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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회의명 : 제33차 특별이사회 (The thirty-thre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3)

● 일시/장소 : 2021. 4. 8.(목) / 원격회의(서면·화상)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참석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이사회 개편 관련 IMO 협약 개정안 검토

●  (이사국 규모 등) 다수 회원국*의 동의로 이사국 규모(40 → 52개국), 의석수(A,B 그룹 10 → 12개국, C그룹 20 

→ 28개국), 의사정족수(26 → 34개국)를 확대하는 협약 개정안을 채택

*  대한민국, 브라질, 그리스, 네덜란드, 바하마, 모로코, UAE, 칠레,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라이베리아, 

그리스, 몰타, 중국, 사이프러스, 프랑스, 러시아, 바누아투, 호주, 이란, 미국, 케냐 총 24개국함

●  (이사국 임기) 사무국이 제안한 이사국 임기 연장(2년 → 4년) 내용의 협약 개정안 문구를 다수 국가가 찬성한 

문구인 “다음 2회 연속의 정기 총회까지”로 승인

2. IMO 협약 정본언어 확대

●  (제81조 개정) 협약정본의 기존언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에 IMO 공식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추가하자는 UAE, 중국, 러시아의 협약개정 요청에 다수 회원국*이 지지하였으며, 향후 제32차 총회(’21.11) 상정 

예정

*  UAE, 쿠웨이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페루, 브라질, 바하마, 캐나다, 멕시코, 중국, 사이프러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독일,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총 19개국 

-  사무국은 6개 언어를 반영하여 IMO협약을 전면개정하거나,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 6개 언어의 IMO협약 번역본 

마련하는 2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UAE 등 아랍권 국가 포함 캐나다, 스페인 등 다수 회원국에서 전면개정을 

적극 찬성함

-  미국은 6개 언어를 반영한 IMO협약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다소 급박하게 진행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  일본 또한 시기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면개정보다는 번역본을 마련하는 안이 적합하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소극적 반대 입장을 언급함

특별이사회(C/ES.33) 회의 결과

01

I. 개 요

● 회의명 :  The 8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NCSR 8)

● 일시 및 장소 : 2021. 4. 19.(월) ~ 4. 23.(금) / 원격회의

● 의 장 : Mr. Ringo Lakeman (네덜란드)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non-SOLAS 선박에 Polar Code 부분 적용 논의

●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non-SOLAS 선박*에 대하여 Polar Code 항해안전(제9장), 항해계획(제11장) 적용을 위한 

Polar Code 개정 추진** 논의

* ① 24미터 이상의 어선, ② 총톤수 300톤 이상의 요트, ③ 총톤수 300톤~500톤 화물선

**  SOLAS XIV장 및 Polar Code part I-A 개정안 개발 및 미해결 이슈 논의 (통신작업반, ’21) → 통신작업반 결과물 

논의(NCSR 9, ’22) → 승인(MSC 105, ’22)

●  Polar Code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SOLAS XIV장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Polar Code 및 SOLAS 

세부 개정안은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함

-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Polar Code part I-A 및 SOLAS XIV장 개정(안)을 개발하고, 재량권 문제, 24미터 

미만의 소형어선 적용 필요성 등 미해결된 이슈 추가 논의 예정

2.GMDSS 현대화 관련 SOLAS 3장, 4장 및 기타 개정

●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각종 Code 및 항해통신장비 성능 기준 등 관련 IMO 문서의 최종 개정안 검토 및 

논의

- 제8차 NCSR 개정안 검토 완료 → 제104차 MSC 채택 → 2024. 1. 1. 발효 예정

* GMDSS 현대화 : 현존/향후 개발될 해상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 개정작업

●  대부분의 관련 문서 개정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문서는 차기 NCSR 회의 및 IMO/ITU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 예정 

●  선박에 설치되어야 하는 해사안전정보 수신 설비를 SOLAS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고, 관련 회람문서를 참조하도록 

규정 개정

제8차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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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발될 해사안전정보 수신 설비(NAVDAT, VDES 등)가 쉽게 도입 가능해짐(SOLAS 개정주기 4년, 

Circular 개정주기 매년)

