는 월요일의 1,518에서 주말에 

1,166으로 하락하였으나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동-극동간 VLCC 현물 용선료는 139,000USD/

day로 188,200USD/day에서 하락하였지만 2020년 

일평균 67,800 달러 보다는 높은 수준

 

- 한편, Alphatanker는 WTI 가격이 20달러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철도위원회(Railroad Commision of Texas): 철도 위원회는 

철도를 규제하지 않고 주 에너지 부문을 규제함

● 메이저 선사로는 첫 번째 적발 사례로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 선박이 IMO 2020 환경규제 위반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입항이 금지됨

- IMO는 올해 1월1일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제한하는 'IMO 2020' 규정을 발효했고, 이에 

선사들은 저유황중유(VLSFO)나 선박용경유(MGO)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EGCS)를 

설치해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

- IMO는 규제 실효성을 위해 3월 1일부터는 스크러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고유황중유(USFO)를 운송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추가 시행함

● UAE 당국은 조안나호가 스크러버 미 설치 상태로 700톤 

이상의 고유황중유를 싣고 운항하다 자벨 알리 항구에서 

적발되었다고 밝힘

● UAE 연방운송당국(FTA)은 MSC 소속 9,784TEU 

조안나호에 대해 1년간 자국 해상에서 운항을 금지하고 

해당 선장에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어떤 선박에도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행할 방침임

● MSC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UAE 당국과 대화 

중으로 적재된 고유황중유는 스크러버 설치 후 사용할 

테스트용이었으며, 최근 중국 조선소들이 COVID-19 

타격을 받아 스크러버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조안나호도 

오는 6월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었다고 해명함

(출처 : TradeWinds '20.3.20)

(출처 : Container Management '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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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소속 병원선 'MERCY'호, COVID-19 확산 방지 지원

테크로스 4개국에 대한 BWMS 설치 특허권 취득

● 미 해군소속의 군용 병원 선박인 'Mercy'*호가 미국 내 

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로 출항했음을 밝힘 

● 3월 23일, 미국의 COVID-19 확진자 수는 33,073명으로 

감염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음

- USNS Mercy 호의 선장인 John Rotruck은 현재 

전시에 준하는 국제적인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힘

● 군사용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상황과 같은 현재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소속의 선박이 

직접 민간 의료 지원을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USNS Mercy 호: 미국 해군소속의 병원 선박으로서, 

크 기 는  7 만  톤 급 으 로  항 공 모 함 에  준 하 며 ,  원 래 는 

유조선이었던 것을 1984년 개조하였음. 길이는 273m, 

너비는 32m, 속도는 17. knots로 항해 가능하며, 천여 

명의 의료진과 250여 명의 승무원 및 군인 그리고 80개의 

중환자실과 1,000개 가량의 병동이 갖추어져 있는 초대형 

병원 선박임

● 테크로스는 지난 20일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설 치  솔 루 션 에  대 한  특 허 권 을  미 쓰 비 시 조 선 과 

히타치제작소로부터 취득했다고 발표

- 특허의 적용범위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이며 6월초 까지 각국에서의 행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

- 특허권 양도계약은 1월에 체결됨. 이 특허는 선종과 

밸러스트 수의 처리방식에 관계없이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선박 구조 솔루션임. 

BWMS를 선박 후방 조종장치실에 설치 가능하게 하여 

선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체구조와 

선체의 대폭적인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조선 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의 탑재공사에도 대응했음

● 테크로스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과 함께 

필요에 따라 특허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옴. 회사가 보유하는 BWMS 관련 기술.설치 

솔루션의 특허 및 실용 신안은 115건에 달함

- 한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5년 이후 

특허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동사는 향후 4~5년간 

BWMS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취득에 대해 "모든 고객이 국제법의 

안전한 틀 안에서 합법적인 제품 솔루션을 제공받아 

법적분쟁 등의 불안요소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언급

(출처 : gCaptain '20.3.23)

(출처 : 日本海事新聞 '20.3.24)

일본 해운·조선특별위원회, 자국 해운.조선산업 지원 요청

● 일본 자민당 해운·조선 특별위원회와 해양입국추진 

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자민당 본부에서 24일 개최되어 

COVID-19 감염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경제대책에 해운업과 조산산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함. 여기에는 외항선원의 신속한 선원 교대나 

고속도로 요금인하 반대 등이 포함됨 

- 결의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외항선원의 승선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검사체제를 

정비하고 감염의 의심이 없는 선원에 대해서는 원활한 

상륙을 할 수 있도록 각 외국에 촉구

-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도 반대함. 이는 

요금인하에 따라 페리나 내항선에 큰 타격을 준다는 

이유 때문임 

● 선박의 재산세와 항만 사용료 등 공과금 감면 이외에도 

공급망 및 지역경제 유지의 관점에서 조선소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대책을 요구함. 

● 이외에도 COVID-19 관련 기 실시하고 있는 고용조정 

보조금의 상한액 인상과 사태 종식시 해운을 포함한 

교통기관에 대한 관광업과 연계한 대규모 환기수요 대책 

등을 요청

(출처 : 日本海事新聞 '20.3.25)

주요 전문기관,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도 해운시황 하향조정

● 주요 전문기관들은 COVID-19 감염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전에 발표한 2020년 해운시장 전망을 다시 

하향조정 발표하고 있음. 불과 COVID-19가 아시아 

국가에만 한정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금년 2분에는 강한 

반등이 올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기존의 모든 해운시장 

전망을 하향조정

● 최근 Sea-Intelligence는 금년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컨테이너 선사들은 초기 중국에서의 COVID-19발생은  

공급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중국 공장이 재가동되면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Sea-

Intelligence는 미국의 판매 대비 재고비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10%가 높은 1.35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이번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단기간에 지출을 

억제해야 하므로 수요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임

- 따라서 화주들은 신규 선적을 주문하는 대신 기존 

재고 수준을 줄임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수요가 

감소될 것임.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중.장기적 영향이 더 광범위하고 중요해질 

것이며 세계 경제 및 운송수요의 성장은 위축될 것임

(출처 : Lloyd's List '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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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으로 4,000여척의 스크러버 설치 선박 타격

● 저유황유와 일반 연료유간의 스프레드(가격폭) 폭이 

좁아짐에 따라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 타격을 입고 있음

- DNV GL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4 ,000여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였거나 

장착예정. 2020년 1월부터 Sulphur Cap 발효를 

대비하여 2018/2019년에 스크러버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달함

- 2018년 봄까지 약 400척의 선박이 주로 ECS 지역에 

운항을 위하여 스크러버를 설치하였으나, 2018년 

여름부터 2019년 9월까지 3,000척 이상 선박의 설치 

발주가 가속화되어 현재 전 세계 연료유의 약 15%를 

소비 

- 현재 4,012척의 스크러버 설치 선박중 개방형이 

3,249척이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폐쇄형이 각각 

6 7 8 척 ,  6 3 4 척 을  차 지 .  또 한  설 치  유 형 별 로 는 

1,054척이 신조이며, 2,960척이 개조형임 

- 선종별로는 벌크선이 1,365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컨테이너선 814척, 유조선이 572척, 케미컬선 520척, 

크루즈선이 215척을 차지

● 스크러버 장착 급증의 원인은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간 의  가 격 차 에  있 었 으 나  최 근  C O V I D - 1 9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간의 유가전쟁의 영향으로 

유종간의 스프레드 격차가 축소됨

- Sea Intelligence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저황유의 

연초 프레미엄은 USD300/톤에서 최근 USD60/

톤으로 하락하여 투자손실이 발생. 반면 DNV-GL은 

대형선박에 대한 투자회수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

- Clean Shipping Alliance 2020에 따르면, 연료가격 

격차 축소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COVID-19 

및 사우디-러시아간의 가격전쟁으로 유가가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 

- 또한 Marpol Annex VI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배출가스 세정시스템(EGCS)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료가격 스프레드 격차 축소가 EGCS 설치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25)

< 컨테이너 선형별 계선 및 스크러버 장치공사현황 >

ITF 선원기금, COVID-19 대응 선원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 영국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인 ITF 선원기금(ITFST)은 

COVID-19 대유행이 선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123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선원들은 계약종료 후에도 선박에 남아있으며, 외국의 

육상에 잔류하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으며 항만 

당국이 선원교대를 금지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함에 따라 정보 접근이 

박탈당하고 있음 

- 또한, 그들은 임금 미지급의 증가, 사전 동의없는 

계약연장, 해외 체류 호텔비 지급 및 자신의 비용으로 

귀향 비행편을 구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 산업계는 선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해운산업과 무역의 흐름의 안전에도 위험이라고 

경고

- 동 기금은 COVID-19 영향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위한 

생명선을 제공하고 선원과 그 가족의 고통, 스트레스 

및 격리를 완화하기 위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음  

- 동 기금은 비영리 해양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TK재단과 협력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조정 

및 해양 커뮤니티에 대한 대유행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확보하도록 함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30)

원유공급 증가 및 유가하락 영향으로 탱커운임 상승세 유지

● 세 계  석 유 생 산  증 산 에  따 라  정 유 업 자  및  석 유 

수출업자들이 석유 수송 또는 저장을 위한 선박 확보 

경쟁에 따라 용선시장에서 운임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주 월요일 중동 걸프-중국 항로의 VLCC 일일 

용선료는 180,000달러로 지난주 수요일 90,000달러, 

금요일 125,000달러 대비 크게 상승

- 이와 같은 지속적인 운임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향후 수 개월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수출은 1,000만 bpd 이상이 될 것이며, 저장 탱크의 

수요증가와 함께 운임 강세도 지속될 것임

- 2분기중 VLCC 선물운임은 일일 170,000 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계 석유수요가 전년도 대비 

20% 감소한 1,500만~2,000만 bpd로 예상됨에 따라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격차를 이용하기 위한 저장 

탱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 저장용 탱크 시장에서는 선물가격보다 낮으므로 판매용 

석유를 저장하려고 함. 육상 저장공간이 일반적으로 

부유식 저장보다 저렴하지만,  상업적 저장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유조선에 석유를 저장하고 있음

-  부유식 저장을 위한 VLCC 정기용선료는 지난 월요일 

기준, 일일 120,000달러로 월초 40,000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 현재 가격으로 VLCC에 6개월간 석유를 

