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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해사안전소식

Ⅴ. 주요법령 제정·개정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ALCOM-ES) 결과

Ⅰ.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ll IMO Committees, ALCOM/ES

개요
• 회의명 : 국제해사기구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ll IMO Committees, ALCOM/ES)
• 일시 / 장소 : 2020.9.16.(수)∼21(월), KUDO(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IGO, NGO 등 350여 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의제의 채택
• IMO 사무총장은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동 합동특별 세션에서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MSC 결의서 채택’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가의제 채택 제안
- 다수 회원국이 IMO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총 2일의 합동 특별세션 기간을 하루(1일) 연장하여
회의 4일차에 선원교대 이슈를 논의하기로 함
* 1일 연장을 포함하여 9.16(수)∼18(금)까지 3일간 특별세션 진행 예정이었으나, 첫째 날 IMO 본부의 영상회의
기술문제로 1시간여 만에 회의를 중단함에 따라 9.21(월)까지 1일 연장됨

• 신임장(Credentials) 제출 관련, 위원회 의사규칙 9를 준용하여 동 세션을 포함한 IMO 위원회 원격회의에서
전자적 방식의 신임장 제출을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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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규칙의 면제
• 회원국은 향후 원격방식의 IMO 회의 개최를 위해 필수적으로 유예되어야 할 위원회 의사규칙 3, 4 그리고 11의
면제를 결정하였으며, 14와 15는 동 특별세션에만 유예를 적용하기로 함
- 유예가 결정된 해당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의사규칙 3
의사규칙 4
의사규칙 11
의사규칙 14
의사규칙 15

주요 내용 (유예 내용)
회의는 IMO 본부(런던)에서 개최되어야 함
사무총장은 최소 2개월 전, 회의 개최를 공지해야 함
사무총장은 최소 2개월 전, 회의 잠정 의제를 회람해야 함
회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잠정 의제 목록
사무총장은 의제의 영향 평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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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 관련, 회원국은 원격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통역이 불가한 여타의 상황에서는 통역
제공이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음을 합의함
• 또한, 회원국은 기구의 규칙과 위원회의 업무방법이 지속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해 일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3. COVID-19 팬데믹 동안 위원회 원격 세션 촉진을 위한 임시지침
• 동 임시지침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이 회원국 간 논의됨
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IMO 원격회의 의사결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
②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원격회의 불가 시, 비상 통신(대체) 수단 준비

•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 일부 회원국은 화상회의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모든 회원국의 참여 보장과
명확한 의사결정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초안(Draft) 공지 후, 총 두 번(1회당 5작업일)의 회람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을 주장

6.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추가 의제)
• 대부분 회원국은 COVID-19에 따른 선원 교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IMO 차원의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서 채택을 지지
- 중국은 승선원에 대한 방역 중요성을 강조, UAE, 바누아투는 결의서 서문 보강 제안, 마셜제도, 바하마 등의
문구수정 제안에 대한 검토·반영
• 선원교대가 주로 항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교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차기 IMO
간소화위원회(FAL)에 동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
• 선채택된 결의서를 기반으로, IMO 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기타 의제로서 동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비공식 작업반(주관: 영국) 개설을 결정
* 우리나라는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현안은 글로벌 이슈로서 UN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를 발언함

-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의 촉진을 저해하며 자칫 회원국들 간 화상회의를 통해 기결정된 사항에 대해 반복적
토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원격회의에서 이뤄진 논의내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1회(5일) 회원국 의견수렴 후 최종 결과보고서 공지 예정
- 원격회의 중, 불필요한 의사결정의 저해 요소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기존 대면 회의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함

Extraordinary Session of All Committees (ALCOM), 6-18, 21 September 2020
(opening and closing remarks by IMO Secretary General Kitack Lim)

• (기술적 결함 고려) 원격회의 특성상 요구되는 비상연락 수단을 위해 IMO 사무국은 추후 적합한 통신수단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관련정보를 전달하기로 함

2021 IMO Programs
4. 기타 사항
• 일부 회원국이 2020~2021년 IMO 원격회의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IMO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번 세션에서 논의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차기 IMO 이사회에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

5. 위원회 보고서 검토
• 회의결과의 충분한 검토와 회원국의 의견반영을 위해 결과보고서 초안은 5작업일인 9.28 까지 의견조회
예정이며, 이후 사무국에서 IMO DOCS에 회원국 제출의견의 검토결과와 함께 최종보고서 등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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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FAL 44) 결과
* The 44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3. FAL 위원회 작업계획(FAL.3/Circ.214) 개정 논의
• 강제협약 개정 관련 개정안 및 역량개발에 대한 사전평가 중단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위원회의 작업방식을
수정·반영키로 함

4.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 개발

개요
• 회의명 : 제44차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
		
(The 44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9.28.(월)∼10.2(금), KUDO(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7개 회원국, 5개 UN 기구, IGO, NGO 등 약 450여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의 부속서 개정 논의
• FAL 협약 부속서 개정을 위해 육·해상 간의 데이터 전자전송 관련사항을 중점으로 FAL Form의 명확화 등
일부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논의 하기로 결정함
* 밀항자 관련 권고사항, 서명(signature) 및 인증(authentication) 관련 요건, 권고안 3.10 및 관련조항 적용에
있어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검토 등

- FAL Form 2(화물신고서)의 경우 회원국으로부터 사용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 추후 개설된
통신작업반에서 검토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검토키로 함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 해상교통촉진을 위한 FAL 협약 부속서 개정안(ICS 외 12개 기구 제출)*은
다수 회원국이지지, 통신작업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선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코로나 사태 속 선박이 처한 상황 등 COVID-19와 같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하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E-7절(기타 조항)에 추가, 정부의 인도주의적 의무 강조 조항을 부속서
6절에 추가 등

• IMO차원의 야생동물 밀수방지에 대한 지침마련을 위해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 개발’에 대한 신규의제 승인여부를 논의함
- 우리나라 포함 다수 회원국들이 지지, FAL 45 잠정의제로 포함하여 2023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의 불법거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주요 국제범죄로 정부, 선사, NGO, IGO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국제적인 협력 필요함을 발언함

5. 조화로운 의사소통 및 항만 호출 전자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 개발
• 전세계 모든 항만에 적용되는 동일한 표준개발을 위해 ‘조화로운 의사소통 및 항만 호출 전자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 개발’에 대한 신규의제 승인여부를 논의함
- 신규작업과제로 승인하여 차기회의부터 2023년까지 논의하여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124차
이사회에 긴급 작업과제로 추인키로 함

6. 선내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완화를 위한 제안 논의
• 중국은 핵심인력인 선원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배승 전 코로나 음성테스트 실시 등)를
FAL Circular로 발행 및 회원국에 공유를 제안하였으나, 위원회는 기승인된 Res.MSC.473*, IMO
회람문서(No.4204/Add.14)와의 유사성을 고려, 해당 제안은 승인되지 않음
* IMO 위원회 합동세션(MSC/ES.2)은 “COVID-19기간 선원교대, 의료 서비스 및 선원이동 촉진을 위한
권장조치”를 Res.MSC.473로 승인한 바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선원교대가 원활하지 않아 UN차원의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 IMO 사무총장은
일부 회원국들이 UN총회에서 선원교대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각 회원국 정부가
UN총회에서 선원교대 관련 결의서 채택 작업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2.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지침 개발
• IMO차원의 해사부패 감소방안으로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마샬제도
주재)을 개설, 차기회의까지 작업을 완료키로 함
• 한편, 지난 회기에서 논의된 바 있는 GISIS 사용을 통한 해사부패 보고체계 관련 사무국은 데이터의 관리,
운영 및 책임소재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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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Peter Hinchliffe*(ICS 추천)를 ‘19년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결정

IMO 제124차 이사회(C 124) 결과
* The 124th Session of the Council

개요
• 회의명 : IMO 제 124차 이사회 (The 124th Session of the Council)
• 일시 / 장소 : 2020.10.12.(월)∼10.14(수), 원격회의(서면검토·영상회의)

* 20년동안 IMO에 참여하여 ECDISㆍLRIT 등 규정개발에 기여(단독후보, 경합無)

• 2명의 브라질 도선사 Mr. Marcio Santos Teixeiradh와 Mr. Fabio Rodrigues Alves de Abreu 및 필리핀
연안구조대 Ralph Ofalla Barajan을 ‘20년 IMO 바다의 의인상 (2020 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공동 수상자로 결정*
* (Mr. Marcio, Mr. Fabio) 브라질 상세바스티항에서 유류이송 작업 중 발생한 해양사고에서 인명피해ㆍ해양오염 예방,
(Ralph Ofalla Barajan) 필리핀 Siargao Princess호 침몰사고시 62명 승객 구조

- 최고상(Award) 3명, 우수상(Certificate) 4명, 장려상(Letter) 10명을 선정하였고, 우리나라가 추천한 미국 해안
경비대*는 장려상 수상
* ‘19.9월 美 해안에서 전복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선원 23명(한10ㆍ필13) 전원구조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81개 비이사국), IGO, NGO 등 265명

5. COVID-19 관련사항

주요의제 논의결과

• 하반기 영상회의의 플랫폼으로 KUDO를 사용하기로 결정
• IMO 사무총장이 제출한 ‘IMO COVID-19 복구계획’*을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에 회원국의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의제의 채택
• 원격회의의 제약을 고려하여 의제를 축소(18*→10)하여 논의하고,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한 의제(3개)**는 차기
이사회로 이관
* 이사회 조직개편, 회원국감사, 위원회(5개) 보고서 검토, ‘19년 기술협력기금 보고 등
** 외부협력사항 일부의제(의제5a/b/e/g), 회원국 현황(의제6), 협약발효 현황(의제7)

2. 인사관리/예산사항
• UN기준에 맞춰 사무국 직원 기본급 인상(2%), 인사규정 용어변경 승인
• ‘19년 예산사항(결산/분담금 등), COVID-19 영향에 따른 ‘20-‘21년 예산집행실적 보고 및 ‘22-‘23년 예산안 수립
방향 검토
* ‘20-‘21년 기승인된 예산안 내 집행가능, ‘22-‘23년 예산은 외부변수를 고려하여 수립

• 사무국에 신설된 파트너십·프로젝트部(DPP)의 사업* 소개

* 선원 우선정책 개발 등 해운업계 회복을 위한 10가지 이니셔티브 제시 (붙임2)

• UAE의 주도로 우리나라 등 6개국이 스폰서한 IMO의 정보통신기술 강화요청 결의서를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의견 수렴예정
* 우리나라는 IMO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 발언

6. 추가 의제
• (이사회 개편) 의장단 제안으로 ‘21.5월전 회기간 작업반(원격)을 개설하여 IMO 협약(IMO Convention) 개정안*을
논의키로 결정
* 이사국 수 확대(40→52개국), 선거주기(2년→4년), 이사국 범주구분ㆍ의미 재정립 등

• (제32차 총회) UAE의 제32차 총회(‘21년) 원격회의 개최준비(절차ㆍ지침개발 등) 제안에 주목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호주 등 다수 회원국 동의, 일부국가는 시기상조 라는 의견, 네덜란드 등은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하되, 투표만
본부(런던)에서 개최하는 방식 등 의견제시

* 우리나라는 IMO와 공동추진 중인 개도국 대상 GHG-SMART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발언

3. 위원회 특별세션(ALCOM/ES) 결정사항
• 위원회 특별세션(ALCOM/ES) 결정사항* 승인(제32차 총회에 보고)
* COVID-19 관련 원격회의 임시지침, 선원이동촉진 등을 위한 결의서 채택

• (의장교체) 의장 Mr. Xiaojie Zhang(중국)*이 사임함에 따라 현 부의장 Mr. Edmundo Deville(페루)이 차기 이사회
부터 의장직을 수행키로 결정
* 중국 교통부 퇴임 후 IMO 기술협력국(TCD) 국장으로 이동 예정

• (간소화위원회) FAL 44에서 요청한 긴급안건(작업계획) 승인
* 항만정보교환 관련 지침개발을 위해 정보통합 전문가회의(EGDH) 회기간 작업반 운영

4. 외부 협력사항
• 자문지위를 신청한 비정부간 기구(NGO, 9개)의 심사를 위해 원격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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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IMO 웹사이트 오픈예정(10월말)
* IMO 사무총장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9.30)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임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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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7) 결과
* The 7th Meeting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3. 필요한 가이드라인 개발
• 협약개정안에 대한 전반적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 할 수 있으므로, 이번 회의는
협약개정안 논의에 집중하였으며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이드라인 목록*을 확정함
* 가이드라인 제정 5종, 개정 4종, Code 제정 1종 (총 10종)
** 우리나라 제안, 에너지효율장치 지침서(MEPC.1/Circ.815) 최신화 포함

개요

•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빠른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필요하므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집중한 통신작업반 및
회기 간 작업반을 개최할 것을 위원회(MEPC 75)에 요청하고, MEPC 76(‘21년 봄) 이전 회의 개최 예상됨

• 회의명 : 제7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 회의
(The 7th Meeting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 일시 / 장소 : 2020.10.19(월) ~ 10.23(금), 원격(화상)회의 ZOOM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9개 회원국 및 38개 UN·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약 380여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단기조치 마련을 위한 협약 개정안 논의
• 우리나라 및 15개국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를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최종 협약개정안이 마련
되었으며, 공동제출문서에서 선택사항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ISWG-GHG 7 관련 IMO 보도자료

The 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aims, as a matter of urgency,
to decarbonise international
shipping in this century.