●  기존 SOLAS IV장 8규칙~11규칙(선박의 운항 해역별 통신설비 설치 요건)의 제목 및 적용범위 수정

규칙 현행 개정 규칙 현행 개정

8 A1 해역 A1 해역 10 A1, A2 및 A3 해역 A3 해역

9 A1 및 A2 해역 A2 해역 11 A1, A2, A3 및 A4 해역 A4 해역

-  각 규칙이 각 해역에만 해당하도록 수정함으로써 개별 선박의 운항구간에 적합함과 동시에 기존 대비 혼선 없는 

규정적용이 가능함

3. 공공 광대역 통신 및 공공안전통신망 기술 표준화 논의

●  우리나라의 이동통신기술의 해상 도입에 관한 IMO/ITU 합동 전문가 그룹 논의 제안을 MSC에 신규 작업 의제로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

●  중국, 노르웨이, 호주 등 다수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제안문서에 대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

-  하지만 의장은 지난 논의 경과를 고려한 신규 작업의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 관심 있는 회원국이 위원회에 신규 작업의제로 제안하기로 결정

4. 지원필요선박의 피항처 제공에 관한 지침(Res.A.949(23)) 개정

●  지원이 필요한 조난 선박의 피난처에 대한 지침개정안 및 타위원회 전달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차기총회 

채택을 추진키로 결정함

-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개정 문구 초안 개발, MEPC 및 LEG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사항 식별 예정

5. 해사안전정보(MSI) 지침을 포함한 GMDSS 서비스 개발

●  이리듐 위성 체계를 통한 MSI 제공 서비스는 아직 미해결된 기술적·비용적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차기 

회의 시 해결방안 등을 추가 논의할 것에 동의함

●  이리듐 및 Inmarsat을 통한 MSI 서비스 제공 정보가 GISIS의 GMDSS Master Plan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데이트를 사무국에 요청함

6. 항공과 해상에서 수색·구조 절차의 조화에 관한 지침

●  위성에서 조난신호를 인접RCC에 선별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각국의 SRR(수색구조구역)과 연락처를 확정한 

전자문서를 NCSR 9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제28차 IMO/ICAO 합동작전그룹에서 논의 예정

●  뮤어조선법을 2025년판 IAMSAR 매뉴얼 3권에 추가하자는 안건에 대해 우리나라 검토 입장*을 발언하였으며, 

NCSR 9에서 추가 논의 예정

*  황천 시나 별도의 구조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익수자 구조의 최선책이 없는 상태, 바우스러트터가 갖춰지고 

동조횡요가 없는 상태 등의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익수자구조법으로서만 뮤어조선법을 지지하는 입장

I. 개 요

● 일시/장소 : 2021. 5. 5.(수) ~ 5. 14.(금) / 원격회의

● 참가인원 : 103개 회원국, 2개 준회원국, 4개 UN기구, 9개 IGO 및 46개 NGO 대표 등 약 957명

●  의제목록

의제 내  용 내  용

1 의제의 채택; 신임장에 대한 보고

2 다른 IMO 회의 결정사항 제104차로 연기

3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검토 및 채택

4 새로운 협약이행에 따른 역량개발 제104차로 연기

5 자율운항선박(MASS) 운용관련 규정 검토 작업

6 연료유 사용관련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방안 개발

7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제104차로 연기

8 내항여객선의 안전개선 방안

9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10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11 해상을 통한 불안전한 이주

12 공식적인 안전성 평가(FSA) 제104차로 연기

13 제7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7) 긴급 사안

14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전문위원회(NCSR)

15 선박설계 및 건조전문위원회(SDC)

16 선박시스템 및 설비전문위원회(SSE)

17 위원회 작업지침 적용 제104차로 연기

18 작업계획(Work Programme)

19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 기타사항 제104차로 연기

21 제103차 해사안전위원회 보고서 검토

※ 원격회의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상기 7개 의제는 차기 104차 회의(’21.10.4~8)로 연기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강제협약 개정안 검토·채택

●  손상복원성 계산에 반영되는 수밀문의 종류를 「해상인명안전협약」과 「국제만재흘수선협약」간 일치시키도록 

협의함(차기 회의 시 채택 예정)

-  현재 선저폐수저장 창(艙)내 설치되는 수위감지기에 대한 성능기준이 부재하여 개발관련 사항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제105차 회의에서 승인하기로 결정함

제103차 해사안전위원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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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운항선박(MASS) 운용관련 규정 검토

●  MASS 도입에 따른 기존 협약의 제·개정 필요사항을 식별*하고, MASS 운용을 위한 가칭「MASS Code」개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됨