저장할 경우 700만~8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석유 증산 경쟁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탱커 운임도 급등하고 있음

(출처 : Reuters '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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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 최초 전기 벙커링 유조선 건조 하기로 결정

● 일본 해운회사 아사히 탱커(Asahi Tanker)는 세계 최초 

무공해 전기 벙커링 유조선 2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함

- NK 선급으로 입급 예정이며, 길이 62미터, 폭 

10.3미터, 화물 탱크 용량 1,300 입방미터임 

● 동 신조선은 2022년 3 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순 차 적 으 로  인 도 되 며 ,  해 상  연 료  공 급 선 으 로 

도쿄만(Tokyo Bay)에 입항 예정으로, 전기, 환경, 

경제, 효율 및 진화라는 5가지 핵심요소를 통합한 "e5"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발표함

- 동 디자인은 아사히 탱커, Exeno Yamamizu 

Corporation, MOL, Mitsubishi Corporation이 작년 

9월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인 'e5 Laboratories Inc.'이 

제공하였으며,  본 파트너쉽은 전기추진 선박과 관련된 

인프라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동 유조선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선원의 업무량을 

줄일 목적으로 자동화 장비 및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채택하였으며,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제로-에미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31)

COVID-19 정국 속, 세계선용품협회(ISSA) 원활한 선용품 공급 노력 

● 전 세계적인 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해운항만을 

비롯한 해사 산업 전반에 많이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선박의 선용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련 업무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

● 이에 세계선용품협회(ISSA)가 선박에 원활한 선용품 

공급을 위해 IMO와 세계관세기구(WCO)에 업무 협조를 

요청함 

- 구체적으로 ISSA 협회 차원에서 인정되는 선용품 

공급 관련 근로자를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제재하기보다 필수 작업자(essential 

workers)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세계선용품협회(ISSA) 회장인 Mr. Al Malik은 협회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선원의 안전한 근로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조치로 많은 항만에서 선원 교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선박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밟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3.31)

● COVID-19의 영향에 의한 장비 공급의 지연, 저유가 

지속 및 석유소비 감소 등으로 스크러버 설치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

-  중 유 와  저 유 황 유 간 의  가 격  스 프 레 드  격 차 가 

축소됨으로써 스크러버는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중국 CSSC 관계자가 언급

- COVID-19를 포함하는 요인들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조선소로 몰렸던 

지난해의 추세를 반영한 것임.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스크러버 설치 및 개조의 호황이 끝날 것으로 보임

● Alohatanker의 최근 보고서에 다르면 선박연료유의 

원가 절감과 프레미엄 잠식이 황제거 기술의 취소 쇄도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함

- CSSC 관계자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며,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차 축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

- Alphatanker에 따르면, 두 유종간의 톤당 가격차는 

금년 초 400달러에서 지난달 말 50달러로 급락. 

이는 스크러버 장착 대형 선박의 개조비용 평균 

250만 달러의 비용 회수 기간을 4개월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는 소형 선박의 

경우 회수기간이 훨씬 늘어남. 따라서, 현재상황에서 

선주들은 투자수익률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게 됨

● 부품 배송지연 및 설치비용 증가로 스크러버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사에 COVID-19의 영향이 추가됨으로써 

상황은 악화

- 전염병 대유행의 영향으로 중국 주요 조선소의 스크러버 

설치작업은 계획 대비 60일 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납기가 늦어질수록 선주들의 투자수익은 감소

중국 조선소 관계자, 스크러버 설치 붐 끝날 것으로 전망

(출처 : Lloyd's List '20.4.1)

● 보트 제작사 AAM(All American Marine)은 미국 

캘리포니아만 지역에서 운항 될 84인승 제로-에미션 

수소 연료전지 방식의 전기구동 알루미늄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함

- PEM 방식의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추진 모터를 

작동시키는 수소 연료전지 선박으로 추진기로 2개의 

고정 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할 예정. 또한, 선박의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해서 배터리와 유사한 소형 

스택(stack)을 배치할 예정

● 미국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선박(e-페리)으로 제로-

에미션 수소 연료전지 기술 상용화를 위해 개발될 

예정이며, 동 선박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배기가스가 없고 

유지 보수가 적은 디젤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AAM은 밝힘

● 동 계약은 북미 최초로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단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인 SW/TCH Maritime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투자자금은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3만 

달러 보조금으로 조달할 예정

● 동 투자 플랫폼은 미국에 e-페리 제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존 페리 사업자와 협력하여 제로-

에미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본 제공을 

목적으로 함

● Golden Gate Zero Emission Marine이 수소 

연료전지 전원 패키지를 공급과 프로젝트의 기술 및 규제 

컨설턴트도 함께 맡을 예정

AAM, 미국 최초 수소 연료전지 선박 건조 계약 체결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3.31)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89909/worlds-1st-ammonia-powered-fuel-cell-to-be-installed-on-a-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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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선주 및 정부를 대표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간 특별 해양위원회 관계자는COVID-19 기간동안 

선원은 "핵심 근로자"로서 이동의 제한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해사노동협약(MLC 2006) 특별 3자 위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ILO 회원국들에게 "선박에 필요한 필수 

의료용품, 연료, 용수, 부품, 선용품 공급의 촉진'을 요청

- 이는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공급업체가 선원들에게 

마스크, 작업복 및 기타 보호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 

승선을 금지하는 보도에 이어 나온 것임. 성명서에 

따르면 세계 일부 지역의 항구들은 일부 선박이 이전에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정박함으로써 

입항을 거부당함에 따라 선박이 필수 공급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성명서는 "선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야한다"고 언급

- 위원회는 또한 물품, 에너지,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여러 제품의 흐름이 선박과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의 장애가 되는 조치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ILO에 따르면 Guy Ryder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선원들이 COVID-19 대유행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필요한 만큼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받고, 선박의 승.하선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요청

국제노동기구(ILO), COVID-19 위기기간 동안 선원보호 요청

(출처 : Cruise Industry News '20.4.2)

HMM(현대상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 인도 및 운항 준비에 박차

● HMM 측은 현재의 COVID-19 정국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 건조 중인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2만 4,000TEU급)이 예정대로 인도되어 

2020년 4월 말부터 실질적인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HMM이 가입된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는 다른 

해운동맹과 비교하여 2만 TEU급 이상의 선박이 적어 

이번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투입은 항로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보강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적인 COVID-19 확산에 따라 불안정한 해운 

경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동맹 차원에서 긴급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HMM 

측은 동맹과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현 국면을 극복할 

의지를 밝힘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4.2)

선박의 저속운항이 보험청구, 비용 및 환경오염 저감에 효과

● Cefor의 최신 연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의 

해운시장 침체기간 동안 널리 채택된 SLOW 스팀 조치는 

보험청구   빈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오염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  북 유 럽  해 상 보 험 협 회 는  모 든  관 계 가  입 증 된 

인 과 관 계 가  아 니 라  긍 정 적 인  상 관 관 계 에  의 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모든 선박 유형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설적 근거를 발전시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주들은 저속운항을 채택하여 

선박의 최적 활용과 운항중단 방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음

- 부수적인 장점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의 

운항속도가 20%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4로 

줄어들 수 있음. 설계 부하 이하로 엔진을 가동하면 조기 

마모, 윤활 문제 및 그을음 퇴적물 문제 등을 해소 가능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 선주는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저유황 연료유로 전환해야 함

- Cefor 분석가들은 2008년 이후 벌크선, 컨테이너선 

및 탱커에 대한 보험청구 빈도의 변화를 세계 선대의 

동일한 선박 세그먼트에 대한 평균 속도의 변화와 

비교한 결과 3가지 주요 선종의 선속 감소와 보험청구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 

- 공제액 수준, 수리비용, 항만 및 혼잡지역에서의 활동 및 

기술 발전과 같은 많은 요인이 보험청구 빈도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저속 운항이 좌초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출처 : Lloyd's List '20.4.7)

● 전 세계가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부문에서 경기침체 및 시장 혼란 등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선원 관리 부문에서도 국가별 항만 제한조치로 인해 

선원교대(Crew exchange) 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주요 항만에서 제한조치로 인한 선원 교대 

지연으로 STCW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선원자격 증명에 

관한 증서 재발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이 에 ,  국 제 선 원 복 지 네 트 워 크 ( I S W A N ) ,  세 계 

해 양 회 의 ( W O C ) ,  북 아 메 리 카 해 양 환 경 보 호 

협회(NAMEPA). 해상연구소(NI) 및 국제선박협회 

( I S W A ) 가  공 동 협 력 하 여  크 라 우 드  펀 딩 

(Crowdfund) 형식으로 기금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기금 활동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표하여 ISWAN 대표인 

Roger Harris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계 각국의 많은 선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국제선박협회(IWSA), COVID-19로 고통받는 선원을 위한 기금조성

(출처 : The Digital Ship '20.4.8)

< 기금 조성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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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원/선주단체, 선원교대에 대한 위기해결 압박

● ICS와 ITF는 G20 장관에게 선원교대가 생길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의 확인을 요청. 선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처하여 해양사고가 증가 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더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님을 

주장

- ICS와 ITF는 G20 회원국 교통장관에게 발송한 공동 서한에서 선원 교대를 포함한 선원 및 해상인력의 이동은 

대량의 세계 무역 흐름을 담당하는 국제 해운산업에 필수적이라고 언급

- 전 세계 정부는 선원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을 식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많은 선원이 

해상에서 더 오래 표류함에 따라 해양 사고 및 재난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

- 공동 서한은 승무원 교대를 포함한 선원 및 해상인력의 이동은 대량의 제품(의료용품, 식료품, 에너지 원자재 및 

제품)의 이동을 책임지는 국제 해운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 G20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3월 30일에 COVID-19 전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항공, 해상 및 

육상화물 운송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할 것을 약속. 양 산업단체는 전문 선원과 해상 요원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근로자"로 지정되어야함을 주장

- 선원들의 선박에서 하선을 위해서 국가간 여행 또는 이동 제한에서 적절한 면제조치가 주어져야 하며, 매달 

10만명의 선원교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항공 여행, 선박에서의 승.하선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에서 부과한 제한 및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적어도 다음 달까지 많은 승무원 교대가 연기 될 수 있음