• 단기조치의 적용대상(OPTION 1)은 4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하여 더 많은 선박을 규제하자는 EU의
주장과 IMO DCS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000톤 이상에 적용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우리나라가 주장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으로 최종 결정됨
• 등급제 도입에 따른 낮은 등급선박에 대한 조치(OPTION 2)는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2026년 재검토 완료 시 까지 처벌 없는 등급제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재검토를 통해 추가
규제 여부를 추후 고려하기로 함

2. 국가별 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절차(MEPC.1/Circ.885)의 구체화와 영향평가 이행의 명료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종합영향평가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추가한 종합영향평가 위임사항(ToR)이 확정됨
• 결합된 단기조치(Short-term Combined measure)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수행 위임사항이 MEPC
75차에서 승인되어, 사무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참여 국가 선정을 위한 Circular
Letter를 보낼 예정임
• 운영위원회는 GHG-TC Trust Fund를 활용하여 착수되는 종합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위임사항의 고려요소를 검토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MEPC 76차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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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2) 결과
* The 102nd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2

개요

4. 제6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6) 결과보고
• STCW 모델 코스의 e-learning 변경사항 보고, 선박을 위한 새로운 ILO/IMO 통합 의료 지침의 개발에
대한 승인, STCW code 표 B-I/2 개정 사항의 채택
• STCW 코드 A-I/7장에 따라 사무총장이 승인한 STCW 협약 전문가(12명 포함) 승인, MSC.1/Circ.797/
Rev.34를 통해 수정된 목록 발행예정
• 선원문제 및 인적요인에 대한 문제식별 및 해결을 위한 ILO/IMO 공동작업반 개설에 대한 논의는 연기

• 회의명 : 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102nd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2)
• 일시 / 장소 : 2020.11.4.(수) ~ 11.11(수), 원격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전체 174개 회원국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00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사무총장 기조연설
• 1990-2003간 재직한 Mr. William O’Neil 전 사무총장의 부고, 터키와 그리스의 지진, 말레이시아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에 애도를 표명

5. 제6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6) 결과보고
•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19.7 개최) 결정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III Code의 이행을 돕기 위한 IMO
회원국감사(IMSAS) 관련지침 개발에 대한 신규작업, 항만국통제관 입문교육 매뉴얼 개발 작업계획 등 승인
* IMO Member State AuditScheme(IMSAS) : IMO 회원국에 대한 IMO 협약 이행도를 감사하는 제도로
협약의 국내 법제화, 이행인력·조직 및 관리 등 이행체계 전반 평가

• 대행기관(RO)에 정부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표준협정서 MSC-MEPC.5 초안에서 주관청 보고와 관련된
일부 문구 (6.5.5항) 삭제 또는 개정에 대해 회원국과 IACS 등 단체 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에서 RO Code 3장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
* 6.6.5 RO는 가능한 빠르게 선박에서 인지된 즉각적인 수리 또는 수리가 필요한 모든 위험상황, 사고, 기기 및
구조적 고장 또는 결함을 주어진 기한내 기국 주관청에 통보해야함

• 성공적인 MSC 회의 재개를 축하하며, COVID-19 사태 감안 선원교대, 기타 해사안전 관련 안건들의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

• 제7차 협약이행전문위가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MEPC 75 합의조건으로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의 지속적인 작업진행에 합의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6. 제6차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6) 결과보고

• SOLAS 및 부속 협약(IGF Code, IGC Code 등) 개정안 채택

• 고망간강 사용 임시지침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우리나라가 제출한 피로시험 결과가
이견없이 승인되었으며, IMO 사무국은 개정된 임시지침인 MSC.1/Circ.1599/Rev.1을 발행하기로 결정

* 계류설비 지침, 복원성 규칙, 여객선 복원성 등에 대한 개정안 채택

- 향후 고망간간을 재료로 하는 40mm 두께 선박 시험운행 가능해짐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 터키선급 GBS 부적합사항 교정감사 보고, IACS 및 11개 RO(정부대행기관) 등에 대한 두 번째 유지보수
감사 보고, DNV-GL 구조규칙에 대한 GBS* 재검증감사 보고 승인
* Goal-Based Standards(GBS): 선박 설계목표수명 및 기능요건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강도를 유지토록
설계·건조 규정, GBS 대상선종의 선급은 IMO로부터 주기적인 검증(감사)을 받음

* 40mm 고망간강을 재료로 하는 LNG 저장탱크의 건조·사용이 가능해짐(고망간강은 기존 임시지침에 따라 최대
30mm 두께로 설계, 탱크용량이 커짐에 따라 재료 두께도 증가해야 하므로 임시지침 개정에 따라 대형탱크
제작 가능)

•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잠정지침 및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그리고 액화가스를 산적상태로 운반하는 선박을 위한 극저온용 대체 금속재료 허용에 관한 지침을
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IMO사무국은 이를 MSC 회람서로 이 지침을 알릴 예정

• COVID-19로 인해 건조 중인 선박의 인도일이 GBS 적용일인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을 시 GBS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MSC 회람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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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7) 결과보고

12. 기타사항(COVID-19 관련 사항)

• IBC 코드 개정에 따른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적합증서의 교체시기에 관한 지침서(MSC-MEPC.5/Circ.7)
개정안, 종합성물질(MA, MMA) 관련 운송요건에 대한 PPR.1 회람문서를 이견없이 승인

• (원격검사지침) 우리나라는 원격검사지침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는 문서를 소개하였으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
신규 작업계획 제안문서를 제출토록 요청

8.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7) 결과보고

- 주요 회원국에서는 원격검사의 적용범위(불가항력적 상황) 제한 필요, 전문위원회 기술적 검토 필요 등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일본은 원격검사지침 수립 대신 정보공유 목적의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함

• 차세대 복원성에 관한 임시지침 초안의 승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2인 이상 산업인력의 안전한 이송에 관한
임시지침에 대한 고려, 여러 개의 화물창을 가진 선박의 수위감지기 설치에 대한 요건 등 승인

• (선원교대 프로토콜) 선원교대 프로토콜에 대한 회람문서(MSC.1 Circular)를 승인하였으며, 의장과 사무국에
프로토콜 개정본에 대한 회람문서 배포 권한 부여

- 여러 개의 화물창을 가진 선박에 대한 수위감지기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빌지* 알람 시스템**을 갖춘 선박에는
수위감지기 설치요건을 면제하자는 미국과 벨기에 의견에 대해 북한이 지지 발언

• (선원교대 GISIS 모듈) 선원교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신규 GISIS 모듈 개발 승인, 기존에 개발 중인 회원국 별
연락정보 모듈과 병합하여 연내 개발 완료 예정

* 선내에서 외판이나 배관을 통해 누설된 물이나, 갑판에서 기름에 오염된 물, 또는 화물에서 나온 물 등이 선박 바닥에
고인 오수
** 선저탱크 등 내 일정수위 이상 빌지 등이 감지될 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9.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SE 7) 결과보고
• 자유강하형 구명정의 5노트 속력 항해 진수 시험요건을 제외하는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을 승인,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진행 예정

- 정보제공 양식은 제안문서를 바탕으로 하되, 각국 상황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항목별 체크박스를 추가할 예정
• (선원 로고개발) 선원교대 및 이동 제한에 따라 선원이 이용 가능한 시설 (공항, 차량, 숙소 등)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자 비문자 형태의 국제적 로고개발을 승인, 사무국에서 ILO* 및 ICAO**와 협력하여 개발예정이며, 팬데믹
이후에도 활용가능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 대빗(Davit)형 진수장치를 갖춘 구명정은 항해 중 진수장치 작동시험이 필요하나, 자유강하형 진수장치의 경우
관련요건 적용 불필요

• 고정식 소화장치에 대한 정비 및 검사 지침 개정안의 승인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로 승인 연기

10. 제7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7) 결과보고
• 시간적 제한으로 다중이동위성 이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성 평가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며, MSC 103차에
제출될 문서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선박관제서비스에 관한 총회 결의서 개정안을 승인하고, 제32차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

11. 작업계획(Work Programme)
• 전체 작업계획은 차기 MSC 회의로 이관하여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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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5) 결과
* The 75th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지침서 상 이미 충분한 대처방안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개정이 불요하다는 유럽 국가들(독일, 스페인,
폴란드 및 스페인등)의 의견 및 노르웨이,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에서 주장한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의제는 금번 통신작업반 ToR에서 삭제되었으며, MEPC 76차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임
2) “Shaft Power Limitation 관련 지침서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서 개발 논의”는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4. 선박으로부터 GHG 감축

개요
• 회의명 :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The 75th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11.16.(월) ~ 11.20(금), 화상회의 (KUDO 및 ZOOM)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4개 회원국/준회원국/정부간,비정부간기구/국제기구 대표 약 350여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 우리나라가 제출한 대형벌크선에 대한 EEDI 기준선 개정 제안을 반대하는 문서(MEPC 75/3/3)의 경우,
개정제안문서(MEPC 74/5/22)를 제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제안에 반대하여 의장은
현재 MARPOL Annex 6 개정안(MEPC 75/3)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선박에 설치된 개별 BWMS의 Commissioning Test의 강제시행을 요구하는 BWM 협약의 제E-1규칙 및
IBWM 증서 양식에 관한 BWM 협약의 부록 1 개정안을 채택함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담수에 대한 EcoGuardianTM 평형수처리설비(한라IMS), HiBallastTM 평형수처리설비
(현대중공업), Electro-CleenTM 평형수처리설비(테크로스)가 최종 승인됨
• 최종 승인을 권고 받지 않은 FlowSafe 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GESAMP-BWWG에서 키프로스의 추가 문서
제출 없이 추가 평가할 것을 요청함

• 제6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 회의(ISWG-GHG)에서 마련한 자발적 국가행동계획(NAP) 결의안을
채택함
• 제7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 회의를 통하여 마련한 현존선 탄소집약도 감축 단기조치(EEXI + CII
Rating)* 관련 협약개정안을 승인(APPROVAL)함
* EEXI :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CII Rating :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제 (Carbon Intensity Indicator)

- 승인된 단기조치에 대한 종합영향평가를 MEPC 76차(채택) 이전까지 수행하기 위한 위임사항(ToR)을 승인
하였으며, 종합영향평가 연구진 선정 및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될 예정임
-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MEPC 76차(‘21년 6월) 이전까지 개발하기 위한
통신작업반 및 회기 간 작업반(‘21년 3월) 개설을 결정함
• 제4차 IMO GHG Study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함
•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설립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해운 탈탄소를 촉진하기
위한 R&D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 배경과 목적에는 동의함
- 다만, IMRB 설립 관련 초기영향평가 부재, 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한 주관청의 점검 조치 어려움(행정부담 가중)
등 이번 회기에 제기된 다양한 우려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에 해당 제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5. PPR 전문위원회 보고서
• 평형수 관리 시스템의 커미셔닝 시험을 위한 지침 개정안 (BWM.2/Circ.70/Rev.1)이 승인됨
• BWM 협약 및 G2 지침에 따른 시범사용을 위한 평형수 시료 채집 및 분석에 관한 지침 개정안 (BWM.2/
Circ.42/Rev.2)이 승인됨

3.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위원회는 MEPC 75차 이후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Correspondence Group)
개설 및 ToR(위임사항)을 승인함
- 주요사항
1) “배기가스 세정장치 센서 이상 및 장비고장 시 처리 관련 지침서 개정제안문건(대한민국 제출문서)을 고려하여
지침서 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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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전문위원회 보고서
• 무인부선의 MAR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관련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MEPC 76차의 채택을 위하여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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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차 법률위원회(LEG 107) 결과
* The 107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4. IMO 협약 상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통일해석
• 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LLMC 1976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통일해석 초안을
개발하고, 지침채택방식(당사국회의, IMO 결의서) 검토 등을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 개설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LEG 108차(‘21.7월)에 제출하도록 함

5. 해상범죄 혐의로 억류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신규의제 제안

개요
• 회의명 : 제107차 법률위원회 (The 107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 다수 회원국에서 지침개발 필요성 동의하여, 법률위원회의 정식의제로 ‘23년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며,
세부논의를 위한 문서를 LEG 108차(‘21.7월)에 제출하도록 함

• 일시 / 장소 : 2020.11.27.(금) ~ 12.1(화), 원격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2개 회원국, 4개 IGO 및 18개 NGO 대표 등 약 440명

6. 선원유기 사건에 대한 항만당국 지침 개발에 관한 신규의제 제안
• 임분담을 위해 항만당국 및 기국에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고, 법률위원회 정식의제로
‘22년까지 논의하도록 함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사무총장 기조연설
• COVID-19 상황 하에서 IMO는 선원교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선원 권리보호측면에서 선원유기 및
선원의 공정한 대우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 신규 작업의제로 제안된 해상범죄 행위혐의로 억류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 지침 및 선원유기 사건 처리를 위한
항만당국 지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선원인권 신장을 고려하여 논의되기를 희망함
• 허위등록선박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조치에 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회원국의 2010 HNS
의정서 비준을 촉구함

2. MLC 2006에 따른 선원의 유기,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규정

IMO Welcomes UN Resolution on Keyworker Seafarers
IMO Secretary-General Kitack Lim said,
“Sadly, hundreds of thousands of seafarers
who are vital to maintaining supply chains,
remain stranded at sea for months beyond
their contracted time. This is causing
immense strain, fatigue and exhaustion
and is unsustainable. I hope that this call to
action will result in positive momentum to
resolve the crew change crisis”

• 유기된 선원의 송환보장을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MLC 2006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MLC가 IMO 소관협약이 아니므로, ‘21.4월 개최되는 MLC 삼자간 특별위원회에 동 제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
• IMO 회원국감사(IMSAS)를 통해 MLC 선원유기 규정이행을 검증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MLC가 IMO
소관협약이 아니므로, IMSAS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함

3. 허위등록선박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허위등록에 대한 기본 정의확립,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허위등록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초안 검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회기간 통신작업반 개설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LEG
108차(‘21.7월)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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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 결과
* IOPC Funds,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김성범 국장은 2011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후 이번 연임으로 내년 10월까지 10년 연속
의장직 수행예정

• 1992 Fund 총회 의장이 우리나라 포함 총 15개국*(전년도 유류수령량 상위 7개국 및 그 외 8개국)을 1992
Fund 집행위원국으로 제안, 참석 회원국의 Consensus에 의해 선출됨(임기 1년)
* 집행위원국 : 대한민국,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에콰도르, 독일, 가나, 라이베리아,
마샬제도, 모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개요
4. 합동감사기구 선출 및 투표절차 결정
• 회의명 : 2020년 12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s,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회의
		
(제25차 1992 Fund 총회, 제74차 1992 Fund 집행위원회, 제17차 추가기금 총회)
• 일시 / 장소 : 2029.12.2.(수) - 12.4.(금), 원격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69개 회원국, 2개 IGO 및 14개 NGO 대표 등 총 283명

• (내부감사 6명) ‘17년 선출된 합동감사기구 6명의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투표를 통해 입후보만 7명 중
6명*을 선출함
* Mrs. Birgit Sølling Olsen(덴마크), Mr. Vatsalya Saxena(인도), Mr. Alfred H. E. Popp(캐나다), Mr.
Arnold Rondeau(프랑스), Dr. Hideo Osuga(일본), Captain Thomas F. Heinan(마샬제도)

• (외부감사 1명) ‘11년 선출(3연임)된 Mr. Michael Knight(영국)의 업무 전문성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감안,
예외적으로 1년의 임기 연장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회의 원격개최로 인한 진행규칙 적용유예

• 원격투표 3가지 방안(온라인투표, 이메일 및 서신) 중 온라인투표에 대해 일부 국가가 투표비밀 보장의
문제로 반대하였으나 다수 국가의 지지에 따라 이번 회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회의를 원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진행규칙 일부 조항*을 이번 회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기로 결정함

5. 2010 HNS 협약 관련 동향

* 회의 개최장소(런던),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채택 시기에 관한 조항 등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
• ‘20년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사고교훈 도출을 위한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사무국장은 ‘21년 봄에 개최되기를
희망함

• 우리나라 포함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및 벨기에 등 협약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최근동향이 의제에서
소개됨
• 이번 총회에서 프랑스, 독일은 발언을 통해 최근 추진한 업무경과를 소개하였으며, ‘22년 비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20년 현재, 발효요건 중 가입국가 요건(12개국)은 5개국 충족

* 1992 Fund 사무국, Skuld P&I Club, 대한민국 정부 및 손해사정 전문가 등 참석

6. 일반 분담금 및 주요 사고 분담금 부과
• 우리측은 원활한 사건 종결을 위해 협력해준 사무국과 P&I Club에 감사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일정 재조정 등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표명함

3. 의장단 및 1992 Fund 집행위원회 회원 선출
• 1992 Fund 총회 의장으로 Mr. Gaute Sivertsen(노르웨이), 1992 Fund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Ms.
Gillian Grant(캐나다),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대한민국)*이 참석 회원국의
Consensus에 의해 선출됨(임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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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일반 분담금과 주요 사고 분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타 계정의
잔액을 차용하기로 결정
* 허베이 스피리트, 프레스티지호 등 5개 사고