*  선원의 정의, 선원이 선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작업의 범위 등 11개 사항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등 19개 협약 제·개정사항

-  위원회는 차기 회의부터 가칭 「MASS Code」개발을 위한 세부 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관련의제를 제출토록 요청함

3. 연료유 사용관련 선박의 안전 강화

●  우리나라의 제안대로 연료유 인화점(섭씨 60도 미만) 분석기관은 분석결과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 지정 

시험기관으로만 한정하기로 함

-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연료유 공급자가 선박에 제공하는 ‘연료유 공급서’에 연료유 인화점 분석결과를 

포함하기로 결정함

4.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  해적퇴치 권장조치에 대한 위원회 결의서*를 개발하였으며, 해적·무장강도의 법률적 정의검토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기구 조치사항)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해적 체포·기소 등 법집행 강화 고려, △호송선박 등 이용 가능한 

보호수단의 개선을 위해 국제 모범사례 고려, △G7 등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이 참여하는 ‘기니만해적퇴치그룹’ 등과 

같은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의 참여

5.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  프랑스는 국가별 선복량 기준으로 위성통신 사용료* 펀드를 설립하여 분담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신작업반에서 논의토록 결정함

*  현재 약 20개국의 위성통신 중계국들은 국제해상위성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선박으로 해사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위성사업자에게 지불 중에 있음

-  통신작업반에서는 △서비스 비용 검토, △제시된 비용 분담 옵션의 장·단점 분석, △위원회 검토를 위한 방향성을 

개발하여 MSC 105차(’22.5)에 보고할 예정임

6. 신규 작업계획

●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액화가스운반선코드」의 개정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범위 제한 없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22~’23)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는「국제액화가스연료추진선코드」에 명시된 기관실 안전규정(덕트 등에 대한 안전요건)의 반영 등 

기술적 타당성을 가진 다른 사항도 개정 논의에 포함하자고 제안하였음

7. 코로나19 관련 사항

●  IMO 사무국이 제시한 선원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위원회 결의서(안)은 우리나라 등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 후 채택됨

    ① (접종대상)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의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선원 우선 접종

    ② (입국요건) 입국요건으로 백신접종 여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선원은 예외 적용 고려

    ③ (접종센터) 가능한 경우, 선원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필요시설 제공 계획 수립

●  또한, IMO 사무국에서 선원 교대, 선원의 핵심인력 지정 등이 포함된 IMO 총회 결의서(안)을 개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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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EXI 계산 시 차량운반선 보정계수 도입 제안(이탈리아)

●  (내용) 타선종과 달리 EEXI 만족이 어려운 차량운반선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정계수 도입제안 논의안

*   약 87%의 차량운반선은 구조적으로 에너지효율이 낮게 계산됨 

●  (결과) 아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반영해 별도의 논의 없이 차량운반선 보정계수를 EEXI 계산 가이 

드라인에 포함함

※  보정계수 도입 시 국내 차량운반선 총 128척(용선포함) 중 27.3%(35척)이 EEXI 달성을 위한 추가적 조치 없이 EEXI 

허용값 충족 예상

나. CII 산정·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 2030년 개선목표치(40%) 달성 여부 계산방식(프랑스, 미국 등) 

●  (내용) 국제해운의 에너지효율개선 목표치(’30까지 40% 개선) 달성점검에 화물량 포함방식(EEOI)과 불포함 방식

(AER)에 대해 논의  

※    ’08~’18년까지 개선율(AER:22%, EEOI:31.8%), ’30년까지 추가 개선율(AER:18%, EEOI:8.2%)

●  (결과) 전체 국제해운의 목표치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으로써, 각 방법별(AER 및 EEOI) 장·단점을 고려하여 

모두 활용하기로 함 

※  개별선박의 개선목표 달성여부는 AER, 국제해운의 개선목표 달성여부는 AER 및 EEOI를 모두 활용하고, 2026년 

Review 검토 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

2. 개별 선박의 연도별 CII 개선목표치 논의(회원국·단체 등)

●  (내용) 전체 국제해운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선박별 연간 개선율 논의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목표치의 상향

(~75%)을 주장

※  우리나라는 ’19~‘30년까지 추가적으로 10%(EEOI 기준)개선을 주장했으나, 유럽·도서국가 등 많은 회원국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고려해 최대 50% 이상 추가개선을 주장 

●  (결과) 주요 쟁점사항으로 본 회기에서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선율*을 기반으로 MEPC 