- ICS와 ITF는 이미 수개월 간 동안 바다에 있는 선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긴급한 우려를 표명. 직무 

수행이 끝난 수만 명의 선원은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국이 더 이상 승선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시점에 도달 할 수도 있음

 - 두 산업 단체는 선원의 이동 및 교대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사를 포함하여 정부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선원교대를  재개할 수 있는 국가의 항구와 인근 공항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정보를 제공 할 것을 모든 정부에 요구

 - 또한,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방문하는 선원들에게 육상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ILO 해양노동협약(2006)에 따라 긴급 송환을 촉진할 것을 요구

(출처 : Trade Winds '20.4.8)

필리핀 13,000명 이상 선원들 본국 송환 예상

● 금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668명의 선원이 도착했으며, 

COVID-19 사태로 인해 교대된 13,000명 이상의 

선원이 본국 송환될 것으로 예상함

- 필리핀은 국제선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원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COVID-19로 인한 세계여행 제한 

규정에 따라 수천 명의 선원이 상선과 크루즈선에 갇혀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음

● 선원들을 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대규모 정부 캠페인 

일환으로 수도인 마닐라에 도착한 3개 그룹 중 2번째 

그룹으로, 현재 선원 교대를 촉진하고 고립된 선원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워싱턴의 필리핀 대사관은 현지 인력 관리 기관인 

CF Sharp, 노르웨이 크루즈 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크루즈 선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국 마이애미와 

바베이도스에서 고립된 선원을 본국으로 송환하였으며, 

현재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서 본국으로 선원을 송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최근 440명의 필리핀 선원이 노르웨이 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코스타 파시노사에서 228명, 두 

그룹으로 구성된 252명의 선원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

● 본국으로 송환된 선원은 필수 검역 시설이나 주거지 근처 

검역소에서 최소 14일 동안 머문 후 보낸 후 가족에게 

보내짐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4.13)

노르웨이 Torvald사 선박 연료 소모량 최적화 프로젝트 확대

● 노르웨이 선박 운영 회사 Torvald Klaveness社*의 

Klaveness Ship Management는 DNV GL 선급의 

데이터 플랫폼인 Veracity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박 

데이터 수집을 통해 선박 연료 소모량 최적화를 위한 시험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 건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회사로 오슬로, 싱가포르, 

마닐라 및 두바이 지사를 통해 약 13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75명의 직원과 750명의 선원이 

근무함

● 동 프로젝트는 2019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3척의 

선박에 보조 엔진 최적화를 목표로 Arundo Edge 

Analytics를 설치하여 Veracity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함. 수집된 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통하여 연료 및 운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 DNV GL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높은 연료 소모량과 

유지보수 비용을 유발하는 엔진의 비효율성 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 Klaveness의 최고경영자인 Ernst Meyer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통해 기존 선박 및 사무실의 운영 모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결과로 사고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함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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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성 중 공 업 은  일 본  도 료  제 조 사 인  츄 고 쿠 마 린 

페인트(CMP)와 손잡고 친환경 수용성 도료 개발에 

성공, 건조 중인 18만㎥급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수용성 도료는 기존 수용성 도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 도료의 특성을 강화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인체 

유해 성분이 없는 것이 특징임

- 또한, 방청 성능과 부착력이 높고 동절기에도 작업이 

가능한 시공 능력을 갖췄으며, 건조 시간을 줄이면서 화재, 

폭발 위험이 없는 수용성 도료의 친환경적 특성을 가짐

● 삼성중공업은 '18년 11월 화학 물질(용제)을 없앤 '무용제 

도료(Solvent Free Coating)'를 업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으며, 이후 2년 만에 무용제 도료 사용이 어려웠던 

도장 구역에 적용 가능한 수용성 도료까지 개발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도료를 '24년까지 

전체 사용량의 60%까지 확대할 방침임

● 삼 성 중 공 업  조 선 해 양 연 구 소  연 구 소 장 은  " 친 환 경 

도장 기술 개발은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의 기반을 다지고 제품에 대한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언급함

삼성중공업, 친환경 수용성 도료 개발

(출처 : Financial News '20.4.17)

ICS & IATA, COVID-19 기인 선원교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 전 세계가 COVID-19 사태로 인해 여러부문에서 

경기침체와 혼란을 겪는 가운데,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각국의 항만 제한조치에 

따른 선원교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밝힘 

- COVID-19 확산 우려로 인해 세계 각국의 주요 

항만에서 선원 교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선원이 계약된 승무 기간 초과 및 관련 증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ICS와 IATA는 국제무역에서의 선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상호 적극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선원 교대를 위한 공항을 별도 지정한다거나 또는 선원 

교대에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G20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은 해상과 항공을 통한 

세계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으며, COVID-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조처를 

하기로 하였음 

(출처 : Transport & Logistics News '20.4.16)

COVID-19, 해운업에 막대한 영향

● 클락슨리서치는 최근 Spring Shipping Review and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최근 GDP 성장률이 1.0%까지 

하락(초기 전망치: 3.3%)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또한, 크루즈선,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및 PCC선 

시장에 대한 우려가 최근 몇 주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유가와 OPEC+회담 결렬이 탱커시장의 폭등을 몰고 

있음을 설명함

● COVID-19 사태로 초기 현장인력의 부족이 발생 

하였지만, 현재는 선박 인도, 선원과 같은 인적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조선소의 선박 인도 연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최소 향후 6개월간 신조 발주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수주잔량은 글로벌 선대규모의 8%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

- 항해 속도 분석결과, 컨테이너선은 '19년 대비 약 2% 

정도 낮은 것으로 보여 시장의 선복량을 일정 부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재 글로벌 선대의 22% 물량이 친환경선박 

(스크러버 탑재 14%)이며, 세계 조선업계의 수주잔량의 

약 21%가 대체연료 추진선박이라고 밝힘

(출처 : Clarksons Research '20.3.20)

무탄소 등 현재와 미래 선박연료에 대한 평가 보고서

● 영국선급(LR)과 University Maritime Advisory 

Serv ices(UMAS)가 최근 선박 기인 온실가스를 

줄 이 기  위 한  현 재 와  미 래  선 박 연 료 에  대 한  평 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기존 화석연료 선박과 제로-

에미션 선박(Zero-emission vessels, ZEV)에 대해 

3가지(투자, 기술, 인프라) 관점에서 비교함

● 본 연구에서 선박적용 기술 관점에서 ZEV는 향후 몇 년 안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선주 및 운용사가 

향후 투자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과 

생산, 폭넓은 육상 기반의 인프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단기적으로 바이오 연료가 신재생 전기와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을 이용한 천연가스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가능성과 유용성을 중요한 과제로 예상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 전기를 

이용한 수소나 암모니아가 보다 적절한 선박연료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메탄올, 액화천연가스(LNG) 및 디젤은 현재 규정이 

존재하고 이미 관련 선박이 있어 수소와 암모니아보다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선박 적용기술 관점에서는 

바이오 메탄올, e-메탄올 또는 천연가스-메탄올 등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출처 : Offshore Energy '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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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조선소들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 키우기 경쟁

● 조선 강국인 한·중·일이 인수 합병 등으로 조선업 

재편에 나선 가운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원가를 줄여 

사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유럽도 몸집 키우기 

경쟁에 뛰어듦

- 독일 잠수함 건조사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 T K M S ) 와  루 센 ( L u r s s e n ) 조 선 소 ,  독 일 해 군 

조선소(GNYK)가 근로자 경쟁력 향상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합병을 위해 협상 중으로, 조선사별로 TKMS 약 

6000명, GNYK 1100명, 루센조선소 2700명 등이 

근무 중임

- 유럽의 크루즈 조선사도 합병을 추진 중으로 이탈리아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크루즈 조선사 

아틀란틱조선은 현재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이 COVID-19 

확산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유예한 상태지만 관련 업계는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은 국영 조선그룹간 합병을 마무리한 상태로 지난해 

중국 국영 조선그룹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 국 선 박 중 공 업 집 단 공 사 ( C S I C ) 가  합 병 해 

중국조선그룹(CSSC)이 출범하였으며, 두 조선 그룹의 

수주 점유율은 2018년 기준 19%에 이름

- 일본도 한국, 중국보단 늦었지만, 일본 1, 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와 JMU는 최근 업무제휴와 합작조선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토교토성은 일본 

15개 주요 조선소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아시아와 유럽을 막론하고 조선사간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전 세계 발주량이 전년대비 급감한 

상태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은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2020년 발주량을 713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내다봤으나 COVID-19 사태로 물동량이 급감하자 

올해 연간 발주량을 당초 예상보다 45% 줄어든 

3910만CGT로 수정함

(출처 : Shipping Herald '20.4.22)

MPA, 2020년 1분기 IMO 2020 황산화물 배출 제한 규정 준수 양호

● 4월 27일,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IMO 

2020 황산화물 배출 제한(0.50%) 규제의 이행 현황을 

발표했으며, 그 결과 2020년 1분기 기간 동안 매우 높은 

수준(96%)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보였음을 밝힘

- 2020년 1분기 기간 동안 총 326번의 항만국 통제 

검사(PSC)를 수행했으며, 그중 12척의 선박만이 IMO 

2020 황산화물 배출 제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함. 이는 

스크러버 탑재 선박은 제외한 통계임

● M PA 는  자 국  항 만 에 서  개 방 형 ( O p e n - l o o p ) 

스 크 러 버 ( 탈 황 장 치 ) 를  사 용 하 는  선 박 의  운 항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스크러버 

오작동에 따른 31개의 사고 보고를 접수하였음을 밝힘

● MPA 측 Goh Chung Hun(직위: Direcotr  of 

Marine)은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해운관련 국제 규제의 

선도적 대응을 통해 新 규제가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운 산업 발전을 추구함을 밝힘

(출처 : gCaptain News '20.4.27)

UNCTAD, 국제무역 차원의 COVID-19 대응 10가지 조치 계획 발표

● 국제무역 산업을 강타하는 COVID-19 극복을 위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Mukhisa Kituyi은 

국제무역의 조속한 회복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10가지 조치계획을 발표함 

- Ensure uninterrupted shipping : 전 세계 무역 80% 

이상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무역 

활동을 위한 선박 관련 각종 서비스의 차질 없는 공급 필요  

- Maintain ports open : 각국 주요 항만의 보건 및 보안 

측면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용 지속

- Protect international trade of critical goods and 

speed up customs clearance and trade facilitation 

: COVID-19 방역 및 검역 조치에 필요한 주요 물품의 

신속한 운송과 모니터링 강조 

- Facilitate cross-border transport : 선박과 기차 및 항공 등 물류 시스템의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공급망 구축 