• 우리측은 사무국의 제안에 지지하나, 내년 분담금 청구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2~3년에 걸쳐 분할 청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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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기술협력위원회(TC 70) 회의결과
* The 70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5. 해사 분야 여성 영향력 강화
• 해사 분야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한 IMO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도 자국
주관의 다각적인 활동 성과*를 공유함
* 프랑스 : IPER 내 항만의 여성 전문관리자 교육과정 제공
멕시코 : MAMLa를 통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해양 부문의 여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개요
• 회의명 : 제70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70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12.7.(월) - 12.11.(금), 원격회의

• 또한, 멕시코는 발언의 통해 한국의 문서 제출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문서 내의 해사 분야 여성 활동 현황
조사를 위해 제안한 템플릿의 중요성을 강조
• 조지아 대표단은 발언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대한민국을 포함한 멕시코,
몰타 및 프랑스에 깊은 감사를 표함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7개 회원국 대표 등 총 240명

6. TC 작업 프로그램

주요의제 논의결과

• MEPC 75차에서 온실가스 감축 단기 조치가 개도국(LDS, SIDS)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TC
위원회가 기술협력 활동 및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촉진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함. 이에, TC
위원회는 차기 71차 회의 의제 4(파트너쉽)를 통해 회원국 의견을 접수하여 논의하기로 함

1. 2019년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연차보고
• 콜롬비아가 TC 70/3/1 문서를 통해 제안한 기술협력 활동의 영향성 평가 관련하여 영향성 측정, 평가 기준
그리고 전용의 Web Portal 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회기 간 통신작업반 개설을 결정함

IMO and Republic of Korea partner to address ships' GHG emissions

2. 자원 동원 및 협력관계
• 사무국의 장기재원 마련전략에 대해 다수 회원국이 지지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IMO와 협정을
통해 추진하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GHG SMART PROGRAM’을 발언을 통해
간략히 소개함
• 이에, 쿡 아일랜드는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하며 참여 의사를 밝힘

3.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2030 Agenda
• 작업반을 개설하여 IMO ITCP(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와 UN SDG(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연계를 위한
기준(Baseline) 및 성과지표(Milestones) 개발 작업을 진행함. 최종 성과지표의 달성 기준은 TC 71차(‘21)
회의에서 작업반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4. 지역 주재소 및 협력
• IMO 지역 주재소의 주요 활동 현황을 소개하며, 주재소 제도 개편 및 추가설립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 명확한
역할 그리고 비용 분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 후, 사무국이 TC 71차(‘21)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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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배출(Zero Emission) 위한 프로젝트 활발

< 선종별 연료유형 >

(출처 : Offshore Energy, ‘20.8.27)

●

탄소배출제로연대(Getting to Zero 2030)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무배출 사업과 관련하여
총 6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주로 선박기술 개발이나 연료 생산에 초점을 둠
- 선박기술 개발에는 1,000만 유로, 연료 생산에는 더 큰 공적자금이 투입될 만큼 그 규모와 각국 정부의 관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동 프로젝트는 대부분 유럽(49),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16) 등지에서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무배출 선박을 다수 확보하는 데 전념할 예정임

●

선박기술 프로젝트
- 수소 추진선 프로젝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규모에서는 대형선박(5,000DWT 초과)의 보조 전원이나
소형선박(5,000DWT 미만)에 대한 개발이 주를 이룸(대형 수소추진선박에의 기대감은 낮음)

●

상당수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대부분 실증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실제 조건에서 운영가능하며, 전통적인
화석연료와 새로운 무배출 연료 사이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목표임

- 이와는 대조적으로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의 대형선 추진개발 프로젝트는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자는 이미 운항 중에 있음
- 대형 메탄올/에탄올 선박도 최근 운항에 투입됐으며 대형 배터리 동력(battery-powered) 선박은 보다 짧은
항로를 운항 중임

싱가포르 MPA, 효율적 선원 교대를 위한 센터 및 기금 설립

< 프로젝트 유형 >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0.8.31)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는 COVID-19 사태에 따라 정상적인 선원 교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방역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원 교대를 위한 센터 및 기금 설립을 밝힘
- MPA는 2020년 9월 1일부터, PSA Singapore 지원으로 기존에 수상(Floating) 숙박시설이었던 Tangoing
Pagar Terminal을 선원 교대를 위한 센터(CFC, Crew Facilitation Center)로 설치함. 동 시설에는 방역에
철저한 COVID-19 검진 시설과 선원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음

●

- 또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위해 Singapore Shipping Tripartite Alliance Resilience (SG-STAR)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 내의 해운 관련한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싱가포르 일백만 달러
(S $1 million Singapore, 한화 약 8억 7천만 원)를 초기 자금으로 하여 설립됨

연료 생산 프로젝트
- 대부분 녹색수소(Green Hydrogen)*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수소가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의
연료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임
* 녹색수소(Green Hydrogen) : 바람이나 태양과 같은 무탄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에서 전기분해를 통해 생성한
수소를 뜻하며,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무함. 탄소집약도가 높은 순으로 회색수소, 청색수소, 녹색수소로
분류됨

- 바이오 연료생산은 이미 실증단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프로젝트만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유형의 공급원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COVID-19 대응 및 안전한 선원 교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저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선원이 싱가포르에서 선박에 승선할 때 격리 기간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추가로, MPA 측은 선원 교대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싱가포르 국적 선박의 선원이 교대하거나 싱가포르항만
내에서 교대가 시행될 때, 이행 주체별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MPA)은
싱가포르를 최고의 글로벌 허브 항구이자 국제 해양 센터로 발전시키고 싱가포르의 전략적 해양 이익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사명으로 1996년 2월에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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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hip Centre, 신임대표로 Mr. Hirotake Mori 선임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9.2)

●

JSC(Japan Ship Centre)의 신규 대표로서 Mr.Takanor Maeda의 뒤를 이어 Mr. Hirotaka Mori가 선임됨. JSC
기관은 유럽 해운·조선 시장의 동향 분석 및 일본 기업의 진출과 투자 지원을 위해 일본선박수출조합(JSEA)*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합작하여 1965년 런던에 설립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 ‘Mayflower’호, 첫 대서양 횡단
(출처 : Tech Times, ‘20.9.7)

●

* Mayflower호 : 400년 전 백여 명의 청교도 인들을 태우고 2개월간의 항해 끝에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선박인
‘Mayflower’호의 이름을 따 명명함. MAS는 알루미늄 및 복합 재료로 건조된 길이 15m, 중량 5톤의 선박으로 기존
‘Mayflower’호 길이의 절반, 3%의 중량을 지님

* 일본선박수출조합 (JSEA, Japan Ship Exporter Association) : 1954년 12월에 설립되었고 35개의 조선회사,
39개의 상사 등이 가입된 연합단체이며, 주요 업무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계도, 지도 및 규제 개발 또한, 국제시장
조사 및 정보 교환 등임

- MAS는 유체 및 공기 역학을 모두 갖춘 삼동선(trimaran) 구조의 태양열 구동 선박으로, 선박에서 인적 요소를
제거하고 선원거주(식사, 수면 및 안전)공간 대신 순전히 선박의 구조와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유인 선박에 비해 비용
효율성 및 유연성을 향상시킴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일본정부의 국제 대외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1951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1962년 설립된 한국의 KOTRA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

- 새로 선임된 Mr. Hirotaka Mori는 2001년(졸업) 일본 대학에서 기계 항공공학을 전공했음. 그 후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 및 일본 해운회사의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반으로 JSC에 입사하였으며,
조선업체와의 선박 건조에 관한 계약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함
●

Mayflower* Autonomous Ship(이하 MAS)은 9월 16일부터 2~6주간 대서양을 횡단해 영국 Plymouth 항~미국
Plymouth 항까지 약 3,220마일을 항해할 예정으로, 해양 환경 데이터 구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해양 플라스틱 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

●

MAS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으로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며 해양연구기관인 ProMare와 IT업체
IBM社 등의 협력하에 개발됨
- MAS 제어 시스템은 슈퍼컴퓨터와 유사한 서버에 구축되어 지난 2년간 100만 개 이상의 해상시각 자료를 이용,
머신러닝을 수행하였으며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LREGs)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선박의 안전항로 탐색에 최적화됨

Mr. Hirotaka Mori는 COVID-19 사태로 해운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인지하며, 이를 계기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이 변화됨을 강조함. 그러나 이는 일본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서 JSC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힘

- 항로를 변경하거나 긴급 상황 시 비상 발전기를 이용하여 선속 조절이 가능하며 IBM Cloud 서버에 접속 및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대양에서의 원활한 연결도 기대할 수 있음
●

본 프로젝트는 Rolls Royce, Wartsila社 등의 기업에서 이미 수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지원을 받았으며, 2030년까지
MAS의 시장 가치는 약 1,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Mayflower 호, 출처:I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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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교대 위기 : 국제적 관점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0.9.7)

●

COVID-19로 인한 해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선원 교대 위기로 판단되나,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선원 교대가
언제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매일 바뀌는 정부의 지시사항과 새로운 의견들은 선원 교대 운영 절차에 있어 가장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빈번하게 변경되는 규정과 제한적인 서면 정보로 인해 주로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을 가져옴

●

광범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조치들이 점점 더 엄격해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에서 다른
국적의 선원들이 승선 또는 하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정박지 또는 OPL(Off-Port-Limits)*에서만 선원 교대를
허용하고 있음
* OPL(Off-Port-Limits): 항구를 벗어난 해역

●

7월에 크루즈 서비스업체인 GAC 인도는 송환 선원들을 위해 도착 즉시 COVID-19 검사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이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며 홀랜드아메리카 라인, 프린세스 크루즈, 시보른 크루즈선에서 일하던 약
3,000여명의 인도 선원을 귀국시키기 위한 대규모 선원 교대 작전을 수행함

●

- 러시아가 모든 외항로를 폐쇄하자 핀란드-러시아 간 육로 국경을 통해 전 세계에서 러시아 선원 송환을 주선함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절한 계획을 통해 선원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COVID-19 동안에는
불가능하므로 모든 선원 교대를 예외적으로 고려함
●

●

●

계약 기간을 넘겨 승선해 있는 승무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복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해운업자들은 이미 선박이 공회전하는 등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 COVID-19 검사 비용과 많은 선원들의 장기간 승선 및 자가격리로 인한 추가 급여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음.
GAC 미국에서는 비자가 만료된 선원들은 선주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을 떠날 때까지 감시를 받음

항공편의 부족은 하선하는 선원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시대로 이어짐
- GAC 노르웨이는 해상에서의 시간을 초과한 선원들을 위해 RIB 보트(High-speed Rigid Inflatable Boat)를
사용하여 선원을 이동시킴
- 영국에서는 런던에 본사를 둔 한 버스 제공자는 선원들에게 사회적으로 거리감 있는 선원 교대를 제공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애버딘으로 호출되었으며, 운전자와 승객들 사이의 스크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음
- 미국의 규제는 조금 더 관대하므로 더 많은 이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북미에서도 가용 비행편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명확하지 않음

●

- 그 후 다른 나라들은 핀란드의 모델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IMO는 거의 30개국으로부터 선원들을 핵심
노동자로 지정하려는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함

일부 지역에서는 요르단, 레바논, 가이아나, 파나마 공항을 포함한 많은 공항들이 각기 다른 기간 동안 폐쇄되었기
때문에 선원 교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팬데믹 내내 광범위한 국제 비행 규제에 뒤따르는 혼란에 대해 널리 논의되어 왔으며, 선원들이 적시에 귀국할
수 있는 항공편 부족과 EU 이외 선원들의 비자 만료로 인해 더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필리핀 선원들은 심각한
영향은 받음

예외 중 하나로 핀란드에서는 팬데믹 내내 선원들을 주요 노동자로 지정하여 선원들을 제한 없이 계속 교대할 수
있게 하고 인접 국가 선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함

●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상 안전 규범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가끔 선원들이
COVID-19 감염자로 인식됨

●

브라질에서는 국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지 해석은 선원 교대의 어려움을 증대시킴
-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항만 당국은 자체적으로 이해한
것에 따라 절차를 부과할 권리를 가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여전히 필요함
- GAC 앙골라는 인도 대사관이 주관한 공인된 인도주의적 비행을 통해 인도로의 추후 송환을 위해 보건부
및 COVID-19 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받아 유정활성화지원선(Well Stimulation Vessel)에서 선원 교대를
주선했음. 오만에서는 국내선을 이용해 두크름에서 무스카트 국제공항으로 선원을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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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해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화재 진화
(출처 : Offshore Energy, ‘20.9.7)

●

2020년 9월 6일 스리랑카 해군은 파나마 유조선
뉴다이아몬드호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소식을
전함

해상에서 구조된 리비아 난민, 각국의 외면 속에 하선 지연
(출처 : UNHCR, ‘20.9.7)

●

- 조난 신고가 접수된 지 거의 79시간 만에, 스리랑카
해군은 분말소화 자루의 도움으로 오후 3시쯤
화재를 진압함
●

뉴다이아몬드호는 9월 3일 쿠웨이트 미나 알
아마디항(Port of Mina Al Ahmadi)에서 인도
파라디프항(Port of Paradip)으로 27만톤의 원유를
수송 중에 화재가 발생함
- 동 유조선은 상암칸카다 지점(Sangamankanda
Point)과 38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항해하던 중,
선박의 주 기관실에서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불이
붙음

‘Maersk Etienne’호는 지중해 해역에서 27명의 리비아
난민을 구조했으나(이하 구조된 자),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외에는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제법 및 해사 협약에서는 선박 및 연안 국가에 조난 중인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하선시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각국 정부에서는 불법
이주민, 난민의 자국 항구에서의 하선을 금지하고 있어
한달째 하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이 해상구조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 5월에는 약 80명의
구조된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선하기까지에 6일,
7월에는 50명의 하선에 대해 4일이 걸렸으며, 이번 사태는
최근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이에 대해 국제해운협회(ICS), 유엔 난민기구(UNHCR),
국제 이주기구(IOM)는 구조된 자들의 즉각적인 하선을
위해 각국의 협조를 요청함

- 해운업계는 해상에서 조난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및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상선에는 충분한 장비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역할을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 사태를 COVID-19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힘

- 승무원 23명 중 1명이 폭발로 인해 사망하였고
나머지 22명은 대피함
●

●

해군에 따르면 동 사고를 성공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관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대한 해양 재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선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평가할 것이며, 이들의 권고에 따라 선박에 대한 추가 이동
여부가 결정될 것임

OCIMF, 고위험 리스크(Risk) 관리 중점의 조직 개편 시행
(출처 : Marine Link, ‘20.9.10)

●

- 인도 해군과 인양 전문팀은 사고 선박에 탑승하여 첨단 장비를 이용해 내부 점검에 나설 계획이고, 구조작업
전문가, 심사원, 법률고문 등 영국과 네덜란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스리랑카에 도착함
- 불길이 완전히 잡히긴 했지만 선체 내부의 높은 온도와 환경 영향으로 화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리랑카 해군은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해 어떠한 비상상태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선박이 자국의 해상 수색 구조
지역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임

COVID-19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제정유사
해운포럼(OCIMF)는 위원회 조직을 개편하여 회원 기관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강화의 계획을 밝힘. 구체적으로 사무국 내
위험관리 부서를 신설함
- 조직 개편은 COVID-19 사태로 국제 해운 산업이
악영향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시행되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국면의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OCIMF
기관 차원의 의지로 보임