76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  (초안) ’30년까지 40% 달성을 위해 연간 약 1%~2.2%를 개선 → (중재안) ’30년까지 목표치는 미정,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7년 이후는 향후결정함

3. CII 계산시 이산화탄소 포집량 반영산식 수정제안(대한민국)

●  (내용) 통신작업반에서 개발된 CII 산정방식에 적용된 이산화탄소 포집량 계산수식 수정제안에 대해 논의

※  (현행) 연료연소 전 포집량만 계산 → (수정제안) 연소후 포집량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I. 개 요

● 일시/장소 : ’21.5.24(월) ~ 5.28(금) (5일간) / 원격회의(ZOOM)

●  배경 : IMO는 회기간 작업반(ISWG-GHG* 8) 논의를 통해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MEPC 76에 제출**토록 함

*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 선박온실가스관련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사이에 개최하는 작업반회의

** 통신작업반 운영(’20.11~‘21.4) 결과를 ISWG-GHG 8에서 논의하고 MEPC 76에 보고

●  MEPC 76(’21.6)에 채택 예정인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의 세부이행 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련 지침서의 개정*

*  (개발) EEXI·CII의 산정 및 적용 등 (개정) SEEMP 및 항만국통제 운영 등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가. EEXI 산정·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 EEXI 계산 시 주기관 출력(PME(i)  Power of main engine) 정의 

●  (내용) EEXI 계산 시 주기관 출력값으로 EEDI와 동일한 제한출력의 75%(원안) 또는 별도의 값(83%, 87%)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  (결과) 3가지 안(75%, 83%, 87%)에 대하여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의장의 중재안으로 83%를 

가이드라인(안)에 반영 

2. EEXI 계산을 위한 표준선속 도출방법 다양화 제안(RINA
영국조선학회

, BIMCO
발틱국제해사협의회

 등)

●  (내용) 현존선 규제의 촉박한 발효일을 고려, EEXI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선속* 도출방법의 다양화(수치해석·선박 

시운전) 제안 논의

*  EEXI 계산시 사용하는 표준선속은 조선소에서 제공하는 값 또는 수조시험으로 결정되나 조선소 제공값이 없는 

현존선도 다수 존재하며 전세계 수조시험 설비는 한정적  

●  (결과) 수치해석 방법은 다수의 지지에 따라 적용을 결정하였으나, 운항 계측은 정확도 및 검증방법 불명확성 

등으로 적용되지 않음

제8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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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회의명 : 제45차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the 45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 일시 및 장소 :  2021. 6. 1.(화) ~ 6. 7.(월) / 원격회의

●  참가인원 : 87여개 회원국/준회원국/정부 간, 27여개 비정부 간 기구/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의 부속서 개정 논의

●  선박·사람·화물의 입출항 수속 관련 강제·비강제 규정에 대한 FAL 협약 부속서 개정 초안(통신작업반 결과)을 

검토·논의하였으며, 해상건강신고서(3.30 권고), 밀항자 정보교환(4.3.2.6 권고), 종이신고서(2.13.1 표준) 등을 

개정한 FAL 협약 부속서 개정(안)을 승인함 

2. 싱글 윈도우 개념의 적용

●  회원국들의 싱글 윈도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GISIS 모듈 개발을 위원회에 권고하고 구축하는 것을 승인 

●  회원국들 간의 싱글 윈도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교환을 조화롭게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주목 

3.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검토 및 개정

●  IMO Compendium의 새로운 버전, EGDH(Expert Group on Data Harmonization)의 개정된 작업 절차, 개정된 

데이터 세트의 우선 순위와 EGDH 4,5차의 작업 범위에 대해 승인

●  간소화 및 전자 비즈니스에 대한 IMO Compendium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

4. FAL 협약의 국내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 개발

●  다수 회원국의 지지에 따라 ‘FAL 협약의 국내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을 승인하기로 결정

제45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5) 

05●  (결과)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지 않다는 많은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개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CII 가이드라인 채택 이후 논의예정(’22년 예상)

4. 선종별 보정계수 적용과 악천후 항차 적용제외 등 요청(회원국·단체 등)