- Ensure the right of transit : 아프리카와 같이 다소 물류 공급망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운송이 이뤄지도록 지원 

강조 

- Safeguard transparency and up-to-date information :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COVID-19 사태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 Go paperless :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종이 사용을 

자제하고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독려 

- Address early on legal implications for commercial parties : 유례없는 감염증 확산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손해에 

관한 법적인 공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한 조기 법적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독려 

- Protect shippers and transport service providers alike : 원활한 물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방지 및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 Prioritize technical assistance :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UNCTAD 회원국 

모두가 이러한 기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출처 : Offshore Energy '20.4.29)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21년 국제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 직속 

기구의 하나. 1960년대에 들어서 UN의 저개발 국가들은 당시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 체제가 경제선진국들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고 주장하였고, 

1962년 7월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국가대표가 모여 새로운 무역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는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름. 이후 1964년 3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UN 주최로 사상 최대의 

국제경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임. 대한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으며, 

2012년 현재 회원국은 193개국으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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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TA,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新 이니셔티브 발표

Jotun社, 선체오손(Biofouling) 막는 로봇 개발

● 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WISTA International)*는 5개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싱가포르, 영국)의 

National WISTA와 함께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회 차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음을 밝힘

- WISTA Norway 회장(President)인 Pia Meling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관련하여, COVID-19 사태로 

국제적 수준의 많은 항만이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와중에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원들의 교대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WISTA International 회장(President)인 Despina 

Panayiotou Theodosiou는 WISTA는 국제무역에서 

선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WISTA의 비전을 실현하고 COVID-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  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WISTA, Women's International 

Shipping and Trading Association Limited) : 2019년 

IMO 비정부간 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해운산업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2020년 1월, 

국제해사기구(IMO)와 해사 분야 내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 국제적 화학회사 Jotun社(노르웨이 소재)는 특수 

방오코팅기술과 결부하여, 24시간 수중에서 선체에 

부탁되어 선체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선체 스케이팅 

솔루션(Hull Skating Solutions, 이하 HSS) 명칭의 선저 

청소 로봇을 개발함

- HSS는 미작동 시 갑판 상의 전용 거치대에 안착되며, 

작동 시 Jotun의 관제센터와 4G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마그네틱 바퀴로 선체에 밀착된 상태에서 

원격으로 수중 선체 청소 작업을 수행함

- 특수 제작된 HSS 내부 브러시로 작업이 이루어져 

'Jotun SeaQuantum Skate 코팅'에도 손상을 주지 

않으며, 전체 청소 작업시간은 선박 크기와 상태에 따라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됨

● HSS 사용 시 협약상 요구되는 정기 입거검사(Dry-dock) 

주기인 5년 동안, 선속 손실 1% 감소 및 연료 소모량 

최소 12.5%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현재 2년 기간의 

시험(Test) 후 최종 상용화 단계에 있음을 밝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5.8)

(출처 : Offshore Energy '20.5.11)

< HSS, Hull Skating Solutions >

● COVID-19로 인해, 농화학 업체 Yara社는 세계 최초의 

전기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인 야라 버켈랜드호(Yara 

Birkeland)의 추가 개발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함

● Yara사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1억 3,360만 달러를 

지원받으며 2017년부터 콩스버그(Kongsberg)사와 개발 

협력을 추진해왔음 

● 동 선박은 2020년 2월 루마니아에서 진수되었으며 인수 

전인 5월, 노르웨이에서 항법 시스템 장착 및 테스트 

예정임

● 연간 4만 대 규모의 트럭수송량을 해상운송으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소와 도로 교통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완전 배터리추진 및 자동 계류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를 일시 중지하고 선박의 

자율운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 밝힘

COVID-19로 인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중지

(출처 : Marine Link, The Maritime Executive '20.5.13)

COVID-19, 아·태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 5월 13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보고서(CHANGING SAILS: ACCELERATING 

REGIONAL ACTIONS FOR SUSTAINABLE 

OCEANS IN ASIA AND THE PACIFIC)를 발간하며, 

COVID-19 사태가 일시적인 해양오염 감소와 더불어 

해양환경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힘

- COVID-19 기인의 해상운송 물동량 감소로 일시적인 

선박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으며, 

정확한 영향성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전 세계 각국이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 해양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이번 COVID-19 

사태를 계기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함  

●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 오염과 그 영향성에 관한 

통계 및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 Chapter 1 Introduc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oceans

- Chapter 2 Data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life below water in Asia & the Pacific

- Chapter 3 Transforming maritime shipping

- Chapter 4 Regional cooperation for ocean 

fisheries

- Chapter 5 Plastic pollu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출처 : UN News '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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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락에 따른 선박용 탈황설비(Scrubber) 설치 지연 추세

●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대비한 선박용 탈황설비(Scrubber) 설치가 최근 유가 급락과 COVID-19 

영향으로 지연되는 추세임

- DHT Holdings 社는 하락세인 유가 시장으로 인해 예정된 5대의 탈황설비 설치를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그 외 

International Seaways Inc, Scorpio Tankers 등의 유조선 社도 연기를 결정함

- 지난 '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유황(VLSFO)과 고유황(HSFO) 선박 연료유의 가격차이는 톤당 $300에서 $60으로 큰 

폭 감소하여 탈황설비(Scrubber) 설치로 인한 장점이 희석되는 점이 설치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저유황 연료유(VLSFO)의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면, 선주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 비용이 요구되는 

탈황설비(Scrubber) 사용에 따른 운임 비용 절감 등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 그러나, 추후 COVID-19 회복 가능성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노력으로 인해 유가가 반등할 시 

탈황설비(Scrubber) 설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수출국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약칭으로 오펙(OPEC)이라고도 

함.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이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

< HSFO, VLSFO의 차액 변동 >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5.18)

NYK 社, 원격제어 기술을 통한 예인선 시운전 성공

● 일본 NYK社*는 자율 운항 선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인 원격제어를 통한 예인선Yoshino Maru 호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선보임

- 예인선은 선원 승선하에 약 400km 떨어진 원격관제센터에서 제어되었으며, 동경만(Tokyo bay) 내 약 12km를 운항함

- 원격관제센터에서 예인선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장애물 감지 후 해상충돌 예방규칙을 만족하는 항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인선 선장의 계획 승인하에 항해가 시행됨

● NYK社는 올해 국내 연안선에서의 시범 운항도 선보일 예정이며, 차후 선박 간 통신 문제 및 시스템 개선 후 대형 

선박에도 해당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 밝힘

(출처 : Offshore Energy '20.5.21)

< Yoshino Maru호 원격제어 과정 >

* NYK(Nippon Yesen Kaisha) : 일본 3대 해운회사 중 하나로 선복량 및 매출 측면에서 일본 1위의 기업으로, 일본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350개 이상 도시의 항만에 383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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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내 첫 자율 운항 컨테이너 선박 건조 착수

● 지난 5월 15일, 중국 칭다오(Qingdao) 조선소에서 자국 내 첫 자율 운항 컨테이너 선박인 Zhi Fei 호의 건조를 알리는 

강재절단식(Steel Cutting Ceremony)이 개최됨

● Zhi Fei 호는 300TEU*급의 피더(Feeder)* 선박으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 내비게이션 장치를 탑재한 중국 

최초의 자율 운항 컨테이너 선박임

- 또한, 친환경 전기 추진시스템을 적용하여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CO₂ 등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적합하도록 설계됨

● 동 선박은 2021년 6월 인도 예정으로, 고부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 항 내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Offshore Energy '20.5.20)

< 칭다오 조선소(Qingdao Shipyard) > 

* TEU : 20피트(6m)의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 간의 용이한 용량 비교를 위해 만들어짐.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임

** 피더(feeder)선 :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는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선박. 컨테이너 

적재 기준으로 2,000TEU 안팎의 선박을 가리킴

APL 社 컨테이너 선박, 호주 해안에서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발생 

● 싱가포르 기국 소속 APL社의 컨테이너 선박 APL England호가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현지 시각) 시드니 남쪽 

해안으로부터 73km 떨어진 곳에서, 40여 개의 선적된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밝힘

- 사고 원인으로는 사고 당시의 불안정한 기상상태와 선박의 주기관이 일시적으로 정지(Shut down) 상태였음을 

추정하고 있음.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선체의 심한 요동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선적된 컨테이너 일부가 해상으로 

유실됨 

- 컨테이너 유실에 따른 선체 손상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유실된 컨테이너와 일부 잔해는 시드니 북쪽 

해안으로 떠밀려 간 것으로 추정됨

● 호수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대만 선주의 컨테이너 선박인 YM Efficiency호가 호주 뉴캐슬 인근 

해역에서 기상악화로 컨테이너 81개가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당시 컨테이너 유실에 따른 해양환경 복구에 

한화 약 130억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밝히며 컨테이너 유실사고 방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0.5.25)

< APL England호 컨테이너 유실사고 장면 >

* 호주 해사안전청 (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 호주 해사안전청은 호주 운송 선단의 규제 및 안전 감독 

그리고 호주 국제 해양 의무 관리를 담당하는 호주 법정 당국임. 1990년에 창립되었으며 본사는 캔버라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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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가 해사 산업에 미치는 영향

● COVID-19 확산에 따라 개인 생활, 경제, 산업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2,500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전 세계 무역, 경제활동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해운 및 조선업을 포함해 해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이동을 제한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막기 위해 국가 봉쇄령(lockdown)을 시행함

l  해상 물동량 감소

 1)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컨테이너 

물동량 축소

- 아시아-유럽 항로는 30~60%,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1,700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예상

 2) 선박의 검역 지체로 인해 화물의 원산지 반송 및 중국화물 선적 기피 현상 발생

- 미국에서는 중국발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으며, 미국 해안경비대 지침에 따라 

14일 동안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만 작업이 허용되어 선적 지연을 초래한 바 있음

- 2020년 초 중국에서 미국발 컨테이너 수출은 22% 감소했으며 중국에서 100건 이상의 해상운송 취소가 보고됨. 