사업 파트너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힘
- 신규 조직은 기관의 전략을 이행하고 전문가 그룹을 소집
및 선도하는 3개의 주임위원회(Principal Committee)와
법적(Legal), 인적 요인(Human Factors), 해양환경
(Environment) 그리고 해상보안(Maritime security)에
관한 4개의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ttee)로
구성됨
* 국제정유사해운포럼 (OCIMF,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 1971년 국제해사기구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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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MF의 전무이사(MD, Managing Director)인
Mr. Rob Drysdale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당사는
자발적으로 위험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 규정에 적합하게 회원 기관과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석유
화학제품에 관한 안정선 평가 및 기술적 제언을 주로 함.
197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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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고방지를 위한 지침서 개발
(출처 : Offshore Energy, ‘20.9.15)

●

컨테이너선주협회(COA)를 비롯한 5개의 연합체는 선박 내 컨테이너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컨테이너 및
운송 포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개발함

OCEANBIRD, 탄소 배출 90% 감축 풍력 선박 설계 발표
(출처 : Mail-Online, ‘20.9.17)

●

- 컨테이너선주협회(COA), 세계화주포럼(GSF), 세계화물처리협회(ICHCA), TT 클럽 및 세계선사협의회
(WSC)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규정 구현을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 왔으며 최근 화물운송장치 포장실무
규정(CTU Code)에 대한 지침을 개발함
●

컨테이너 화재사고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으며 화물뿐만 아니라 인명손실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함
- 이외에도 잘못된 고박으로 인한 컨테이너 유출사고, 내부 화물붕괴 및 해충 오염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왔으며 동
기구들은 CTU 코드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해냄

●

스웨덴의 선박 설계회사인 OCEANBIRD社가 260피트(약 7.9m) 높이의 접이식 ‘돛’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한
친환경 선박(범선) 설계를 발표
- 길이 650피트(약 20m)의 해당 선박은 약 7,000대의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는 화물선의 용도로 설계
되었으며, 접이식 ‘돛’을 사용하여 평균 10노트(약 18km/h) 속도로 항해 가능함. 이는 대략 12일 시간
소요로 대서양 횡단이 가능한 제원임

●

해당 선박의 설계를 담당한 Wallenius Marine은 실선 건조를 위해 약 20피트(0.6m) 길이의 모형 선박을
제작하여 성공적으로 시험 운전을 마쳤음을 전달하며, 만약 계획대로 건조된다면 세계 최대 크기의 화물
운송용 범선이 건조될 것이라고 밝힘

●

국제적으로 해운 부문에서도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선박 건조를 통해 풍력 등의 新 추진 동력원에 관한 연구 개발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안전한 화물포장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활동 영역을 파악하여 공유함
1. CTU 코드 인식 확대 및 채택 장려

- 동 선박을 개발하면서 회사는 풍력에 관한 동력원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미래의 화물
운반용 선박으로서 충분한 개발 가치가 있음을 밝힘

2. 해사위험물규칙(IMDG Code) 포함, 규정 적용 및 실행 개선을 위한 조항개정
3. 화물 검사절차 강화 및 컨테이너 검사체제 지원을 통한 포장 성능 모니터링
4. 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

< 풍력 추진 선박 설계 조감도 >

동 연합체는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IMO Circular 개정 참여와 화물검사정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화물 운송 및 항만물류 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 본 지침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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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선원 교대 기부금 50만불 추가로 120만불 달해
(출처 : Offshore Energy, ‘20.9.18)

●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국제해사경영자협의회(IMEC)는 선원 교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채택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해운삼각동맹 탄력기금(SG-STAR)에 50만 달러를 출연함

INTERCARGO, EU의 ETS 제도 해운 확대에 회의적 반응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9.22)

●

- 본 기금은 업계, 노조,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국제 파트너들이 모여 안전한 선원 교대를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글로벌 3자 파트너 계획임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의 사무총장 Kostas Gkonis은 지난 15일 EU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해운 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IMO가 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국제건화물선주협회 (INTERCARG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owners) :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안전한 화물 운송

- 2020년 8월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싱가포르 해운협회(SSA), 싱가포르 해운임원협회(SMOU), 싱가포르
선원기구(SOS)가 설립한 100만 달러 규모의 SG-STAR펀드에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현재 기금은 총 약 120만
달러에 달함

및 공동의 이익 대변을 위해 선박으로 운송되는 건화물의
화주 회사들에 의해 결성된 협회임. 198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

국제해운회의소(ICS)는 SG-STAR 펀드에 선박에 관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 제도 시행 배경으로서 EU는 기후변화협약과

●

교토의정서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선두주자로서, 교토의정서 하의 감축 의무를

팬데믹이 일어난지 6개월째, 30만 명의 선원이 해상에서 묶여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해양 노동 협약에 따라 허용된
기간보다 6개월이 더 긴 17개월 동안 행해하고 있음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결정함. EU는 2005년 세계 최초로 11,400여
개 산업시설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을 도입

- 약 30만 명의 선원들이 배에 추가로 승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피로, 육체적 및 정신적 압박감은 선원들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나아가 선원들, 선박, 해양 환경, 그리고 세계 공급망까지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

SG-STAR 기금은 전 세계 140만 명의 선원들에게 팬데믹으로 인한 선원 교대 위기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IMO는 국제기구로서 산업적 측면과 지역(국제)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보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EU ETS 제도는 자금 수금(Money collection mechanism)을 통한 규제로서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먼 방법임
- 구체적으로 EU ETS 제도가 국제 해운 산업에 적용된다면, 유럽항구로의 선박 기항 및 해상물동량 감소가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결과임

- 선원 교대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 계획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
●

- 또한, 단지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따지는 ETS 기준으로 인해 선박 운항의 기술적 요건이 배제되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음

특히, 선박에 합류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검역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주들이 검증된 의료기관으로부터 COVID-19
PCR 검사에 대한 음성 결과를 당국과 고용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진전이 있어야 함
●

한편, 선주들은 혁신기술 및 에너지 업체 시장의 혁신, 투자, 생산, 채택 사슬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장기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기여로서 50억 달러의 R&D 기금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대응해왔음을
언급함

●

INTERCARGO 측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이며, 해운 산업 또한 글로벌 성격이 강한 국가적
기간산업으로서, 동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평한 경쟁이 담보되는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함

< 싱가포르 선원 교대를 위한 지원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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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 실시되면 선박비 하루에 $4,000 증가
(출처 : Argus Media, ‘20.9.22)

●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에 선박을 포함하면 선주들의 비용이 하루에 최대 $4,000까지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 탈 탄소화와 친환경적인 연료를 대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아프라막스 유조선(Aframax tanker*)은 하루당 40톤 연료를 사용하며 배출가스가 €30/톤으로 소비되는
연료유 1톤당 3.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대 하루당
$4,000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국제해사기구(IMO), 사이버 공격으로 홈페이지 일시 폐쇄
(출처 : Safety at Sea, ‘20.10.1)

●

국제해사기구(IMO)의 공용 웹사이트 및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가 지난 9월 30일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음
- IMO는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홈페이지 내 주요 시스템을 중단하고 UN IT 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격 원인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원상태로 복구함

●

해양사이버보안 관련 사고는 이번 주만 두 차례, 2020년 총 다섯 건이 발생함

* Aframax tanker: 운임·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크기란

- 국제컨테이너선사 CMA CGM社는 지난 9월 28일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을 받았으며, 운수물류업체 Toll社는
1월 31일 및 5월 12일에 잇따라 사이버공격을 받음. 대형컨테이너선사인 MSC社 또한 4월 10일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았으나, 일부 네트워크 지연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손상은 발생하지 않음

뜻으로 8만~12만 톤 급의 유조선을 말함

- 아프라막스 유조선 한 척의 운영비만 하루당 $6,700이므로, 이 추가 비용은 현물시장에서 선주들이
거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게 함
●

- 이러한 사고는 업무시스템을 중단·폐쇄함에 따라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도난데이터가 다크웹에서
판매되는 등의 데이터 유출을 초래함

유럽위원회가 선박을 동 거래제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의 선주 거래에 대한 배출총량거래*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선박 발주량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가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COVID-19로 인한 디지털 업무 분산 및 의존도 증가가 급증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소프트웨어 관리 미숙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그 원인을 진단한 바 있음

가능함. 이러한 전 과정을 일컬음

- 두 유럽 항구 사이의 항해는 ETS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유럽 내 하역항만 있는 항해의 경우 ETS의 적용을
받을지, 만약 그렇다면 항해 전체가 계산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 해역에 있는 일부기간만 적용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원격 및 자율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기업의 적절한 조치가 사이버
공격 위험방지 및 손해경감에 필수적이라 강조함
<국제해사기구 런던 본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었으나, 위원회의 계획은 대체 추진 기술과 청정 연료를 찾기 위한
업계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LNG는 향후 10년간 전환 연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암모니아와 수소는 점점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

기술 발전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선박 주문으로 연결될 것이며, 오래된 선박들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몇 년 안에 폐선율이 증가할 수 있음

●

한편, 감속 운항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선주들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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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YK, JMU, 신개념 선박 추진 성능 검증 계약 체결
(출처 : SEA NEWS, ‘20.10.6)

●

미국, 초대형 무인잠수함(XLUUV) 건조에 박차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0.10.12)

세계적인 해운선사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NYK Line社와 조선사인 JMU社가 선박 건조과정과 실제 운항
과정에서의 데이터상 도출되는 선박 추진 성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개념 선박 추진 성능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이하 HII社)가 약 24,000평
규모의 무인 선박연구 및 건조 부지 건설계획을 발표함
- 10월 초, 미 국방부는 현 보유량의 2배에 달하는 500척의 군함 배치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 절반을 무인
선박으로 구성하고 무인 잠수함을 최우선순위로 건조할 계획이라 밝힘

* JMU (Japan Marine United Corporation) : 2013년 설립되었으며,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주식회사’는 2013년
1월 1일에 유니버설 조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HI 마린 유나이티드가 합병해 탄생한 일본의 조선 회사이다

- 신개념 선박 추진 성능 검증 시스템 도입 배경에 관해 간략히 밝히자면, 건조과정에서 선박 추진 성능의 최종
검증은 ‘해상시운전(Sea Trial)’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때 해상상태는 파도가 없이 잔잔한 상황이지만, 실제
운항에서의 기상은 대부분 그렇지 못함으로 실질적인 선박 성능에서는 차이가 보임

- HII社의 신부지 건설은 정부의 방위계획과 맞아떨어지며, 신조선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함
●

- 해상시운전을 통한 추진 성능 데이터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선박 운항에서 요구되는 것은 실질적인 추진
성능에 관한 데이터임. 최근 발달하는 IoT 등의 기술을 통해 좀 더 의미 있고 실제 운항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수집 기술이 개발되면서 신개념 검증 시스템이 도입됨
●

- HII社는 수중 무인 시스템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세계적 항공기업 보잉
(Boeing)社와 ‘Orca XLUUV’ 사업을 체결함. 순차적으로 건조될 5척의 Orca XLUUV는 개발비용 포함, 그
가치가 약 2억 7,500만 달러에 이름

아래 그림은 신개념 선박 성능 검증에 관한 도식도로써 선사가 조선소의 선박 추진 성능에 관한 데이터와 실제
운항에서의 데이터를 비교·검토하고, 이를 다시 조선소의 설계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실용적인 선박 추진
성능에 관한 검증이 가능함

- XLUUV는 유인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선박 감지, 수상·수중전투 투입 등
일반잠수함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춤

- 이를 통해 ▲ 선박의 안정성 향상, ▲ 선박 설계의 최적화, ▲ 연료 사용의 경제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개선된 선박 추진 성능에 관한 데이터는 선주와 화주가 운항에 관한 계약 체결 등과 같은 관련
업무에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또한 Orca 함은 동력원으로 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이용, 3노트의 속도로 수개월 항해를 마친 뒤 유인수상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귀항이 가능함
●

< 신개념 선박 성능 검증 >

이미 초대형 무인잠수함(Extra-Large Unmanned Undersea Vehicle, 이하 XLUUV)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다년간에 걸쳐 진행 중임

HII社 측은 이번 부지건설뿐만 아니라 무인 선박 시장 성장세에 따라 해당 수요 충족을 위해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
<Orca 초대형 무인잠수함, 출처 : Boeing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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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oshiba社, 선박 추진용 연료전지 개발에 박차
(출처 : Splash, ‘20.10.12)

●

세계적인 연료전지(Fuel Cell) 개발 회사 중 하나인 일본의 Toshiba社가 최근 선박 추진용 연료전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 Toshiba 자회사인 Toshiba ESS(Toshiba Energy System & Solutions Corporation)社는 지난달,
NEDO와 협력 계약(2020∼2024년)을 체결하여 대규모 해상 운송 수단에 적용하기 위한 수소 연료전지
모듈(200kW급) 연구개발에 착수하였음을 밝힘

●

Wartsila, 노르웨이 GHG 감축 프로젝트 참여
(출처 : STEELGURU, ‘20.10.12)

●

●

지난달, Toshiba社는 NYK(Nippon Yusen Kaisha), Kawasaki Heavy Industries, ClassNK 그리고
ENEOS Corporation와 협력하여 고출력 연료전지를 이용한 상업용 여객선(Ferry) 추진 실증 시험에
성공했음을 밝힘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려는 IMO의 계획에 대응해야 하며,
현재 노르웨이 정부는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해양 석유&가스 전문기업 Lundin社가 참여 중
●

이에, 핀란드 Wartsila社는 온실가스 배출 노력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이달 초에 발표
하였으며, 노르웨이 정부에서 진행 중인 탄소중립
연료(carbon-neutral fuel) 연구, 연료전지 포함
배기가스 제거를 위한 대체 수단 연구 등을 지원예정

- 이는 연안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항해가 가능한 기술임, 다만, 현재 장기리 원양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

●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 여러 회사가 해상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본의
Toyota社가 있음. 추가로, 노르웨이의 TECO社가 해상 부문에서 사용 가능한 연료전지시스템 TECO Marine
Fuel Cell 개발을 진행함

Wa r t s i l a 社 는 페 리 및 항 구 선 박 용 기 존 엔 진 과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솔루션을
이전에 개발한 바 있음

- 한편, 동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기업으로는 노르웨이
Odfjell社, 연료전지 기술 전문기업인 Prototech社,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료전지기술은 노르웨이
Stord 소재의 Sustainable Energy Catapult Center
에서 1.2MW 프로토 타입으로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음

- 다양한 국가 및 기관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선박 추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주요
조선소들이 선박의 주기관과 발전기의 추진 동력을 수소 연료전지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임

서호주 정박중인 선박 내 COVID-19 환자 발생

- 또한,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Shell社는 친환경 미래 연료의 사용만이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자체 연구보고서(Shipping Decarbonisation Report)를 통해 밝힘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출처 : Offshore Energy, ‘20.10.19)

Organization)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는 일본의 에너지 환경 분야와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약칭 NEDO), 2003년 10월에 특수법인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었다. 본부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음

●

지난주 서호주 보건부는 쿠웨이트 국적의 가축 운반선인
알 마실라(Al Messilah)에서 COVID-19 양성 환자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프레만틀항(Fremantle Port)에
정박 중인 국제 선박 2척에서 COVID-19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고함
- 10월 19일, 1만 4,201 DWT의 알 마실라에 승선한
51명의 승무원 중 24명이 추가로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임. 이들은 선박 내 남아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
알 메실라호에서 나온 최초 양성반응자들은 국영 호텔
검역소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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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만틀항에 정박해 있는 1980년 건조된 선박의
하역작업은 중단됐으며 현재 선내 가축은 없는 상태로,
보건부는 선박 관리에 대해 선주, 선박대리인, 프레만틀항,
호주 해양안전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함