●  (내용) 개별 회원국 및 선종별 국제선주협회 등이 CII 계산시 선종별 보정과 항해조건에 따른 항차 적용제외 논의

※  화물가열 또는 관리를 위한 연료유 소모량 계산제외, 고속여객선 계산기준 신설, 냉동컨테이너선 보정계수, 중소유조선 

입출항 항차제외, 악천후 항차제외 등

●  (결과)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통하여 향후 개발하기로 

결정 

※  이후 통신작업반에서 보정계수 및 항차제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함

다. SEEMP 운영지침서 개정 등

1. SEEMP 운영 시 선대단위 모니터링 제안(덴마크, WSC
세계선사협의회

 등)

●  (결과) SEEMP를 활용한 연간 선박에너지효율 관리 시 개별선박이 아닌 선대(fleet) 단위로 목표를 모니터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협약개정안 채택(MEPC 76) 이후 논의하기로 함 

※  MEPC 76 이후 구성 예정인 통신작업반에서 선대단위 모니터링 제안 사항을 제외한 SEEMP 구조,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

2. SEEMP 운영지침서 개정 (중국, 일본, EC)

●  (결과) SEEMP 운영지침서 개정을 위하여 MEPC 76 이후 개설될 통신작업반 및 ISWG-GHG 9 위임사항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위원회(MEPC 76) 에 제출할 예정

※  통신작업반에서는 EEXI·CII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해 SEEMP 등은 본격 논의하지 않음



1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

해
사

안
전

소
식

Ⅰ
. 국

제
 해

사
기

구
(IM

O
) 회

의
 결

과

 www.imokorea.org

I.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21.6.10.(목) ~ 6.17.(목) / 원격회의

● 참가국  :  11개 회원국

●  참가인원 :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40명

●  의제목록

의제 내  용

1 의제의 채택 

2 타기구 결정사항

3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4 평형수내 유해생물

5 대기오염

6 선박 에너지효율

7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

8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플라스틱에 관한 조치계획의 개발

9 PPR 전문위원회 보고서

10 타 전문위원회 보고서

11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12 위원회 및 부속기구 작업계획서

13 기타사항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가. 협약개정안 채택

1.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 도입(MARPOL 부속서 VI)

●  EEXI, CII 규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협약개정안이 제75차 MEPC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채택*(발효 : ’22.11.1)

*  협약개정안의 발효일자는 ’22.11.1로 하며, EEXI 규제의 도입에 따른 의무사항은 ’23.1.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선박검사까지 이행해야 함

2. 무인부선 일부 협약규정 면제(MARPOL 부속서 I, IV, VI)

●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인부선의 선박검사 및 협약증서 면제에 대한 개정안 채택(발효 : ’22.11.1)

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065.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지침 개발

●  해사부패 신고를 위한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모듈 개발 및 통신작업반의 

해사부패 지침 개발에 대한 작업을 위해 통신작업반 재개설을 승인함

-  해사부패로의 간소화기금설립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 존재하는 “해사발전 및 간소화기금”이 기술협력위원회

(TC) 결정에 따라 해사부패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음에 주목함

6. 작업 계획

●  항공업계에서 사용 중인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 및 여객예약기록(PNR) 개념을 해운업계에 도입하기 위해 신규 

작업과제를 2022-2023 격년 의제 및 차기회기 잠정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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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조치 작업계획

●  우리나라, 덴마크, 독일 등 22개 회원국이 공동제출한 문서에서 제시한 대로 중·장기조치 논의 일정이 결정됨

-  < 중·장기조치 작업계획 >

▪ (1단계) ’21봄~’22년 봄까지 회원국들 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 후보조치 (추가)식별

▪ (2단계) ’22봄~’23년 봄까지 후보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수 조치 선별

▪ (3단계) 선별된 조치에 대한 영향평가, 협약이행체계 구축 및 채택, 이행일정 수립

-  작업계획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제10차 회기간 작업반(‘21.10)에서 중·장기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4.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설립을 위한 협약 개정안 논의 연기

●  IMRB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77차 MEPC(‘21.11)로 논의 연기

구분 의견

제출국 - 적극지지

(덴마크, 일본, 선주단체 등)
제77차 MEPC(‘21.11)에서 설립(안) 승인을 주장

개도국 - 적극반대

(남미·아프리카국가 등)

선진국·개도국 동일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체계에 반대하며, 개도국 직접지원방안 

필요

선진국 - 원칙적 지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중장기조치로 향후 논의

도서국 - 조건부 반대

(마샬, 솔로몬, 통가 등)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어 반대, 더욱 높은 수준의 기금조성(탄소