미국은 9~22%의 컨테이너 물동량 축소가 있었으며, LA 항에서 가장 큰 감소 수치를 보임

l  공급망 붕괴

 1) 전 세계적 전염병 발생으로 이를 막기 위한 인공호흡기, 보호마스크 등 필수 의료장비부족까지 보이는 상태로, 이를 

통해 전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부각됨

- 중국은 전 세계 마스크의 약 50%를 생산하였으나, COVID-19 사태 이후 중국 전역에 감염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 

감염 확산이 줄어듦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친선 형태로 마스크를 보내고 있음

 2) 수출입 불균형으로 인해 공(空) 컨테이너 품귀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해상운송 지연

- 북미, 유럽 지역 공 컨테이너 부족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수출 지연

 3) 노동력 감소와 창고의 경우 화물이 차거나 문을 닫음으로써 화물 및 컨테이너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때문에 항만 혼잡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4) 일부 항만들은 클레임과 법적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만 

폐쇄나 혼잡이 화물 수출입과 공급망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음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출처 : Kamelia Cleantech, '20.5.13; The Maritime Executive '20.6.1)

l  해상교통 중단

 1) 3월 중순까지 최대 2달여간 전 세계 주요 크루즈 항로가 일시적으로 운항 중단되었고, 승객과 승무원 사이 감염이 보고됨

- 전 세계적으로 1,700억 달러 규모의 크루즈 선사(카니발 크루즈 라인, 프린세스 크루즈社 등)가 운항을 중지함

- 글로벌 크루즈 선사 프린세스 크루즈 社는 초기에 COVID-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2월 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 호에서 확진자가 발견된 후 712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명이 사망함

 2) 호주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과 선원을 우려하여 외국 항구에서 출발한 크루즈선들의 

하선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크루즈선 승객들이 하선이 가능한 나라 또는 항구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

- 루비 프린세스(Ruby Princies) 호는 뉴질랜드 운항 후, 승객 중 호흡 곤란 문제가 접수됨에 따라 강제로 시드니 회항을 

요청받았으나 항해 중 증상을 보인 승객은 없었음

l  조선업

 1) 유럽 조선소는 가동 일정을 연기했으며 일부에서는 중요 작업만 수행함. 선박유지 보수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해 차후 선박 

운항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2) IMO 2020 규제에 따라 황산화물 감축을 위해 선박에 스크러버 설치 진행 중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인력 감소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l  선원

 1) 주요 선원 공급 국가인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대부분 나라의 항공과 항만 제한조치에 따라 각국 정부의 특별조치 없이는 

선원의 본국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의 경우 일반 상선과 크루즈에서 종사하는 전 세계 약 4만 명의 선원의 발이 

묶인 것으로 보고됨 

 2) 선원의 안전한 본국 송환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 선원 관리 기관, 그리고 선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l 보험과 법적 책임
 

 1) 현재 해상운송과 물류 붕괴로 화주, 수출입자, 위험 관리 기관, 보험사가 화물 누적 및 불균형, 운송 연기와 원인, 체선, 

불가항력 조항, 운송 중단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음

 2) 화물 및 재고 처리량의 감소로 인한 화물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의약품 또는 부패하기 쉬운 품목에 일반적인 보험적용이 어려운 상태임

 3) 필수화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 봉쇄 중에는 입항할 수 없으나,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선적할 화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국가 및 항구 봉쇄에 따른 '안전항(safe port)' 지정 어려움, 체선료 발생 및 지연 등의 법적문제와 분쟁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국가들이 COVID-19 영향으로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불가항력조항을 모든 계약에 적용하지 못하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이러한 손실을 부담 또는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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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교대를 위한 공항(Designated airports) 지정

●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승무원 교대와 송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제 교역망의 

유지를 위해 각국정부가 승무원이 안전하게 본국과 승하선 

항만을 이동할 수 있도록 소수의 국제공항(Designated 

airports)을 특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음(C/ES.32/4/3, 

ICS)

● 스리랑카, 인도양 남쪽 끝에 위치한 스리랑카의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마탈라 라자파크사 국제공항(MRIA) 

(민간공항)은 선원교대를 위한 국제공항(Designated 

airports)으로 지정되었으며, 하기와 같이 조치함

- '5.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35명의 선원들을 남부 갈레(Galle) 항구로 이송조치함

- '5.28, 벨기에 브뤠셀에서 마탈라 라자파크사 국제공항(MRIA)으로 43명의 선원들을 이송하여 스리랑카 남부 갈레 

(Galle) 항구에 정박중인 유람선으로 이송함. 또한 35명의 선원도 귀국 항공편으로 이송조치함

● 카타르의 도하(Doha)와 인도의 콜롬보(Colombo) 또한 선원교대를 위한 공항(Designated airports)으로 지정됨

- 인도에서 출발한 비행편은 도하(Doha) 또는 콜롬보(Colombo) 공항을 경유하여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으로 

이동조치됨

- 한편, 뉴델리(New Delhi)가 전세 항공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선원교대를 위한 더 많은 항공편이 확보됨

● 일본, 오사카만 인공섬에 위치한 간사이(Kansai) 국제공항을 선원교대를 위한 국제공항(Designated airports)으로 

지정할 계획임

- 해외에서 도착하는 승무원은 건강확인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전용 여객선에 탑승하게 되며, 일본에서 귀국하는 선원의 

경우 오사카를 통해서만 입국 및 본국송환 예정

- 상세 시행일자는 미공지

● 싱가포르, 싱가포르 해사청(MPA) 또한 일본(오사카)과 같이 선원교대를 위한 공항지정을 계획중에 있으며, 선원교대 

보장을 위한 완화조치를 적극 검토중임

(출처 : Splash 247 '20.5.8; Splash 247 '20.5.18; Colombo TIMES '20.5.27; Splash 247 '20.6.1)

영국항만협회(BPA), 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 공급 확대키로

● 영국항만협회(BPA, British Ports Association)는 

최근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영국 항만에 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밝힘. 식별된 세 가지 주요 

문제는 아래와 같음 

1) 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에 수반되는 항만 내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매우 비쌈 

2) 높은 전기 사용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선박용 

연료와 경쟁력이 떨어짐

3)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영국항만협회는 상기 세 가지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1) 녹색해양기금(Green Maritime Fund) 조성을 통해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재정적 지원

2) 선박용 연료유를 면세로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기조로, 

선박용 육상전력에 대한 세금을 면제

3) 육상전력의 수요 증가를 위한 목표기반접근(Goal-

based approach) 방법을 활용 

● 영국항만협회 책임자 Mark Simmonds는 영국에서 

해상운송은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차원에서 항만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을 밝힘. 추가로 협회 차원에서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달성을 위한 항만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언급함 

* 영국항만협회 (BPA, British Ports Association) 

:  1992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음. 

영국은 무역 활동의 95%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각 항만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 

영국항만협회는 가입된 100개 이상 기관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항만 

시스템 개선과 발전을 주목적으로 함 

(출처 : Port technology '20.6.1)

한국 조선 3사, Qatar Petroleum과 23조 원 규모 LNG선 건조 계약

● 한국 조선 3사가 190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 100척 

규모의 LNG선을 발주하는 카타르 프로젝트의 도크 

계약을 체결함

●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atar Petroleum)과의 

계 약 으 로  2 0 2 7 년 까 지  현 대 중 공 업 ( H H I ) , 

대우조선해양(DSME), 삼성중공업(SHI)이 나눠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식 발주 전에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도크)을 확보하는 계약임

●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지난달 카타르 

정유회사 회장이면서 에너지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사드 

셰리다 알카비 회장은 계약 서명 후,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260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언급함

● 이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LNG선 100척 이상이 

필요한데, 향후 7~8년 안에 세계 LNG선 건조 가능 

대수의 약 60%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함

● 신규 LNG 선박은 LNG를 연료로 활용한 최신 저속 

이중연료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향상된 성능과 최근 

글로벌 배기가스 배출 및 환경 규제를 만족할 수 있음을 

강조함

(출처 : Offshore Energy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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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더스빅(Eidesvik)社,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 착수

● 노르웨이 선사 아이더스빅(Eidesvik)社는 현재 운항 중인 해양지원선(OSV, Offshore Support Vessel) Viking Energy 

호*에 연간 최대 3,000시간 항해가 가능한 2MW의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장착해 2024년부터 시범 운항할 계획을 밝힘

- 동 프로젝트는 유럽 친환경 선박 연구를 위해 노르웨이 정부 주도하에 14개의 유럽 회사와 기관이 합작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1,000만 유로의 사업자금을 조달받은 바 있음

- 선박용 엔진업체 Wärtsilä社, 연료전지 개발사 Prototech社가 참여하며, 이외에도 글로벌 화학기업인 Yara社와 

암모니아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North Sea Shipping 등의 글로벌 해운업체는 선박실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 밝힘

●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지 않는 비화석 연료로, 수소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히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 유럽 등의 해양선진국에서 선박용 연료로서 주목하고 있음

 (출처 : Riviera '20.6.3)

< Viking Energy 호 >

* Viking Energy 호 : 2003년 건조된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선박으로 북해 해양 자원 개발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추진방식을 배터리 구동식으로 전환하여 운항 중임

Kongsberg社, 수중 로봇 승강장치(LARS) 설치 계약 체결 

BIMCO, 포스트 COVID-19 대비 항만의 디지털화 강조

● 6월 5일 Kongsberg社는 해저 탐사회사 Ocean 

Infinity社와 무인운항선 Armada 선단에의 LARS(ROV 

launch & recovery system) 설치계약을 체결함

- LARS는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하잠 및 

상승시키는 일종의 승강장치로서 육상에서 원격 운영됨

● Kongsberg 관계자는 LARS 적용을 통해 더 깊은 심해 

탐사가 가능해질 것이며, 무인선박 운영에 있어 안전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함

● Armada 선단은 2020년 말 도입되어 약 6,000m 범위의 

해양에서 자료 수집 및 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동 선단은 미국,  영국에 위치한 육상 시설에서 

위성을 통해 제어되는 완전 무인 탐사선단이며, 

디젤전기동력으로 구동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임

* Ocean Infinity社 : 2017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저 탐사회사로 아르헨티나의 