●

또 다른 COVID-19 사례는 제럴드턴항(Geraldton
Port)에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파나막스 벌크선 키
인터그리티(Key Integrity)에서 발생함
- 8만 3,400 DWT의 키 인터그리티호는 제럴드턴항에서
프레만틀항까지 이동해 현지 보건당국이 COVID-19
피해 선박 2척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서호주에 있는 모든 항구는 국제 선원들의 상륙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선원들은 하선하지 못하고 선실에 남아 있음. 향후 더
많은 COVID-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COVID-19 환자를 싣고 서호주에 도착하는 선박이 가장
큰 위험일 것으로 판단되며, 연방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동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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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자재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RINA-ShipParts 협력 계약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0.21)

●

이탈리아 선급(RINA)은 해운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차원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부속품 및 선용품을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ShipParts.com社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0.27)

한국, 미국 및 브라질을 포함한 7개 지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고객에게 일괄 구매 서비스를 제공 중
●

* 이탈리아 선급 (RINA, REGISTRO ITALIANO NAVALE)
: 이탈리아 선급은 186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음

- ShipParts.com社는 해양 장비와 선박 부품 온라인 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로서, 전 세계 11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

삼성중공업(SHI),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개발 착수

●

- 디지털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중국, 싱가포르,

협력 계약 체결식에서 RINA社의 중국 지사장인 Ms.
Kelly Huang은 해운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발달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기자재 산업에서
좀 더 편리한 혜택과 관련된 신산업 동력이 마련될 것임을
언급함

●

●

ShipParts.com社의 CEO인 Leo Liu는 오랜 역사를 지닌
RINA社와 협력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RINA社의
풍부한 산업적 네트워크와 당사의 발전된 해양 데이터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운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임을 밝힘

●

●

환경운동가들은 각국 정부의 국제 선박 운송에 대한 더
엄격한 환경규제 적용요구를 거부한 사례들에 대하여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새로운 규칙 합의에 대해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번 협정이 향후 10년 동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언급
●

국제 선박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로 연간 약 10억 톤에 달하는데, 이러한
배출량은 국제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두 배로 증가함

●

한편, 선박 운송은 탄소 배출의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운 분야는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지난
30년간 UN 기후 협약 중 대부분에서 제외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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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으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부유체에 대한 독자 설계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부유식 해상풍력은 일반적으로 얕은 수면에 설치되는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소에 비해 깊은 수면에 설치함으로서
시각적인 장점이 있으며, 육상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효율성이 높아 전력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캐나다,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에 앞장선다

●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한다고 나타남. 이에, 캐나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동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또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운송 수단 중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복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예측함

* 국제에너지기구 (IEA) : 국제 에너지 기구는 1974년

●

세계자연기금(WWF-Canada)*의 해운 부문 선임
전 문 가 인 A n d re w D u m b r i l le 는 이 제 는 캐 나 다 가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의 내용을
해운 부문에서도 국가 정책으로서 추진할 때임을 강조함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석유 소비와 관련된 회의의 합의에
따라 같은 해 발족한 국제적 석유 긴급유통계획기구(프랑스
파리 소재) 회원국은 2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에

●

- 환경운동가들은 본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과학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박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

(출처 : Canada National Observer, ‘20.10.27)

IMO는 지난주 영상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2008년 대비
선박의 탄소 강도를 40% 감소시키겠다는 기존 목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로 합의함
-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각료들은 다음 달 승인을 위해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로 이관을 결정함

지난 26일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선급인 DNV GL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국제공인
등록·분류학회와도 공동진행함으로써 해상풍력에 관한 기술
인증 및 표준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임

풍력 원격 유지보수 기술 등

- 연구 개발내용은 대형 해상풍력 부유체(Floater) 설계를
위한 요소기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해상

환경운동가들, 선박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 관련 글로벌 협정 비판
(출처 : The Guardian, ‘20.10.23)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해가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다양한 해양 플랜트 건설경험을 토대로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함

환경운동가들의 탄소 배출 관련 더 엄격한 목표를 요구하는
의견이 무시됨에 따라 그들은 다음 달 회의에서 IMO가 본
협정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환경운동가들은 선박의 효율이 높아지더라도 전체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탄소강도 감축
목표가 반드시 산적배출량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가입함
* 세계자연기금 (WWF-Canada) : WWF-캐나다는 캐나다

- 캐나다 빅토리아(Victoria)의 하원의원(MP)인 Laurel
Collins는 캐나다가 주체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식적인 프레임 워크를 구축할
때임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각종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함

최대의 보존 단체 중 하나이며 WWF 글로벌 네트워크의
회원이며 환경 보호, 관리 및 복원에 적극적으로 기여
하고 있음. 그 이름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세계 야생 생물
기금으로 남아 있지만 전 세계 자연 기금으로 알려져 있음.
1967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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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ill社, 풍력발전을 이용한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Worldwide, ‘20.10.29)

●

세계에서 가장 큰 용선주 중 하나인 Cargill社은 풍력발전을 통해 선박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선박에 돛을
달기 위해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

뉴질랜드, 선원에 대한 검역 강화
(출처 : Radio New Zealand, ‘20.10.30)

●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선원에 대한 COVID-19 관련 검역이
11월 초부터 강화될 예정이라 밝힘

위한 조치로 보임
●

●

세계 무역의 약 90%가 바다로 운송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기준 5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선박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2018년까지 6년 동안 증가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9%를 차지해 업계에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하락 압력을 가중함
●

-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선원이 14일간의 격리조치 없이
바로 승선하고, 승선 전 지정격리시설에서 3일 이상
머무르게 될 시에만 코로나 테스트를 시행하였음
●

상업적 회사들은 배기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착수하였는데, 약 600척의 벌크선과
유조선을 용선하고 있는 Cargill社은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BAR Technologies社와 설계회사 Deltamarin社와
제휴하여 돛을 개발함. 높이 45m에 갑판에 장착되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힘

이전에 뉴질랜드 내 오클랜드항에 정박한 Sofrana
Surville호에 필리핀 선원 8명이 승선한 후 작업 차 승선한
서비스 엔지니어 3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선원들은 모두 승선 전 코로나 테스트를 받지 않고 매우 짧은
기간 격리되었음

- 뉴질랜드는 코로나 테스트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시, 발생하는 격리 비용에 대해서는
해운회사가 부담해야될 것이라 언급함
●

- 이후 오클랜드항, 타우랑가항에서 승선을 원하는 국제
선원은 14일간 격리 후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감염병 사례로 항구를 폐쇄하는 위험을 피하기

- 본 사업은 설계 단계로 2022년에 첫 선박이 출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역작업 시 돛에 문제가 더 적을 중거리
유조선부터 시작할 예정임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에 24시간 이상 경유, 승하선하는 모든
선원에 대한 코로나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24시간 미만으로
체류하는 선원에 대한 검역 조치를 설립하는 중이라 밝힘

뉴질랜드 정부는 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해양국경의
안전과 무역 흐름을 위한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한편으로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거나 지정격리시설에 과도한
업무를 가하지 않도록 주요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힘

- 돛으로 인해 배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화물 공간도 없음
●

본 기술은 탄소배출량 제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해양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에너지 사용 재고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06)

●

현재 전 세계적으로 IMO 탈탄소화 목표*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해운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고려 중

사용이 기피되어 왔지만 다른 에너지 대비 이미 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 IMO는 200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0% 이상, 2050년까지는 70% 낮추고, 연간 온실가스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 지지자들은 원자력추진을 위한
선박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비용 없이 선박 운항이 가능하며,
운항 속도 또한 기존보다 50% 정도 빨라질 것이라 예상함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0개 이상의 소형원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160척 이상의 선박에 동력을 공급 중이며,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社 운용 선박을 포함하여
러시아, 미국 군함 등이 여기에 포함됨. BW 선사 회장은
지난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탈탄소화 웹 세미나에서
해운업계 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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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는 안전, 지정학적 보안 및 경제적 문제로

- 또한, 해운업계가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암모니아,
수소 등과 같은 에너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해당 에너지들은
위험성은 낮은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언급함
●

전 IMO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부문 수장인 Edmund
Hughes는 원자력추진 선박에 대한 SOLAS 협약 제8장은
방사선 및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안전
코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군함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최근 해운업계에서 이루어진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업데이트될 필요성이 있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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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국제해운회의소), 여성 선원의 고용 및 다양성 확대 강조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0.11.3)

●

Clean Arctic Alliance, 노르웨이의 중유 사용 금지 제안 반영 요청
(출처 : The Barents Observer, ‘20.11.09)

국제해운회의소(ICS)는 해운 부문의 고용 전반에 관한 연구보고서 ‘The Diversity Tracker’을 발행함. 동 연구에 따르면
선박에서의 선원 고용에 있어 국적의 다양성이 활발하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에게 치중된 경향이 있음을 밝힘

●

IMO가 중유(heavy fuel oil, HFO)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북극에서의 선박
운송 증가로 인해 현재보다 더 큰 오염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해운회의소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

IMO는 중유 금지에 관한 규제 초안을 개발하였으나, 면제와 면책에 있어 제한적이다는 국제사회의 의견이
지배적임

●

한편,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스발바르(Svalbard) 군도 주변의 모든 해역에서 중유의 전면 사용 금지를
제안함

선주의 이익 증진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해운 규제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및 정책적 사안을 다룸. 1921년 설립,
본부는 런던에 있음

- MF Shipping Group社의 CEO이자 ICS의 부의장(Vice Chair)인 Karin Orsel 발언에 따르면, 다양성(Diversity),
평등(Equality) 그리고 포용성(Inclusiveness)은 글로벌 해운산업의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번 ICS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선상)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평균적으로 3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30개의 국적을 지닌 다양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기도 함. 조사 대상 기업 중 약 30% 정도가 선박에서 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직원 중 약 7.5%만 여성으로 구성됨. 또한, 여성에게 해당하는 출산 휴가 정책(Maternity Leave
Policy)의 실효성이 중요함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함
●

ICS의 고용 담당자인 Natalie Shaw는 많은 산업에서 지난 수년 동안 고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해운산업이 이에 뒤처져 있었음. 이에,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국제 해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아래 사진은 2020년, Celebrity Cruises社가 해운산업에서 여성 고용의 확대를 강조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고위직
여성이 함께 크루즈 선박 운항에 참여한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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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북극에서의 중유 사용 금지에 있어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중유 사용
관련 취약점을 가진 IMO 규정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
●

20개의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Clean Arctic Alliance는 현재 IMO 규정에서 제안된 중유 사용금지의 면제 또는
면책 조항은 결국 중유 사용의 전면 금지가 2029년 중반이 되어서야 발효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북극이
중유유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11월 18일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북극 중유 사용 규제 초안을 승인하기 위해 원격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Clean Arctic Alliance는 IMO 규정 초안의 본질적인 제약점에 대응예정
- IMO 북극 회원국들은 노르웨이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책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규정 시행 일자를
제시함으로써 북극에서의 중유 사용 규제 초안의 강화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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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 팬데믹의 영웅
(출처 : UN News, ‘20.11.12)

●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덕분에 2020년 연간 해상 무역의 감소량은 약 4.1%에서 그치는 등 세계 해운산업은
COVID-19 사태에서 세계적인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 팬데믹의 위기 상황, 회복 단계,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중요 물자의 지속적인 전달 및 세계 무역을
위한 필수 분야로서 해상 운송의 중요성이 부각됨

●

●

유럽, IMO 온실가스 배출 조치 환영
(출처: Lloyd’s List, ‘20.11.19)

●

이번 주 열린 IMO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5)에서는 선박에 대한 기술 및 운항 효율 요구 사항을
담은 선박 온실가스 단기조치를 승인함

●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새로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의
승인을 환영하였으나, EC의 탄소시장 체제에 해운을
포함할 예정임을 재확인함

해운은 무역보호주의, 석유 수요 둔화, 관세전쟁 등으로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0.5%로
떨어지면서 이미 2019년에 침체된 상황,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에도 불구
선박운항, 항만 개방 등을 유지하는 등 해운업계는 동 문제를 정면으로 맞섬

- EC 대변인은 IMO의 기술 및 운항 관련 새로운 강제
조치 도입 관련 합의는 현존선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EU 수준에서의 기대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선원들은 팬데믹 내내 오랜 기간 배 안에 갇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이러한 선원들의 노고 덕분에 국가봉쇄에도 대체로 해상운송과 물류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음식,
의약품 및 필수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 가능

●

IMO와 이러한 새로운 강제 조치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C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ETS)에 해운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통일된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원하는 해운업계와 IMO 모두의 반대를 받고
있음

●

유럽 의회는 이미 EU 내 운항(Intra-EU)과 국제항해를
E U E TS 에 포 함 하 도 록 제 안 한 상 태 로 , 2 0 2 1 년
중반에는 EC가 적어도 EU 내 운항을 포함하는 수정된
탄소시장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와 함께 선원 및 기타 해양
노동자들이 주요 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여행 제한 면제를 요구했음
●

2020년 경기 침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품을 더 비축하게 되어
해상 운송의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신속한 통관
절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음

●

해양무역량은 팬데믹이 진정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2021년에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COVID19의 추가적인 유행은 운송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팬데믹을 통해 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과 정보기술(IT)이 가능한 물류
기업과 같이 기술 습득을 빠르게 수용하는 선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잘 견뎌낼 수 있음을 증명함

ECSA, “EU 무역정책검토” 내 해운산업 역할 강조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1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COVID-19와 같은
국제적 위기 사태를 고려하여 EU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 중에 있음

- 유럽공동체 선주협회(이하 ECSA)*는 EU가 세계무역
기구(WTO)를 지원하여 새로운 무역규칙 개발 및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특히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자유롭고 비차별적인
시장접근 보호조항을 강력히 권고함

하다는 점을 강조
- 또한, 시장개방이 너무나 당연시된 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시장 변동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함.EU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다자간 무역주의를
고수해야 함을 강조함
●

* 유럽공동체 선주협회(ECSA): 1965년 “CAACE”라는

ECSA는 향후 EU-영국 간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상호계약이 2021년 전 체결되고 가능한 해상 운송이
포함되어야 함을 희망함

기구로 설립되어 EU, 영국, 노르웨이를 비롯한 20개의
회원국이 속해있으며, 유럽 해운국의 국제경쟁력을

- 합의 도출에 실패할 시, EU와 영국 국경간의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무역지속을 지원할만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언급함

향상을 목표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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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A 사무총장은 COVID-19 사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해운부문은 전세계 무역망을 연결하여 필수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통해 가능

●

ECSA는 향후 “EU 무역정책검토”에 대해 적극적인
작업참여를 고대한다는 의견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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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DNV-GL AIP 획득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18)

●

독일의 대표적인 수소 산업 관련 대기업 중 하나인 Freudenberg社가 크루즈 선박에서 이용 가능한 메탄올
연료용 고분자전해질(PEM)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DNV-GL 선급의 ‘기본승인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밝힘

UN, 북극에서의 중유 사용 금지 승인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23)

●

- 20개의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 환경단체인 Clean Arctic Alliance는 IMO 규정들이 면제 및 면책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HFO 전면 사용 금지가 2029년 중반에야 발효될 것을 의미하므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 전 세계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원거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하면 기술이 담보될 때 수소연료를 통한 추진이 장점이
있음. 다만 추진 출력 대비 선박에 탑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Freudenberg Sealing Technologies社가 개발한 크루즈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개질기(Reformer)*
내장형으로써, 이는 즉 선박에서 수소연료를 직접 저장하여 운항하지 않더라고 메탄올 등과 같은 수소 성분이
포함된 연료를 저장하고 이를 개질하여 연료전지 시스템 운전이 가능함을 의미함