산 후안(San Juan) 잠수함과 말레이시아 370 항공기 실종 

사건 등의 수색 작업에 참여했음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 원격 제어 수중 

로봇.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해저 환경에서 심해자원의 

탐사, 침몰한 선박의 인양작업,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함

●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는 COVID-19 이후 직면하게 될 

새로운 산업계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항만 디지털화를 

강조

- COVID-19 사태로 인해 선박·항만 간 작업 형태에 

관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변화로써 기존 

서류기반의 작업 형태에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형태의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음 

● 현재 174개의 IMO 회원국 중 49개국 만이 전자적 

데이터 시스템 (Secure electronic data exchange) 

형태의 작업 방법을 채택하며, 협회는 COVID-19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항만 디지털화가 요구됨을 밝힘

● IMO 간소화위원회(Facilitation Committee)는 항만 

운영의 안전 및 국제적 통일성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는 IMO 차원에서 항만 디지털화 

표준 등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함

* 발틱국제해사협의회 (BIMCO, 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 : 1969년 IMO의 비정부간 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해운회사의 공동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1905년 설립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운동맹의 

하나로서,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해운관련 

업무를 수행

(출처 : Marine Link, '20.6.5)

(출처 : Port technology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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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윤창호법' 5월 19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을 5월 19일(화)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해사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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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선박 신산업 육성, 민간과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기선박 신산업 육성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 3일(수) 목포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 

'20～'24 / 약 450억원(국비 268억원 등)

해양수산부는 차도선(카페리선)이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저감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연안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어선 등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전기추진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남해안의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165척이 운항 중

 

전기선박 신산업은 선박의 건조(조선업), 활용(해운업), 

기 자 재 ( 배 터 리 ,  모 터 ,  배 전 시 스 템 ) ,  시 스 템 

운영·관리(배터리 충전, 유지·보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선박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 조선소를 비롯해 

해운사, 중소 기자재업체 등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산업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발족

● 목적 : 신규 R&D 사업* 관련 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사항 청취 및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전기선박 관련 신산업** 육성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 '20～'24 / 

450억원

 ** 전기선박의 건조(조선), 활용(해운, 어업 등), 기자재(배터리 

제조 등), 시스템 운영·관리(배터리 충전, 이송, 보관, 유지·보수, 

모니터링 등) 등 전주기 관련 산업

● 일시/장소 : '20.6.3(수) 14:00~18:00 / 목포 샹그리아 호텔

● 참석 :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청, 목포시청, 관련 기업* 및 기관** 등

* (조선·해운) ㈜유일, 금영(유) / (기자재) ㈜유일, ㈜해광운수 

/ (배터리시스템) 삼성중공업㈜, 한화디펜스㈜, ㈜라온텍, 

㈜금하네이벌텍(코캄) / (시스템 운영·관리) ㈜한화시스템, 

㈜듀라소닉, ㈜비에네스소프트 / (기자재) ㈜삼현, ㈜KTE, 

㈜제노코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등

● 안건 : ①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사업 소개, 

②세계 최초 선박추진용 이동식 배터리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정책 

발굴, ③친환경 전기선박 신산업 관련 한국형 그린뉴딜 연계방안 

논의 등

「전기선박 신산업 육성 민·관 협의회」 개요

< 전기선박 관련 신산업(예시) >

해양수산부는 전기선박 보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정책 발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첫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전라남도청, 

목포시청),  조선소 및 해운사(㈜유일, ㈜해광운수), 

배터리시스템 업체(삼성중공업㈜, 한화디펜스㈜, ㈜라온텍 

등), 시스템 운영·관리업체(㈜한화시스템, ㈜듀라소닉, 

㈜비에네스소프트 등), 전문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 국 선 급 ,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  한 국 해 운 조 합 ,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 전기선박 관련 사업 및 정책 소개, ▲ 세계 

최초 선박추진용 이동식 배터리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정책 발굴, ▲ 친환경 전기선박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그린뉴딜 연계방안, ▲ 관련 기업·단체 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기선박 관련 신산업은 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조선·해운·기자재 등 다양한 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성장 동력이다."라며, 

"협의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선박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개념도 >

관련 정책·사업이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통해 전기추진선박 
안전요건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하여 
5월 21일(목) 고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지침 형태로 마련하여 
운용해 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은 기존 잠정 
기준을 대체하여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 박 을  대 형 선 까 지  확 대 하 고  일 부  설 비 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보안방안 마련 등을 
위해 선박 설계단계에서 실시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 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 동 기 의  과 열 방 지  등 을  위 한  냉 각 시 스 템  설 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기추진 선박기준」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이번 
「전기추진 선박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기추진선박,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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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였다.

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절차는 줄이고 정책집행속도는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공항·항만 폐쇄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해양수산부는 

선 박 검 사 기 관 ( 한 국 선 급 ) 과  협 력 하 여  안 전 조 치 

이 행 을  전 제 로  한  임 시 검 사 ( 원 격 검 사 ) 를  통 해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승무정원 증원(20명→35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원(15명)이 안전하게 

귀국(4. 28.)하도록 했다.

또한,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등 25명이 

PNG에 발이 묶이자, '아라온호'를 급파하여 4월 29일 

우리나라에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선원 이동금지 조치로 선원 이동과 아라온호 입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 협조를 통해 PNG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어선 침몰로 인해 선원 비자, 선원수첩 등이 분실되어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였다.

한편, 철저한 아라온호 내부 방역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4. 9.)에 따라 생활공간 분리, 귀국 후 자가격리,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의 조치도 꼼꼼하게 이행했다.

②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장애요인은 즉시 해결

선박검사·인증심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인정하였다.

*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관련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건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 1회만 발급하던 면허증을 연 2회(4월, 5월)로 확대 발급하여 합격자의 

편의를 도왔다.

*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 소개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영세어민(10톤 미만의 어선 소유)이 선저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확대하였다.

* 2017년부터 매년 1개월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5개월(4. 20.~9. 19.)로 대폭 확대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취소·연기된 국제행사 중, 하반기에 개최 가능한 회의·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한다.

④ 민·관이 합심하여 기업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약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하였다.

* (현행) 기업 자체자금으로 선 지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자금 지원⇒ (개선) 지원금 선 지급 후 정산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연안여객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여객운임의 2.9%)

이 외에도, 2019년에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운선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하였다. 

⑤ 온라인·비대면 형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이 휴관(2. 25.~)하게 되자, 4월 

6일부터는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하여 휴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전시·교육 콘텐츠를 전시관람, 거점해설, 전시교육, 전문가초대, 체험놀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

또한, 제8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을 여는 대신,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내륙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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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LTE, 전국 연안에서 실해역 시험 시작

해양수산부는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하 LTE-M)을 

올해까지 구축하기 위해 5월 18일(월)부터 전국 연안의 

실해역 시험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연안 263개소에 LTE-M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에는 

포항-울릉 간 LTE-M 실해역 시험을 통해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평균 10Mbps 이상*의 통신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 선박용 데이터 통신장비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비해 약 1,000배 빠른 속도로, 국제해사기구(IMO)에 

e-내비게이션용으로 할당된 극초단파 디지털 통신(VDES) 

보다도 30배 이상 빠른 수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실해역 시험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LTE-M을 통해 안정적인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해경함정, 여객선, 

상선, 어선 등 총 85척의 선박에 LTE-M 송수신기를 

설치하여 전국 연안에서 확대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8월까지 실해역 시험을 통해 LTE-M의 

성능을 측정하고 전국 연안의 기지국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한국정보통신협회*를 통해 LTE-M의 통신품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산업과 기술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정보통신표준 

제정기관

이 작업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LTE-M 

전국망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2021년부터는 LTE-

M을 본격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e-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전 자 해 도  실 시 간  스 트 리 밍  서 비 스 ,  최 적 항 로  및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박의 

충돌·좌초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해수부, e-내비게이션 서비스 위한 초고속무선통신망 실해역 시험 실시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음성·화상통신을 기반으로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소방·국방·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통합 무선통신망(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현재 3단계 중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강원·충청권에 서비스 제공 중)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LTE-M 도입은 우리나라가 향후 해양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며, "LTE-M을 통해 e-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실해역 시험 이후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주요내용) 연안 100km 해상까지 LTE급 속도의 통신(e-

Nav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기지국(약 260개소), 

제어시스템 및 센터 등 구축

○ (계약 기간) ’19.5.30 ∼ ‘20.12.31

○ (총 계약금액) 33,484백만원

○ (사업자) KT 컨소시엄*

* KT(주사업자,50%), 한국전파기지국(기지국,30%), 

GMT(센터,10%), 대아티아이(자재,10%)

○ 기지국 실해역 시험 : ‘20. 5. ∼ 8.

○ LTE-M 전국망 시범 운영 : ‘20. 9. ∼ 12.

* 센터 요원 교육, 해수부·KT 합동운영(’20.1∼9) → 해수부 

단독운영(’20.10∼12)

○ (배경) LTE-M 실해역(연안 최대 100km) 통신품질 점검을 통한 e-Navigation 신뢰도 확보 및 제어시스템(코어망) 

최적화(커버리지ㆍ음영구역 확인 등)

○ (주요일정) 성능측정 및 최적화 시험(~7월) → 상호운용성 (커버리지 및 통신품질) 시험(5~8월) → 전국망 시범운영

○ (기간) 현재 ~ ’20.7월

○ (내용) 단위시험(기지국, 운영센터 시스템, 송수신기, ~5월) → 통합시험(기지국-운영센터-송수신기 연계, 5월) →  

종합시험(e-Nav 운영센터 연계, 6월) → 최적화(~7월)

○ (방법) 선박 등*을 활용하여 원격 및 실선 측정(기지국 커버리지 확인 등)

 * 관공선(35), 해경함정(10), 여객선(27), 어선(8), 상선(5), 육상 기지국ㆍ센터(15)

○ (기간) ’20.5월 ~ ’20.8월(4개월)

○ (내용) 망 구축 완결성 검증을 위한 커버리지 및 통신품질 확인

○ (방법) ①여객선(15척)에 자동화 시험장비(DM) 및 RF 스캐너를 탑재하여 각 노선에서 측정 ②여객선(15척)의 항행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서버와 단말기 간 데이터 송수신 상태 측정

개요

개요

세부 구축 사항

향후 계획

성능측정 및 최적화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사업 개요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실해역 시험 개요

LTE-M 기지국(263개소) 위치 및 검증 구역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능측정 및 최적화 시험
전국망 시범운영

이관
(해수부)상호운용성 시험

① 단위시험 : 전국 기지국 및 센터에서 전체 개별 장비 작동성능 검증이 필요, 관공선에 설치되는 송수신기 시험을 

위해서는 기지국 시험전파 발사 후 가능

② 통합시험 : 회선까지 연계 후 통합기능 시험 수행을 통해 회선 최적화 병행

③ 종합시험 : 통신망에 e-Nav 서비스를 연계하여 망 전체를 종합시험, 통합ㆍ종합시험은 개별 장비 성능과 통합 

시스템 성능 검증이 주목적

④ 최적화 : 원격 및 실선 측정을 통한 기지국, 코어 및 응용시스템 성능측정 및 최적화

① 커버리지 : 송수신기 및 RF 스캐너의 RSRP, SINR 측정

② 통신품질 : 무선데이터 전송속도 및 전송성공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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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서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85만㎡) 및 인근 배후단지(33만㎡)와 남 컨테이너 터미널 2-4단계(63만㎡) 및 인근 

배후단지(102만㎡)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 광양항: 905만㎡, 인천항: 196만㎡, 평택·당진항: 143만㎡, 포항항: 92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는 공시지가의 5%이상이나, 자유무역지역은 1∼3% 수준

** 투자규모 미화 500만 달러 이상: 3년간 50%,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5년간 50%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하며,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 추진한다.

특히, 올해 3월에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이자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된다

연간 약 550만TEU 처리, 일자리 3,700여 명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대

< 전체 > <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주변 배후단지 >

국내 최초 LNG벙커링 전용 선박 건조 시작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연안선박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500m3급 연안선박용 LNG 

벙커링 전용선박'을 건조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0.5% 이하로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기존 선박 연료(벙커C유) 대비 미세먼지를 90%, 황산화물 

(SOx)을 100% 저감

** 전 세계 LNG추진선박 현황: ('14) 68 → ('16) 186 → 

('18) 270척 → ('20) 360척

이에, 해양수산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4월 선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5월 7일 선박의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이 선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포스코, EK중공업(주), 

트랜스가스솔루션, 마이텍, 발맥스기술, 서울라인 등이 

참여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3년부터는 실제 LNG를 공급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선박은 한번 충전으로 연안선박 5척 이상에 

벙커링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선박을 건조하여 국내 연안선박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연안선박에 안정적으로 LNG 공급 예정

○ (사업목적) 국내 중소형 선박에 최적화된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자재 산업 기반 및 벙커링 타입별 운영 

체계 조성

○ (사업기간/총사업비) '18~'22 / 295억 원(국고 기준)

① 연안선박 맞춤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 LNG벙커링(Ship-To-Ship) 시스템 실증(500cbm급)

  - Ship-To-Ship 시스템 운용 최적항 연구

 ②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체계 구축

  -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10종 국산화 개발 지원

  - LNG 벙커링 시험평가 체계 구축

③ LNG벙커링 운영기술 개발

  - LNG 벙커링 타입별 위험도 기반의 운영기술 개발

  - LNG벙커링시 긴급상황(Emergency Case) 대응방안 및 

  절차서 개발

  - LNG벙커링 작업자를 위한 안전훈련시스템 개발

사업개요

내역사업별 주요 내용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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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환경·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을 5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 ㈜금하네이벌텍,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한국해사기술, ㈜해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력보조체 팽창을 통해 대피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침몰 방지·지연 기술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①복잡한 선내 환경에서는 

부력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②선내에 부력보조장치 구동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전력선 등의 시설이 필요해 

설치 공간·비용·시간 상 제약이 크며, ③설치 및 유지 보수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 폼 부력체 기술(EU), 선박용 에어백시스템(EU) 등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선내 공간의 특성에 

맞는 부력보조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기관 등의 장치를 활용해 부력보조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입체적인 형상으로 부력보조체를 설계 및 

제작하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 등에도 효과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고정식 소화주관을 부력보조체의 가스 주입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간·비용·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면에서도 2018년 10월 선박 내 설치·운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원칙 승인(AIP ; Approval In Principal)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하였고, 지난해 12월 2건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발간에도 성공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5개 기업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상용화 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무상 기술 이전을 추진해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이 많은 선박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

해수부, 5개 기업에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무상 기술 이전

외국인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월)부터 6월 24일(수)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역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 로 실 태  조 사 단 은  각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을  중 심 으 로 

선 원 노 조 단 체 ,  수 협 중 앙 회 ,  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실태 조사 외에도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 납입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하여, 8월 11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요청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실태조사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고지를 6월에서 8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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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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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코로나19로 인한 아국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피해 막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 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선박내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 

만료로 MLC, STCW 등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 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 명시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명시

이에 부산해수청은 지난 3. 26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서 승무기간 연장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영문 협조문서)을 발급하여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아국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우려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시달(해수부 → 각 지방청, '20.3.20) 

이번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의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만큼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국제협약 준수 감독기구(한·중·일, 호주, 캐나다 등 21개)

또한,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관련 공동성명서(3.31)를 통해 각 회원국과 항만당국들이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한 공식서한을 선사에 

함께 발급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 선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항만당국에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서한(협조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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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통항선박이 보다 안전해진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내 토도(섬) 제거가 완료됨에 따라 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개선된 

항행여건에서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을 계획할 당시('96년)에는 5,000TEU급 컨테이너선박이 주력으로 신항 중앙에 위치한 토도(섬)가 항로상 

중앙분리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0년 중반부터 급격한 선박대형화로 20,000TEU급 이상 선박이 출현*하면서 도선사 

등을 중심으로 토도 제거 요구가 지속**되었다.

* 입출항 '컨'선박 규모(최대) : '08년 1만TEU급 ⇒ '17년 2만TEU급 ⇒ '20년 2.4만TEU급

** 토도가 존치된 상황에서 선박조정시뮬레이션(1.8만TEU급 선박) 결과, 바람이 강할 경우(최대 풍속 10.2m/sec)에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선박 충돌사고 위험이 있는 토도에 대하여 3,150억원을 투입하여 '17.7월부터 제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토도는 완전히 제거되어 수심 18m를 확보하였으며, 선박 항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4월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도선사, 관제센터 등 해상교통 관계기관이 업무를 공유하여 소관사항 

이행에 속도를 높힌 결과, 5월 27일부터 부산항신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토도가 제거된 상태*로 통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 (토도제거 전) 토도 ～ 남컨부두 : 390m / 토도 ～ 북컨부두 : 500m

  (토도제거 후) 중심 ～ 남컨부두 : 775m / 중심 ～ 북컨부두 : 775m

부산항 관계자는 "신항의 통항여건 개선으로 부산항이 세계적인 메가포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항 재개발, 신항 고도화, 제2신항 적기 추진을 통해 세계 주요항만과의 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7월, 사업착공 전>

<2018.08월, 공사 중>

<2018.01월, 공사 중>

<2019.04월, 공사 중> <2020.04월, 공사 중>

부산항 신항 토도(섬) 제거로 인해 컨테이너선박 항행여건 개선

인천항 비상상황 대비 '국가필수도선사' 운영

대산항 「2020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41명 중 

8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도선법」 개정('18.9.)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자격을 갖춘 도선사 중 

10~20% 범위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여, 비상사태 시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 천 항 은  2 0 1 9 년 에  5 명 의  국 가 필 수 도 선 사 가 

지정('19.5.~'20.4.)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등 

발생에도 도선업무의 차질 없이 인천항이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올 해에는 8명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운영( '20.5.~ '21.4. )하여 인천항 

비상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인천항 비상대응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 선 이 용 자 의  불 편 이  없 도 록  앞 으 로 도  최 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내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통항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항만여건을 조성하고자 5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대산항 「2020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단속시에는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항내에서 

허가(신고)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하여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내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 양 수 산 분 야  종 사 자 들 의  자 발 적 인  법 규  준 수 를 

당부하였다.

항만 기능 장애 등에 대비하여 인천항 도선사 중 8명 지정

대산항내 해양사고 예방 및 통항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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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만 내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4. 27. ~ 
5. 15.)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에게 
계도·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또한 사전계도를 실시하여 어촌계 등 주민들이 어망 철거,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무허가 선박수리·공사작업,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서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한 
평택·당진항 조성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5개 지자체 및 평택해경 등과 협조하여 진행

마산해수청, 해양사고 잦은 통영 견내량수로 항로표지시설 기능개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남 통영 견내량수로의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항로주변에 설치된 항로표지(해상교통신호등 

8기) 위치와 기능을 재정비하고 신호등도 개별점멸에서 

동기점멸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4.29. (수) 

밝혔다.

동기점멸은 GPS(위성항법장치)의 시간정보를 각 신호등이 

수신하여 같은 시간에 매 4초마다 1회씩 녹색과 홍색이 

켜지고 꺼지는 방식으로 항로의 시인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견내량수로는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에 위치해 남·서해안을 

통항하거나 마산과 부산항을 오가는 중소형 선박들이 

등부표 8기 동기점멸 및 통항유도 표지판 등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항로표지시설 확충, 해상교통안전 확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및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무인등대 2기를 올해 4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위치한 다무래미등대는 상추자도 
북측 다무래미 섬의 북쪽에 설치하며 인근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 한경면 판포항 끝단에 설치하는 방파제등대는 
입구가 좁고 저수심 해역이 넓은 판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어촌계에서 건의하여 방파제 끝단에 
설치한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 

조성을 위해 항해위험요인 해소를 적기에 발굴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했다.