국제해사기구(IMO)는 중유(heavy fuel oil, HFO) 사용 금지 관련 현재 규정의 허점들로 인해 많은 선박이 적절한
규제 없이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북국에서의 중유 사용 금지를 승인함

●

남극 해역은 남쪽 해상을 통해 화물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2011년 채택된 중유 사용 금지 등 엄격한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것에 반해 북극에서의 규제는 이보다 느슨함

●

IMO는 원격으로 진행된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5)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 북극해에서의 HFO
사용과 선박을 통한 수송 금지를 승인함

* 개질기 (Reformer):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 스택에 공급하는 장치로, 연료전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핵심 장치,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로 개질하며, 탄화수소

- IMO 대변인은 이중선체 내부에 기름 연료 탱크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면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북극해와
접해 있는 해안선을 가진 나라들의 기국선박에 대해서는 2029년 7월 1일까지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동안 규제의
유예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냄

연료로부터 수소 가스로 개질하는 과정은 크게 황 성분 제거, 연료 개질, 수성화 반응, 일산화탄소 제거의 4단계로
이루어짐
●

개질기가 내장된 컨테이너 형태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최대 500kW 출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만약 벙커링이
이뤄지는 인프라(항만 등)에서 직접 수소연료 보급이 가능하다면 개질 과정 없이 직접 이용할 수도 있음.
선박용이라는 관점에서 DNV-GL 선급의 ‘기본승인’이 의미가 있으며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개발에
유익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중선체(double hull): 선체의 하부 및 측면을 공간이 있는 두 층의 강판으로 하는 구조로, 선체 외판이 파손되었을 때
액체 화물이 누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면제와 면책 조항이 있는 현재 IMO 규정에 따르면 2024년 중반에야 북극에서 HFO 사용 및 운송의 최소
감소만을 달성할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HFO를 사용하는 선박의 4분의 3이 규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환경론자들은 HFO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블랙카본(black carbon)을 포함한 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HFO 유출은 북극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 북극은 지난 30년 동안 선박 운항의 증가와 함께 세계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가 최소 두 배나 빨리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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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예정인 다음 MEPC에서는 북극에서의 HFO 사용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함

해사안전소식 2020 겨울호(통권 제51호) l 55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25)

●

벌크선 중점의 선박 관리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라이트쉽(RightShip)이 항만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MEP, Maritime Emission Portal)을
개발했다고 밝힘

선박 운임 상승에 따른 발틱운임지수 3주 만에 최고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1.27)

●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의 주요 해운 운임지수는 지난 19일 8회 연속 상승하여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모든 선박 부문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1900년에 영국에서 선박의 매매와 용선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 라이트쉽 (RightShiip) : 2001년에 설립된 라이트쉽(RightShip)은 상업적 선박 회사에 선박 정보 서비스 시스템

해운거래소

(Ship Vetting Information System)을 제공하며, 고유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벌크선 위주의 선박 검사 등을 수행
●

- 라이트쉽(RightShip) 측은 지난 2016년부터 호주의 AUSMEPA(The Australia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ssociation)와 보조금 $250,000 지원을 통해 MEP 개발을 진행함. 이번에 개발된 MEP
시스템을 통해 항만 운영자가 선박 기인의 배출에 관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 및 관리할 수 있음

케이프사이즈(Capesize), 파나막스(Panamax), 수프라막스(Supramax) 선박의 운임을 추종하는
발틱운임지수(BDI)*는 22포인트(1.8%) 오른 1,219로 11월 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해운운임지수로 철광석·석탄·곡물 등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시황을 나타내며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배 유형별 벌크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서
나타냄, 전 세계 교역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기임을 나타냄. 선형에

- 특히, MEP 시스템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연동하여 선박의 이동 경로에 따른 배출
물리 관리 등 더욱 통찰력 있는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이를 통해 항만에서의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물질 감축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라이트쉽(RightShip)의 Global Sustainability Manager 직책을 맡은 Kris Fumberger는 MEP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항만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통해
친환경 항만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힘

따라 Baltic Capesize Index(BCI), Baltic Panamax Index(BPI), Baltic Handy Index(BHI) 등 별도의 선형별
지수로 구성됨
●

BCI 지수*는 40포인트(2.7%) 오른 1,509포인트로 2주만에 최고치를 기록
* BCI 지수(Baltic Capesize Index): 16개 항로를 가지고 철광석, 석탄 등을 운송하는 대형선박(18톤급 이상)의
운임지수로, 주로 극동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항로를 통할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에 선박이 너무 커서
남아공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곳인 Cape Town(케이프타운)을 돌아가야 해서 Cape라는 명칭을 그 지명에서 따옴

<Mr. Kris Fumberger & MEP System>
- 일반적으로 제강 원재료인 철광석과 석탄 같은 15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케이프사이즈의 하루 평균 수익은
$328에서 $12,514까지 상승, 다롄(Dalian) 철광석 선물은 중국 내 소비 증가로 인해 제철소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2% 이상 상승함
●

BPI 지수*는 13포인트(0.9%) 오른 1,426포인트로 10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 BPI 지수(Baltic Panamax Index): 곡물, 시멘트, 광물 등을 운반하는 중형선박의 운임지수로, 보통 5만 톤급
이상으로 파나마 운하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선박의 규모를 말함

- 보통 약 6만 톤의 석탄이나 곡물 화물을 7만 톤에 실어 나르는 파나막스의 하루 평균 수입은 $112에서
$12,830까지 오름
●

BSI 지수*는 16포인트 상승한 1,011포인트로 2019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
* BSI 지수(Baltic Supramax Index): 4만 톤급 정도의 벌크선 운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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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해적의 선원납치 급증에 군사력 강화 촉구
(출처 : Financial Times, ‘20.11.27)

●

세계 해운업계가 서아프리카 해상 선원납치 급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동 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군사보호 강화를 촉구함

국제구조연맹, 해상수색구조 부문의 여성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2.1)

●

- 서아프리카 해적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화물, 연료보다는 선원을 겨냥하여 활동하며, 1~2시간 이내에 모든
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함

해상 사고의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관인 국제구조연맹(IMRF)이 해양 수색구조(SAR) 부문의
여성과 남성 참여 비율 및 역할 등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힘
* 국제구조연맹 (IMRF, International Maritime Rescue Federation) : 198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의 전반적인 해양 구조 서비스를 대표하는 민간회원 단체로 54개국의 113개의 기관이
가입되어 있음. 192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홈페이지: www.international-maritime-

- 국제해사국(IMB)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9건 대비, 2020년에는 132건의 납치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해상 안전무역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해야 할 수준으로 위험성이 올라갔다 보여짐
●

rescue.org)

- 설문조사에는 설문 참여자의 성별, 나이 등부터 경력 및 종사하는 세부 분야까지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성의 활동(참여)에 제한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질의가 포함됨,
설문은 인터넷을 통해 참여 가능함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은 수에즈 운하와의 접근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군함대의 보호를 받아왔지만,
서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보호가 빈약함
- 이미 인도 정부에서는 자국 선원들에 대해 서아프리카 기니만 통항 선박 승선을 금지한 바 있음

●

- 설문 웹페이지: https://www.international-maritime-rescue.org/News/imrf-womeninsarsurvey

선원납치의 증가는 해상운송비용의 증가를 불러오며, 해적 행위가 2015~2017년 서아프리카 경제에 23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바 있음

- 국제구조연맹(IMRF) 차원의 해양 수색구조 부문에서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인
“#WomeninSAR”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사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기조로서 많은 관련이 있음

- 서아프리카 해적은 10년 전 소말리아 해적이 인질 협상에 수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것에 반해 인질당 5만
달러로 보다 낮은 액수를 요구하나, 납치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요구금액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짐
●
●

2020년 11월, 기니 항에서 승선한 선원 27명 중 14명이 실종되었으며, 나이지리아는 항공기 2대, 헬리콥터
3대, 군함 16척을 함대에 추가해 해적퇴치 노력을 강화했음

국제구조연맹(IMRF)의 CEO Ms. Theresa Crossley는 해양 수색구조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번에 시행되는 설문조사는 이러한 기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과제임

- 나이지리아는 2019년,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납치 보고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또한, 해적 행위는 빈곤과 육지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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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노르웨이, 세계 최대 수소추진 여객선 사업 공동 추진
(출처 : Euractiv, ‘20.12.7)

●

덴마크-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수소추진 여객선(Europa Seaways호)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연합(EU)에
1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지원을 신청하엿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원업계
(출처 : The Manila Times, ‘20.12.09)

●

해운업계 종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선원업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중

●

필리핀 마카티의 운송회사인 Döhle Seafront Crewing Manila社는 팬데믹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필리핀
해사산업 운영상의 압박 및 붕괴로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선원교대 문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함

- Europa Seaways호는 2027년 코펜하겐-오슬로 운항(왕복 48시간) 개시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한 번에
승객 1,800명 및 380대의 차량 수송이 가능함, 이로써 매년 6만4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13,000대 차량에서 배출되는 양과 동일
●

- Iris Baguilat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당국이 QR(Quick Response) 코드를 이용해
선원들을 검증할 수 있어 작업량이 쉬워졌으며,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필리핀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언급

선박 동력원으로 이용되는 수소는 덴마크 내 해상풍력발전을 이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일절
배출하지 않는 녹색수소* 로 생산될 예정

- COVID-19 음성 검사 및 자가격리 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변조 방지가 가능하여 QR코드를 통해
항만 당국은 입항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음(11월 30일 기준 약 227명의 선원들이 이용)

* 녹색수소 : 수소는 추출방식에 따라 회색수소(화석연료에서 추출, 전 세계 수소의 약 50%), 청색수소(탄소 에너지
사용 후 포집, 저장), 녹색수소(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로 구분됨

- Europa Seaways호 운항사인 DFDS社는 현재 연료전지시스템의 최대용량은 5MW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연료전지설비(23MW 용량) 개발은 기념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선박의 설계, 승인, 건조,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

덴마크전력회사 Ørsted社는 이전 항공, 선박의 녹색 연료 제공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녹색 수소연료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속 가능한 연료의 수요와 공급을 위한
기업투자에 있어 규제 당국의 제도마련이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

- ITF에 소속된 필리핀 해병대 장교와 해군 연합(Amosup)은 자가격리 14일 동안 체크인 시와 출발 2, 3일
전에 선원들의 객실을 검사하여 선원들의 일별 온도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음
●

●

국제해사경영자협의회(IMEC)와 Döhle社가 포함된 국제운송근로자연맹(ITF)의 작업반은 지난 10월 28일 St.
Giles Hotel과 Marriott Hotel in Metro Manila와 계약하여 IMEC 소속의 입국 및 출국하는 선원들에 대한
RT-PCR 테스트를 실시하고 14일간의 자가격리자들을 수용하기로 함

일전에 버스가 트럭보다 앞서 수소배터리를 수용한 것과 같이, 여객선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수소연료 적용
전 해운 내 대형수소연료 도입에 있어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

본 사업은 선원들이 체류중 COVID-19 확진을 받았을 경우, 시험, 검역, 송환에 드는 잠재적 추가 비용
으로부터 선주들을 보호해줌
- 관련 비용들은 IMEC가 받은 IMTF Amosup 보조금으로 충당할 예정

- NGO 단체 “Transport & Environment”는 육상보다는 항공과 해운 분야에서 대규모 친환경 수소 시장의
구축 및 기술발전이 확장될 수 있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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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10월 호주와 중국에 배치된 선원들이 승선전 필리핀에서 음성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에 감염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싱가포르 당국은 IMEC-ITF 작업반의 테스트와 검역 절차를
조사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선원들로 하여금 입국하기 전에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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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도 비대면으로… 원격 선박검사 확대된다

Ⅲ. 국내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부, 온라인 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 확대

해양수산부는 COVID-19의 재확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기 곤란한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하여
8월 24일(월)부터 시행됐다.

현 행
▶

기관계속검사

▶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 발출 연장검사 보일러 검사
연장검사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

선박설비 등의 보완 또는 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

선박설비 등에 대한 지적사항의 시정확인을 위한
임시검사

▶

해양수산부는 COVID-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 왔다. 7월 말까지 국내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전화인터뷰, 사진 · 동영상 · 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양수산부는 ‘원격
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하여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

확 대 (추가 검사항목)
▶

계선신청, 계선연장 및 계선해제를 위한 임시검사

▶

임시변경증 교부를 위한 임시검사

▶

만재흘수선의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 흘수선
Multiple Load Line 검사)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
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
흘수선 검사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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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는 COVID-19 사태가 안정되어 정식 선박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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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OVID-19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파나마 등 주요 해운국가들도 원격 방식에 의한
선박검사를 점차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국제적인 제도화 작업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우선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도 추진하여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나라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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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하나로 뱃길 안내부터 자동출입항신고까지!
해수부,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e-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요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장비이다.

①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②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여객선)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충돌·좌초
위험을 예측하여 선박에 경보

▶ 선내 센서를 통해 화재·전복 위험성을 육상
센터에서 감지하여 선박에 경보

③ 해상내비게이션 제공

④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e-Nav 단말기에 제공

▶ 방파제 공사, 침몰선 등 해도정보 변경 사항을
최신정보로 자동업데이트

⑤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⑥ 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 선박 입출항·작업 스케줄 제공, 부두 접안 시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경보

▶ 해양기상, 조류·조석, 해상사격, 사고 정보 등
실시간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V-Pass)와 GPS플로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이내비게이션은 V-Pass의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서비스된다.
또한,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항해용 전자해도를 자동으로 갱신하여 어선의
안전한 항해와 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능을 접목한 선박 위치확인장치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단가는 2020년 기준 288만 원으로, 해양수산부는 1척당 180만 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선령 20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약 15,500척이다. 어선의 단말기 구매는
가까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나 수협중앙회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수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신청선박에 대한 요건 등을 검토한 뒤 10월 말부터 단말기 설치를 시작했다.
* (제외 어선) 3톤 미만 , 선령 20년 이상, 원양·내수면· 기타어업 종사 어선 등
** 수협중앙회 : 02-2240-2313·3441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044-330-2481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 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0일부터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해 선박 운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형 어선 등 연안 항해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

주요 기능
• 선박위치 자동 발신(매 1초)

송수신기

• 8시간 이상 전원공급(내장 배터리)
• 선내 Wifi 통신 지원(확장성 확보)
• (듀얼) 상용 이동통신(전화·인터넷)
• e-Nav 서비스 표출(전자해도 기반)

표시장치

• 운항항로 자체 수립·저장 등
• 조난 등 긴급 SOS신호 전송
• 선박↔선박·육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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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노후 어업지도선,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으로 새단장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