제주 추자도 및 한경면 무인등대 2기 설치

주로 이용하며, 특히 야간에 남측에서 선박이 진입할 경우 

통항이 금지된 해간도 교량을 거제대교로 착각하여 암초나 

위험구역에 좌초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수청에서는 항로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설치된 항로표지를 일직선으로 재배치하고 야간에는 

등 댓 불 이  동 시 에  점 멸 되 도 록  개 선 하 였 으 며 ,  L E D 

통항유도표지판을 2개소 설치하여 선박이 지정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항로표지시설 기능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마산해수청 항로표지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사안전소식 2020 여름호(통권 제49호) l 61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0. 3. 25] [대통령령 제26162호, 2015. 3. 24, 일부개정]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6.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8.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10.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8호, 2020. 4. 28, 일부개정]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5. 7]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20. 5. 7, 일부개정]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Ⅴ. 주요법령 제정·개정
     해양환경관리법1

개정이유

 [제정]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되도록 함(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나. 선박의 수리ㆍ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제45조제4항).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다음 Page에서 계속)



   해사안전소식 2020 여름호(통권 제49호)l 해사안전소식 2020 여름호(통권 제49호)62 l 63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72조제4항 

신설).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ㆍ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76조제5항 

신설).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를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승인절차"를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이전 Page에서 계속)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을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으로,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제41조의3의 제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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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4 조 의 2 ( 부 적 합  연 료 유 의  적 재 금 지 )  선 박 의  소 유 자 는  제 4 4 조 제 1 항 에  따 른  황 함 유 량 

기준(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이전 Page에서 계속)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로,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을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으로, "기술상의 기준"을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항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폐기물위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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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제1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로, "동 계획"을 "그 계획"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

    훈련과정

제122조제1항 중 "인정"을 "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정 및 인정"을 "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으로,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를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4항제6호 중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7 및 제6호의8을 각각 제6호의11 및 제6호의12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7부터 제6호의10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제132조제4항제17호 중 "제76조제2항"을 "제7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 

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전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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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2538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전자기관사 면허의 시험과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는 해기사 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 대상 해기사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해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선 또는 어선으로 승무선박의 종류를 한정하여 

면허하는 항해사 면허의 범위를 면허의 취득 방법과 관계없이 외해(外海)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및 

6급 항해사까지 확대하도록 함.

  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ㆍ훈련 대상 확대(제5조제1항제1호)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사 양성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또는 일부 통신사 

등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금까지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정의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 선박직원의 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기관사 면허에 필요한 시험과목 등 마련(제12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별표 1의3 

제2호의2 및 별표 2 제2호의2 신설)

신설되는 전자기관사 면허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그 필기시험의 과목을 전자기관, 직무일반 및 영어 등으로 

정하는 등 전자기관사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라. 승무경력 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추가(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기사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산정에 

포함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간에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마.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의 승선선박 지정제도 폐지(제17조제3항)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외국에서 발급한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해기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까지 승무직종, 승무등급 및 

승선선박을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만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승선선박 변경으로 외국인 

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협약에 따른 어선의 승무기준 등 개정(별표 1의3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제1호, 

별표 4 제1호의2 신설)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경력 

산정 및 어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의 기준이 되는 어선의 규모는 어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어선의 항행구역은 

일반 선박과 구분되는 무제한수역 또는 제한수역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을 제한수역과 무제한수역을 항행하는 어선으로 구분하고, 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어선,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인 어선, 45미터 이상인 어선 등을 구분하여 정함.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0. 3. 25] [대통령령 제26162호, 2015. 3.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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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162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선박직원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1호 다목"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각각 

"기관사면허"로 한다.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함정"을 "함정 및 시운전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를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의 운항·기관의 운전"을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과"를 "학과[「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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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최소승무경력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를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승무경력보다 긴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실습선(별표1의3에 의하여 응시할 면허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한다)"을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기관의 운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3급 항해사·3급 기관사"를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급 

항해사·4급 기관사"를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승무직종·승무등급 및 승선선박"을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2조제2항 중 "원양수역"을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수역"을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장: 항해사·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1. 항해사

(이전 Page에서 계속)

(다음 Page에서 계속)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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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다음 Page에서 계속)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 제 한 수 역 을  항 행 구 역 으 로  하 는  길 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 제 한 수 역 을  항 행 구 역 으 로  하 는  길 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1년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2년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선박의 운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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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다음 Page에서 계속)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

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

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

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

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

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

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

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

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

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

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

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

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

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

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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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3급 기관

사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

와트 미만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6급 기관사 면허를 위한 승무시간 중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에서 승무한 

경력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선면허에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 

기관사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1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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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 

기관사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1. 항해사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 항해계기 6급 항해사 이상

항로표지 3급 항해사 이하

해도(수로도지) 3급 항해사 이하

조석 및 해류 3급 항해사 이하

지문항법 6급 항해사 이상

천문항법 5급 항해사 이상

전파 및 레이더 항법 6급 항해사 이상

항해계획 4급 항해사 이상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5급 항해사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운용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급 항해사 이하

선박의 이동 및 조종 6급 항해사 이상

선박의 복원성 6급 항해사 이상

당직근무 3급 항해사 이하

기상 및 해상 6급 항해사 이상

선박의 동력장치 6급 항해사 이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급 항해사 이상

선내의료 3급 항해사 이하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6급 항해사 이상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3급 항해사 이상

2급 항해사 이상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법규 「개항질서법」 6급 항해사 이상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5급 항해사 이상

「선박안전법」 6급 항해사 이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급 항해사 이상

「해양환경관리법」 6급 항해사 이상

「상법」(해상편) 3급 항해사 이상

「해사안전법」 6급 항해사 이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6급 항해사 이상

영어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5급 항해사 이상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

는 5급 항해사를 제외한다)

해사영어 3급 항해사 이상

전문

  

  

  

  

  

  

  

상선

  

  

  

화물의 취급 및 적하 6급 항해사 이상

「선박법」 3급 항해사 이하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3급 항해사 이상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4급 항해사 이상

어선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6급 항해사 이상

「어선법」 3급 항해사 이하

수산실무 3급 항해사 이상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4급 항해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와 「어선법」의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은 항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기관사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기관(1)

  

  

내연기관 6급 기관사 이상

외연기관 6급 기관사 이상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6급 기관사 이상

  연료 및 윤활제 6급 기관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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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기관(2)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6급 기관사 이상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6급 기관사 이상

  기계공작법 5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열역학 및 열전달 3급 기관사 이상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3급 기관사 이상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3급 기관사 이상

  조선학(5급 기관사의 경우에는 선체구조

에 한정한다)

5급 기관사 이상

2급 기관사 이하

  설계제도 5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기관(3)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6급 기관사 이상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6급 기관사 이상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3급 기관사 이상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3급 기관사 이상

직무일반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3급 기관사 이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3급 기관사 이하

  응급의료 3급 기관사 이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급 기관사 이상

  방화 및 소화 방법 3급 기관사 이하

  해사관계 법령 3급 기관사 이하

  기관관리 2급 기관사 이상

  승무원관리 및 훈련 3급 기관사 이상

  해사관련 국제협약 3급 기관사 이상

  기관영어 5급 기관사(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영어 기관영어 5급 기관사 이상(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

는 5급 기관사를 제외한다)

 해사영어 3급 기관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기관(3),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와 「어선법」의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은 항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비고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3급 기관사 이상 또는 기관전문 3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자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 소형선박 조종사

  가. 소형선박 조종사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험과목 과목내용

전자기관(1) 전기공학

  전자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전자기관(2) 선박자동화 및 선내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전자항해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전력변환 시스템

직무일반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 방법

  해사관계 법령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영어 기관영어

  해사영어

시험과목 과목내용

항해 항해계기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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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과목내용

  항해 해도 및 항로표지

  기상 및 해상

  항해계획

운용 선체·설비 및 속구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선박조종 일반

  황천 시의 조종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기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의 대책

  연료유 수급

법규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환경관리법」

 나. 소형선박 조종사의 실기시험

시험과목 과목내용

소형선박의 취급 출항의 준비 및 점검

  출항 준비작업 및 계류

  결삭(結索)

  방위측정

기본조종 안전 확인

  발진·직진·정지

  후진

  변침(變針)·선회 및 연속선회

응용조종 인명구조

  피항(避航)

  이안(移岸) 및 착안(着岸)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연안수역 평수구역 200톤 미만 선장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00톤 이상 선장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600톤 미만

1천600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2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5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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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원양수역 2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비고

 1. 부선(艀船)·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曳船)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2.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같은 등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3. 비고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押航) 예·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어선

어선의 항행구역 어선의 길이 선박직원 승무자격

제한수역 24미터 미만 선장 6급 항해사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45미터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무제한수역 24미터 미만 선장 6급 항해사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5급 항해사

80미터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7.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이고, 총톤수 55톤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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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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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행구역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평수구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5급 기관사

연안수역 평수구역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원양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비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해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시간)이 10시간(연안여객선은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4.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안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으로서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어선의 항행구역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제한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

급 기관사)

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

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5급 기관사

무제한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

급 기관사)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이전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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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정한다)의 승무기준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천600톤 미만의 외국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야 하는 통신장의 승무자격은 

3급 통신사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원양수역"을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중 "원양어선"을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으로 한다.

선박의 종류 선박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여객정원 250명 미만 통신장

통신사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여객정원 250명 이상 통신장

통신사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통신장 3급 통신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2만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통신장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어선의 항행구역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무제한수역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

급 기관사)

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

급 기관사)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선박의 종류 선박 선박직원 승무자격

어선

(무선전신설비를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3급 통신사

총톤수 500톤 이상 2만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통신장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이전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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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선박의 크기 (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3천톤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선박직원

승무자격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가능 선박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선상정비가능 선박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국제항해 여객정원 250명 

이상

통신장 2급 통신사 1명 1급 통신사 1명

여객정원 250명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화물선 국제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또는 4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어선 500톤 이상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500톤 미만 통신장 4급 통신사 1명 3급 통신사 1명

[별표 3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이전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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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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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5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20일이내에"를 "25일 이내에"로 한다.

  제62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표지 안쪽의 유의사항 제5호 중 "20일"을 "25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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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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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선박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를 "선박운항자"로 한다.

  제58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란을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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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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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이 피난ㆍ수리 등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경우 등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출입 신고의 편의를 증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64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적은 서면을"을 각각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8호, 2020. 4. 28, 일부개정]

11

 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승객 및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항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선의 사용이나 도선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내항선 및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신고서를"을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예선 사용 및 도선 요청 여부
 - [     ] 예선    - [     ] 도선
 - [     ] 예선 면제   - [     ] 도선 면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5. 7]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20. 5.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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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8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제13조).

  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제14조).

  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21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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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 (SEAS)」를 영국 "Taylor & 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술지 제출 홈페이지

https://www.tandfonline.com/loi/tsea20

문의사항

이메일: seas@imkmc.or.kr

전화: 070-49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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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