혼합형 엔진·불법어구 철거시설·비대면 조사실 등 갖춘 관공선 설계 추진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5년 이상 노후된 국가 어업지도선을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박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은
해양수산부 소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 조사법
개정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어업지도선 최초로
복합(Hybrid) 추진 방식의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 표준설계비를 반영
하였다. 이후 지난 8월 내·외부 조선·선박 전문가들의
제안평가를 거쳐 선정된 설계업체가 9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설계에 착수했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
(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에게 법적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설계에 도입되는 복합(Hybrid) 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발전기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느린 속도로 운항할 때는 발전기와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하고, 빠른 속도로 운항할 때는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작동시킨다. 복합 추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경유 관공선보다 15% 이상의 유류가 절감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도 30% 이상 감축되어 실질적인 해양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에는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와 어선 안전조업 모니터링
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선의 위치정보 파악에 따른 어업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 AIS 등 단말기에서 발사된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는 시스템으로, 선박 위치보고,
선박운항정보 확인, 여객선 항로 감시, 항로 이탈 시 경보발생 등 역할을 수행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였다.
▲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먼저,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전용 비대면 사건 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지도·단속 기반시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설계가 마무리되면, 2023년까지 총 7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이 새로 건조되는데,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관공선 건조사업이 과정에서 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조선소의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2) 1,900톤급 선박 2척, (‘23) 900톤급 선박 5척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가 어업지도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 정책을 통해 그린뉴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을 체계적으로 건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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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등 실시간 PCR 유효성 검증용 표준물질 개발

국적 해운선사-수출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첫발

실시간 PCR 검사법 사용 질병 진단에 모두 적용 가능, 거짓양성 등 오진 방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상생 협력 체결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COVID-19
등 모든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PCR*
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운항 선박 부족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적 해운선사가 마음을 모아 상생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선주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0월 29일(목)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연쇄반응) : 특정 표적 DNA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매우 적은 양의 특정 DNA를 대량으로
증폭할 수 있음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분야의 OIE 표준
실험실**인 수품원은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VH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방법을 표준 모델로 삼아, 다른 질병의 병원체 유전자 검출을 위한 실시간 PCR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 VHS 바이러스는 넙치와 연어과어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 감염력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한
세포배양법과 검출 민감도가 같다는 점을 활용
** OIE 표준실험실 : 특정 질병과 관련한 모든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역량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

이 기술은 실시간 PCR법을 사용하는 질병 진단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병원체의 검출 감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거짓양성, 거짓음성 등의 오진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 합성’을 통해
실험자가 위험한 병원체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게 표준물질 제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양성대조군*의 유전자 DNA 오염 및 진단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존재할 수 있는 곰팡이, 실험자의 비말(침)
등과 같이 실험적 반응을 저해하는 환경적 조건들의 오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유전자검출법 실험에 사용된 시약,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양성이
나와야 하는 물질을 의미

뿐만 아니라, 각 시료에서 추출된 핵산* 농도가 실시간 PCR 검사법에 유효한 지 여부도 판별할 수 있어, 비말,
객담(가래) 등 점성이 높은 시료에서 핵산을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적 해운선사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국내 중소기업은 국적 해운선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확대 및 이용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적 해운선사와
국내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협약기관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적 대표 원양선사 HMM간 ‘수출
물류 핫라인 개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긴급한 수출화물 수요를 접수·취합하여 HMM에
통보하면 HMM은 우선적으로 선적 공간을 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시아-미주노선 해상운임은 하반기부터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고, 수출 선적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COVID-19 확산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단기 가계가처분 소득 증가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인한
소비재 수요 증가
** 아시아-美서부 운임(달러/FEU) : (‘20.1월) 1,572 → (3월) 1,509 → (6월) 2,562 → (9월) 3,831

이에 HMM에서는 복귀 항로의 화물 확보가 어려워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적 대표 원양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에 4,500∼5,000TEU급 선박 2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해 우리 기업의 수출 물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미주 노선에서의 국적 해운선사 점유율은 7.9%*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미주 노선으로 국한하더라도
국적 해운선사 점유율은 27.6%*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선박 추가 투입만으로는 운임 하락과 선적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 또는 RNA

* 출처 : IHS Markit(CTS 자료 활용, ‘20.8)
수품원 OIE 표준실험실은 유전자 검출법 중 양성 유전자 오염으로 인한 오진을 예방할 수 있는 특허기술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관련 특허 기술을 COVID-19 진단도구 생산업체(㈜하임바이오텍)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수품원장은 “수품원이 개발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COVID-19 등 위험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산생물 검역에도 이를 적용하여 오류
없이 정확한 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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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을 수립한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초대형선 발주와 같은
지원을 실시한 결과 HMM의 영업이익이 21분기만에 흑자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국적 해운기업들과 화주기업들 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9월 19.6% 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이 배가 없어 수출을
지속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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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항만도 5G 시대… 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
정부 주도로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스마트항만은 물류 과정을 기계적인 측면에서 자동화하는 ‘자동화 항만’과 각종 자료를 생성, 수집, 저장, 설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지능형 항만’이 있음

이에, 해수부는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통해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8월 SK텔레콤, 부산항터미널과 함께
부산항터미널 신선대부두에 국내 최초의 항만 전용 5G 통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세계 5G 항만물류 시장 선도’라는
비전 아래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5G 기반의 지능형 항만 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운영 등이 가능해져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어드는 등 항만물류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다.
해수부는 10월 14일(수) 부산항 북항 신선대
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
플 랜 트 연 구 소 , I P LT 사 업 * 추 진 단 ( 부 산 대 학 교
주관)과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Intelligent Port Logistics Technology)

체결식에는 해수부 김창균 장관정책보좌관, 부산항터미널 이준갑 사장, SK텔레콤 인프라사업본부(Infra Biz) 심상수
본부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소장, IPLT사업추진단 배혜림 단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5G 지능형 항만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 △5G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능형 항만 운영 효율화 및 항만안전 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과 연계한 항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등 5G 지능형 항만물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또한, 이날 체결식에서는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서비스 시연도 이뤄졌다. 먼저, 5G와 LTE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형 CCTV와 항만 사물인터넷(IoT) 위치감지기능의 성능 비교를 각각 진행하여 통신 속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 등 기대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5G 환경에서의 지능형 항만 운영모습과 정보제공 과정은 물론, 드론 및 바디캠*, 영상무전 서비스도 시연하여
항만 내 실시간 영상 보안 관제 방안과 항만 근무자 간 실시간 작업 상황 소통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 보안 등을 위해 몸에 부착하여 촬영하는 초소형 카메라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5G 지능형 항만 시험대(테스트베드)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항만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부산항터미널 외에 다른 항만에도 5G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SK텔레콤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정부 주도의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를 시범 구축함으로써,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반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항만물류 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항만시설을 자동화하는 수준인
‘자동화항만’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미국의 롱비치 항만, 중국의 청도 항만 등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능형 항만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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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사에 운송계약 준수 및 선적공간 확대배정 요청

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국적·외국적 선사 9개사와 간담회 개최

해수부·행안부·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목)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국내외 9개* 선사와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목)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국적선사) HMM, SM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외국적선사) 머스크, MSC, CMA-CGM, 양밍,
코스코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초 1,572달러에서 10월 기준 3,853달러까지 급등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익 감소와 운송 선박 미확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 소비재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16%까지 급증(2020.
9월 기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더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하면서 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표 원양국적선사인 HMM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임시선박 투입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운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선사들이 장기운송계약을 무시하고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등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운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선사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해운법에 따른 해운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내에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운임공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3개 중앙부처(해수부ㆍ행안부ㆍ국토부), 9개 지자체(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의정부ㆍ용인ㆍ김포),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하여 구축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그간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후 올해 1월 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환경 시험 등을 거쳐 3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ㆍ운영,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번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대해 협력했다. 이 외에 이번 회의에서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했다.
*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상망-재난망 간 합동 실해역 시험을 실시(2021. 3. 예정)하여 재난 발생 대비
대응역량 확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해상통신망·재난안전망·철도통합망 기능]

* 선사들의 운임 공표를 통해 화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또한, 올해 초 COVID-19 확산으로 중국항만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우리 항만은 글로벌 선사들의 공컨테이너를
수용한 사례와, 인접국가들이 선원 교대를 제한할 때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지원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글로벌 선사들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감안해 시장흐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선적공간을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운임 급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된 기간 내에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을 못하여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다.”라며, “우리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국적선사 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사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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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상통신망

(기능) ▲선박 충돌·좌초위험 경보, 항해안전정보 제공, 최적항로 추천 ▲전자해도 자동 최신화 ▲
100km 해상까지 데이터 기반 화상음성통신(육상센터-선박, 선박-선박), (효과)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비대면원격의료 서비스, 원격 선박수리 등

행안부 재난안전망

(기능) ▲경찰·소방·지자체·해경 등 재난대응기관 간 고화질 데이터(영상, 음성, 사진 등)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 확보 ▲산불·도심화재, 육해상 재해재난 합동대응, (효과) 관계기관 본부·현장 간
재난상황 신속 파악·공유,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증진

국토부 철도통합망

(기능) 국내 57개 철도노선 및 전국 지하철·경전철에 대한 ▲고화질 데이터(영상, 음성, 사진 등)
기반의 열차 본부·종사자간 고화질 데이터 통신 ▲열차 운항상태(위치, 속도) 모니터링 ▲열차 시설
및 노선상태 영상 모니터링, (효과) 열차 충돌예방 및 이상현상 실시간 대응으로 승객 안전 증진,
열차 사물인터넷(IoT) 촉진 등 전국철도 운항효율 증진, 편의·서비스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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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가 우리의 미래다!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
극지과학연구 확대, 차세대 쇄빙연구선 확보, 극지연구인력 양성 등 추진

또한, 극지자원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강화한다. 극한지에 적합한 통신 기술과 로봇을
개발하여 남극 지형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항생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확대해
나간다.
* 항생제 후보물질 개발(∼‘24년), 항치매 치료제 실용화 연구(∼‘24년)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1월 17일(화)에 개최된 ‘제14회 과학
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극지과학 미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지역인 동시에,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북극의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극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향후 개발·이용이 활발해질 때를 대비하여 극지 자원 데이터
선점과 과학적 기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쇄빙선을 투입하고, 남극 과학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북극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기반으로 극지 과학연구를 적극 추진 중이나, 인프라의
한계로 북극 저위도, 남극 연안지역의 연구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극지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다양한 연구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극지연구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 등
극지과학 분야에서 체감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남·북극에서의 과학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극지 과학연구의
혁신 방안*들을 추진한다.
* ① 극지연구 성과 제고, ② 미지의 극지 과학영토 확대, ③ 극지과학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④ 극지과학 발전 지원기반 구축

먼저, 기후변화, 환경 보전 등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쇄빙연구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극권 육상, 빙권을 포함한 해양과 대기 등 전 지구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극지운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 원주민 장학지원 등 연안국과의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북극해 수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동 예측 연구도 병행한다.
한편, 북극 고위도 및 남극 내륙 등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극지 과학영토 개척에도 도전한다. 현재 북극해 주변부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 영역을 북극해 중앙 공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향상되고 친환경 운항이 가능한
‘차세대 쇄빙선’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극의 경우, 남극 내륙 연구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장보고과학기지부터
남극점까지 이어지는 육상 루트(K-루트)를 개척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라온호 등 기존 인프라 활용수요를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극지 인프라
공동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와 산·학·연이 남·북극 기지와 쇄빙연구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지진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남·북극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의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 현재 남극조약 의무수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보호 및 영향평가, 남극활동 허가 등을 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만 제정(‘04년)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 ‘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토대로 극지연구 진흥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극지과학 미래발전 추진전략
1. 극지과학연구 성과 제고

3. 극지과학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연구 확대] 남·북극 고온현상으로 인한 한반도

[개방형 연구체계] 산·학·연의 현장 연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이상기상 예측, 해수면 상승 분석 등 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극지 인프라 공동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프라 개방성 확대 추진

[실용화 연구 확대] 극한지에서 운용 가능한 첨단 기술(로봇,
통신, 데이터처리기술)을 개발(~’25)하고 극지연구 분야 장비
개발 확대

[인프라 개방] 연구 실험공간 제공을 위한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를 건립하고,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접근성 제고
[국제 거버넌스]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 북극 기후 변화에 기인한 한반도 재해기상 발생 모델링 시스템 개발(‘20∼‘22년)
북극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등 중위도 지역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

2. 미지의 극지 과학영토 확대

기존 연구가 한파 같은 겨울철 재해기상과의 연관성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폭염, 장마 등 겨울 이외 계절의

[북극 고위도 진출] 미지·미답 영역인 북극 중앙공해 진출을

재해기상으로 대상을 확대함

위해 강화된 쇄빙능력을 가진 차세대 쇄빙연구선 확보(∼’26,
예타 추진 중)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덴마크, 중국 등 극지협력 MOU 체결 추진

4. 극지과학 발전 지원기반 구축
[인적 역량 강화] 극지 연구자 양성을 위한 극지과학 석박사
과정(UST) 및 학·연 극지연구 진흥프로그램(PAP) 등 인력양성

[남극 내륙연구 확대] 독자적 내륙루트(K-Route)

프로그램 확대

남극의 빙하는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1,550억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 녹아내린 빙하는 해수면을

개척(∼’22)을 통해 최적연구지점 확보 및 극한기술 개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남·북극에서의 과학연구 및 산업

끌어올리고, 바닷물의 염도를 낮춰서 지구의 해양순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는 남극에서도

천문관측 등 다학제 연구 추진

육성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및

**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돌발 붕괴가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19∼‘24년)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로, 본 연구를 통해 빙하가 녹는 기작과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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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021-2030) 포항항 기본계획 수립

Ⅳ. 국내해사안전소식

국가기간산업 지원 및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 항만으로 조성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2020-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하였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방향 및 항만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만 개발과 운영
기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16.9.)
이후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1-‘30)’을 마련하였다.
제4차(‘21~‘30) 포항항 기본계획은 4차 산업 대비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필요성 증대, 항만기능 특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운·항만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제4차 포항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항항을 배후 제철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 강화 및 항만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항으로
조성 개발한다.
영일만항내 국제여객터미널 확충과 연계하여 기존 포항구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영일만항으로 이전 추진하고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은 중소형 화물부두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해경부두를 연안여객터미널 이전과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영일만항 평면계획을 변경하였다. 시멘트, 모래 등을 처리하는 포항구항내
송도부두는 항만개재발 사업 추진 시 영일만항으로 기능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어업지도선부두 기능 도입으로
동해권 어업지도 활동 지원 및 어업지도선의 안전 운영이 가능한 피항지 확보를 위해 영일만항의 기존시설을 기능
재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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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울릉항을 동해해역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육성하고 환동해권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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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항의 여객부두 계류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연장하여 여객부두 기능을 향상시킨다.
사동항의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해경 및 보안부두, 화물부두, 여객선부두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여객선 터미널
주변 지원시설 확대 및 사동항 배후부지 내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항만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항 개발, 2030년까지 8,493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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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후포항을 동해남부권 영해관리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

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해양환경 위해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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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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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전국 항만 최초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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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항만물류수송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수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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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 위험물 안전관리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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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 부두 시설연장 등 부족한 부두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신설 및
해경부두 신설·확장하여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해수교환시설 설치를 통한 해수유통 기능
확보 및 항내 수질 개선 유지 강화로 항만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포항항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물동량 추이와 해운, 항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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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보항, 호미곶항으로 재탄생

울산항, 2030년까지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

2026년까지 403억 투자, 북방파제 축조, 레저선박부두 조성 등

新북방 및 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수급 확대에 대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경북 포항시 관내 국가어항인 호미곶항(구 대보항)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관광, 레저시설
지원을 위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를 11월 23일(월) 발주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을 新북방 및
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수급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 울산항 중장기 개발
로드맵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개요) 403억원 / ‘21. 2.~‘26. 2. / 북방파제 350m 등 외곽시설 신설, 레저선박 부두 60m 등

호미곶항은 1971년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 등 포항 대표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고품질의 돌문어를 위판·유통하는 국가어항으로 입소문이 나 있으나, 방파제 및 물양장 등 기본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어선과 관광객 지원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대보항’이라는 옛 항명을 ‘호미곶항’으로 변경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친숙한 국가어항으로 다가서게
하며,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북방파제 등 외곽시설 신설로 보다 안전한 어항 조성 및 관광지원을 위한 레저 선박부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울산항 개발을 포함한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21.
11. 17.)
*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항만법제5조), 총 60개 항만 대상(무역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우리나라 대표 해맞이 명소인 호미곶 광장과 연계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노후시설 정비로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1개항, 연안항 29개항)

동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울산항에는 부두 총 18선석 및 배후부지 781만m2가 추가로 조성되며, 이로써
울산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8,974만톤(현 7,811만톤)으로 14.9%가 증가하고, 화물처리물동량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246백만톤(현 202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①오일허브 1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2단계 사업의 적극 지원,
②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북신항 방파호안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 ③물류비 절감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항 배후도로(8.8㎞) 개설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울산항의 항만운영 관리 효율화 및 항만 대기질 개선도 강화된다. 본항 석탄부두의 신항 이전, 선박
대형화 등을 고려한 제1항로 확장, 울산신항 북방파제 환적(T/S)부두 접안능력 상향이 추진되고 항만구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도입과 함께 미세먼지 모니터링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사업개요
●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2030년까지 울산지역에는 6조 3천억의 생산 유발과 2조 4천억의 부가가치 및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목적 : 2005년 기본시설 완공 후 장기간
경과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수산업 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북방파제 350m 및 도제 165m 신설,
어항편의 부지 매립 3,332㎡, 레저용 계류시설
60m, 부대공 1식 등

사업목적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어촌정주
여건 개선, 소득원 창출을 통한 어촌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
대동배리 일원

●

총공사비 : 40,3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자 : 포항시

●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항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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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자체, 울산항만공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해양수산부의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울산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울산항이 유라시아 에너지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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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개발, 2030년까지 8,493억원 투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해양환경 위해 손 잡았다

해수부, 목포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여객부두 확충

항만지역 및 낙동강유역 해양환경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향후 10년간 목포항이 권역별로 특화된
혁신적· 현대적 기능을 갖춘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으로 개발된다. 목포 내항의 기능 중
화물은 신항, 수산업은 북항에 나누어주고
내항은 여객과 관광, 역사·문화·레저 거점
항만으로 본격 개발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목포항 개발에
8,493억원을 포함해 전국 31개 무역항
및 29개 연안항 항만인프라 확충에 모두
37.1조원 투입을 골자로 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 중이며, 국무
회의를 통해 보고하였다.
이번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목포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배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상풍력단지
지원부두, 여객부두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항만기능을 다각화해 혁신적 항구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신항에는 5만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추가 건설해 신항의 주력화물인 자동차를 연간 50만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와 함께 신항에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3만톤급 철재부두 1선석을
신설하고, 배후단지 238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에 해경 서부정비창을 건설하여 경비정 수리시간 단축 및
조선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예부선 전용부두 480m가 신설되고, 연안화물 처리를 위해 기존 석탄부두가 잡화부두로 기능이 전환된다. 아울러
대불산단에서 신항교까지 약 1.7㎞ 길이의 신항 대체진입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신항에 진입하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해양
환경과 관련한 정책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②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 관리, ③항만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④낙동강하구 및 항만지역 환경보전 활동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 업무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항만 및 연안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과
관련한 지역 내 현안에 대해 기관 간 경계를 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해양수산청, ‘20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20. 9월~11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12월 4일까지 신청

또한 신항에 투기장 호안 520m를 추가 조성해 신항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내항에는 3만톤급
여객부두 1선석(230m)을 신설해 여객서비스를 제고하고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명동 소형선 부두 40천㎡를 정비하고, 대반동 수제선(400m)을 정비해 친환경 명품 친수공간으로 조성,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북항에는 목포수협 이전과 수산업 기능 강화에 대비해 소형선 부두 413m가
추가 조성된다. 아울러 북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현재 단일 진출입 도로에 추가로 제2진입도로(910m)가
조성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목포항은 향후 10년에 걸쳐 혁신적 현대적 항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산업 지원 및 서남권 경제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20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20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20년 12월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
(‘19.9.1.∼)이 적용되며, 석유판매업자가 발행한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 상호
대조를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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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57호, 2019.10.10.)
개정을 통해 제출 서류 의무화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COVID-19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해운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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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전국 항만 최초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

인천해수청, 인천항 항만물류수송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수공사 착공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동안 시범 운영

항만이용의 원활한 수송기능 유지 및 시설물 안정성 확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내 노후된 도로 및 호안 등의
항만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항 항만시설 등
유지보수공사’를 10월 15일 착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체결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12.1~‘21.3.31)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 출입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며,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 및 보훈
차량은 출입제한에서 제외된다.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5개소)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이번
인천항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차량 출입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매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차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출입제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시행 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 출입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조기폐차 최대 4,060만원, DPF 부착 최대 976만원, PM-NOx 부착 최대 1,731만원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반시설로 대형 노후 경유차의 출입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인천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이끄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차량의 친환경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항만 야드트랙터 DPF
부착사업,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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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현지조사 및 이용자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21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최종 결정된 9개
도로구간(배후도로 등)과 호안 3개소(월미도, 만석부두 등)에
대하여 국비 17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추진하며, 도로 일부구간은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보수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인천 동구청과 협업으로 만석부두 호안 주변의
사석 탈락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향민들이
한국전쟁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호안에 설치되었던 무단점유
굴막이 지난 6월에 철거됨에 따라 동 구간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회 보수사업계획에 포함하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물류 수송기능 유지와 항만이용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면서 “앞으로도 인천항을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위험물 안전관리 촘촘해진다
7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협의체 구성 및 활동 착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관계기관 및 위험물 취급 부두 운영사 등 17개
업·단체로 구성된 평택·당진항 위험물 안전관리협의체의
최초 간담회를 10월 29일 개최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COVID-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
되었던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함께 참석하여 레바논 베이루트 항 폭발
사고 관련 평택·당진 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하여 항만의 위험물 관련 사고 발생시 유기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의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위험물 관련 폭발 사고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내실있는 위험물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평택·당진 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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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법령 제정·개정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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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2]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1]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018. 7. 4, 일부개정]

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19]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 11.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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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사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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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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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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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8]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2020. 6.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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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8]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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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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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7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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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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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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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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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으로 한다.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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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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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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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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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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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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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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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법제처 제공>
제3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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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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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0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제1항부터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로 한다.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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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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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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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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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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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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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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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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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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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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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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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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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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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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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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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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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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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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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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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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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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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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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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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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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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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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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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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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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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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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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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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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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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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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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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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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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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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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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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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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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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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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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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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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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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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부칙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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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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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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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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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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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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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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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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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행 2020. 10. 22]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대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개정이유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승인ㆍ검사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서식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등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한글 또는 영어로만 기록해야
하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49조 본문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대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Remark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할 것.
The entries in the Ballast Water Record Book shall be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master and

개정문

officers, and sha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if the language is not English.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을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3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0조제3항 중 "기록하여야 하며, 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여야 한다"를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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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 2020. 11. 1]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018. 7. 4, 일부개정]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선의 운용 선령(船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선의 배정은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선을 선령 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의 기준을 정하며,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업자가 공표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주요내용
가. 예선 운용 선령의 상한(안 제10조제8항 신설)
무역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선의 선령을 30년 이하로 제한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등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안 제10조의3 신설)
예선업 등록 거부에 관한 예선의 대기장소 관련 기준을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정하되,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함.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 예선의 공동 배정에 관한 공표 등(안 제13조의2 신설)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예선의 배정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매체에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4)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개요, 관련 법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마.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안 제19조의3 신설)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로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및 자동차단밸브를 갖추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①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정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 공동 배정의 방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결한다.

3. 예선 사용의 조건
4. 공동 배정의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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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④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한다.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②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3. 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船席)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을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을 "위험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과목을"을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포장위험물"을 각각 "포장된 위험물"로 한다.
6.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0조제8항"을 "제10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교육을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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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19]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 11.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량 등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료유 소모기간이 1년 미만인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배출 시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연료유 소모기간이
1년 미만인 국내항해용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정하는 한편,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 안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등 폐기물의 해역 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해
등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시간 및 장소

(다음 Page에서 계속)

112 l

해사안전소식 2020 겨울호(통권 제51호)

해사안전소식 2020 겨울호(통권 제51호) l 113

(이전 Page에서 계속)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한정한다)의 양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수 있다.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시간·장소 및 고장 사항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장소·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리"를 "관리 및 증명 절차"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을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자목"을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을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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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2025년 1월 1일 이후 2030년 1월 1일 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나)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이후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된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030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2의 제목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2)다)를 라)로 하고, 같은 목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반적인 하역방법으로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이 경우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물사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지침을 고려하여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배출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한글과 영문"을 "한글과 영문(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마.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6장 1-1.2규칙에서 정의된 고체산적화물 중 곡물을
제외한 화물은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화주는 해당 화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0 제1호다목3) 중 "(PMD)"를 "(PMD)."로 하고, 같은 목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르코늄이산화물감지기(ZRDO)는 이중연료 또는 가스연료엔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20 제1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화수소(HC)분석기: 배기가스 온도가 190℃±10℃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열된 감지기, 밸브 및 관련
구성품을 갖춘 가열식 불꽃이온감지(HFID)형식이어야 한다. 다만, 점화용 액체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가스연료엔진에 사용되는 탄화수소분석기는 비가열식 불꽃이온감지(FID)형식이어야 한다.
별표 21의2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준 2 및 기준 3을 모두 충족하거나 기준 2만을 총족하는 디젤기관을 설치한 선박이 다목에 따른 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on/off status)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젤기관의 기준
상태,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를 기관일지에 기록할 것.
별표 21의2 제2호마목 단서 중 "교체하는"을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3의 제목 중 "관리(제35조제3항"을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다목 중
"선박으로서"를 "선박이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연료유견본"을 "연료유 견본"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료유 견본의 황함유량 증명 절차: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가 법 제44조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때에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합니다)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각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 각 1부(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 1부(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차.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카.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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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임시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제1쪽 중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2쪽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규칙 2.2.5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이 선박에 제공되어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별지 제22호서식 제2쪽 제7호(종전의 제6호) .2의 (ⅰ)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2의 (ⅲ) 및 (ⅳ) 중 "(ⅰ)항에
따른 적하자료"를 각각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로, "loading manual referred to in (ⅰ)"을 각각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로 한다.
(ⅰ)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조건에 적합2)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 or
별지 제24호서식 제2쪽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규칙 2.2.1.1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이 선박에 제공되어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 제7호(종전의 제6호) .2의 (ⅰ)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2의 (ⅲ) 및 (ⅳ) 중 "(ⅰ)항에
따른 적하자료"를 각각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로, "loading manual referred to in (ⅰ)"을 각각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ferred to in 6"로 한다.
(ⅰ)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ferred to in 6 above; or

별지 제29호서식 제7쪽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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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사안전법 시행령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시하는"을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고시하는"을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으로 한다.
제6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매립이나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의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도록 함(제14조).
아.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함(제16조).
자.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과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법제처 제공>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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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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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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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8]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2020. 6.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 시
통합 신청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의 범위를 가축, 살아 있는 수산물,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참여를 위해 시험ㆍ조사 등의 업무용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안 제32조 및 별표 15의5)
구명뗏목, 구명정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나 여객선 외의 선박을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 변경허가의 요건을 완화함.
다. 선박검사 등의 신청을 위한 통합서식의 근거 마련(안 제87조 신설)
신청인과 대행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 선박관련 검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기존
신청서식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7조의2)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체검사원 또는 기관(機關)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등"을 "실습"으로, "승선하는 자"를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적재하여"를 "실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자"를 "않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한다.
가.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ㆍ수리작업ㆍ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종성에"를 "조종성능에 중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
가.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
나.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
다.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
제22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가목 중 "1986년 7월 1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
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제24조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2020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해당 선박과"를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습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
제32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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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제32조제4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등으로 구성된"을 "등으로"로, "자문을 하게
할"을 "자문에 응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를 "별표 15의5 제1호"로, "자문위원회의"를
"해당 자문위원회에의"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정시험기관"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를 "제2항에 따른"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ㆍ보완을 요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요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ㆍ
면제증서ㆍ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재화물"을 "실린 화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을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으로,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를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로 한다.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95조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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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age에서 계속)
제97조의2제1항제1호마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1 제1호가목의 제목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최대선회반경"을
"최대선회반지름"으로,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2호마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9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별표 6 제10호(종전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에도"를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로,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 및 제8호를"을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라) 중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 또는
하반(下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양호하지 않다고 인정되면"을 "양호하다고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보기(補機)"를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補機)"로 하고, 같은 목 2) 중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1)가)(3) 중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과"로 하고,
같은 목 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1) 커플링 볼트의 상태
(2)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측 베어링 상태
(3)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4) 임펠러 상태
(5)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6)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별지 제10호서식 8면 제3호 표의 1.4 INMARSAT 선박지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별지 제10호서식 9면 제5호 표의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다중무선하해장치용 수신기',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별지 제12호서식 6면 제2호 표의 1.4 INMARSAT 선박지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7면 표의 4.2
INMARSAT(INMARSAT)란을 삭제한다.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별표 11 제1호나목4) 중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로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와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를 "스테인레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 및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로 한다.
별표 15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 표의 무선설비의 종류란 중 "레이더트랜스폰더(SART)"를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 장치(SART 또는 AISSART)"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7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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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8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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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9면 제3호 표의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다중무선하해장치용 수신기',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별지 제14호의2서식 9면 제3호 표의 1.4 INMARSAT 선박지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4.2
INMARSAT란을 삭제한다.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별지 제14호의2 서식 10면 제5호 표의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다중무선하해장치용 수신기',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종전의 제16호서식) 중 "「국제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에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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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or
.4)*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6호의2서식(종전의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3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3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4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에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4 of
the Code
.2* 규칙 2.2.5에 의해 2.2.4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4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4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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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중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국제산적화학물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2).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2)
.2 규칙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2).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2).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2);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2);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2); or
.3)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2);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2);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2);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2).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2).

별지 제19호서식 중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위험화학품산적운송코드」"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규칙 2.2.1.1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1.2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2
of the Code.
.2* 규칙 2.2.1.3에 의해 2.2.1.2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1.2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1.3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1.2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제시된 적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제3호 표의 항목란 중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으로 하고, 같은 표 중 4.2 INMARSAT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5호 표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8쪽 중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를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로 한다.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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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의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제4호 표의 항목란 중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으로 하고, 4.2 INMARSAT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방향 현장 무선통신기 121.5MHz 및 123.1MHz
Two - w a y o n - s ce n e ra d i o co m m u n i c a t i o n s
121.5MHz & 123.1MHz

별지 제25호서식 중 "포장된 형태의 폐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국제코드(INF CODE)"를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INF CODE)」"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④ 중 "선회반경"을 "선회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⑦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④ 중 "선회반경"을 "선회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⑦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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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20. 12. 18]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대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대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승인ㆍ검사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서식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등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한글 또는 영어로만 기록해야
하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별지 제6호서식 제4쪽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Remark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할 것.
The entries in the Ballast Water Record Book shall be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master
and officers, and sha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if the language is not English.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록하여야 하며, 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여야 한다"를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을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33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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