세 100불) 필요

다. 기타 주요의제

1.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통신작업반 결과 보고서

●  최소추진출력기준 강화에 대한 우리나라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해당안건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

-  최소추진출력 기준이 높아지는 계산방식을 제안(기준이 높아질 경우 악천후시 선박안전은 향상되나 에너지효율과 

출력기준의 동시 만족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짐)

2. 선박 수중소음 감소 논의를 신규작업의제로 채택

●  선박의 수중소음에 대한 사항을 신규의제로 채택하고 ’23년까지 선박건조·설계 전문위원회(SDC)에서 논의하기로 함

-  논의결과에 따라 수중소음 강행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평가기술을 연구·개발 중

(KRISO, ’20~, 95억원)

※  조선기자재 운송 등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무인부선(BBCHP 포함 약 70척)의 국제항해 시 협약규정 준수의무가 면제됨

※  우리나라의 제안(MEPC 64/7/6)에 따른 협약개정으로 MARPOL 협약의 일반적인 예외조건이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면제증서 발급체계가 최초로 도입됨

3. 북극지역 중질유사용 금지(MARPOL 부속서 I)

●  환경적으로 민감한 북극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중질유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개정안 채택(발효 : ’22.11.1)

※ 시행일자 : ’24.7.1 이후 북극지역에 운항하는 선박(현재 우리나라 대상선박 없음)

●  시뷰트린 규제 및 적용선박 확인을 위한 증서양식 개정 등의 협약 개정안 채택

4. 사용금지 방오도료 추가(유해방오도료협약)

●  유해물질인 시뷰트린*의 방오도료 사용금지 및 증서의 개정**에 관한 유해방오시스템협약 개정안 채택(발효 : ’23.1.1)

*  Cybutryne : 해조류의 광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의 화학물질로 방오도료로 사용되어 옴

**  시뷰트린 규제는 선체외판에만 적용되므로 선체외판이 아닌 곳에 동 물질을 적용한 선박들을 증서로 식별하기 위해 

해당 증서의 양식개정 포함

나. 선박온실가스 감축

1.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 가이드라인 채택(제8차 회기간 작업반 결과)

●  연간 CII 감축율은 제8차 회기간 작업반의장 중재안*으로 결정하고, EEXI·CII 계산 및 적용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20~’22) 매년 1% → (’23~’26) 매년 2% → (’27~’30) 향후 결정

-  에너지효율규제 관련 현행지침서* 개정, 중장기조치 등 현안의제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 및 회기간 작업반 

개최일정** 결정

*  에너지효율계획서 작성, 연료유사용량 보고제도 운영, 항만국통제 지침서 등

**  (통신작업반)~’21.9 / (9차) ’21.9.15~9.17(3일) / (10차) ’21.10.18~10.22(5일)

2.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승인

●  규제의 도입이 국가, 화물운송,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IMO 주관 종합영향평가* 결과**를 승인

*  선박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MEPC.1 Circ.885)

**  국제해운 전체적으로 약 16%의 해운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탄소집약도 감소효과로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가능, 

국가별 GDP 및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미비사항*은 추가검토해 향후 영향평가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

* 규제도입이 개발도상국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함

** 영향평가방법 개선논의에 착수하고 제10차 회기간 작업반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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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적퇴치 ‘딥블루프로젝트’ 효과, 장기간 걸릴 것으로

26. 이집트, 수에즈 운하 확장 계획 발표

27.  EU Green Deal - 항만이 해운 부문 탄소배출 저감의 핵심

28.  항구 도시와 항만, 해사 분야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29.  코로나 상황 속 해상 마약밀매 만연

30.  북극이사회, 북극의 대기오염, 보건 및 기후변화에 우려 표명 

31.  해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동(뉴욕  →  노르웨이) 경로 추적

32. 유실 컨테이너 방지를 위한 IMO 초기조치

33.  호주, 국제해사기구(IMO) B그룹 이사국 선거에 출사표

34.  재생에너지 기반 암모니아의 강점과 완전한 그린 전환의 비용적 한계

35. 아부다비, 연간 20만 톤 양의 암모니아 생산 설비 구축 발표

36. 수에즈 운하에서 재발한 좌초사고, 큰 피해 없어

37.  글로벌 대표 선사 머스크와 MSC, IMO 탄소세 도입 및 R&D 기금 마련 촉구

38.  컨테이너선(X-Press호) 화재 사고에 따른 해양 플라스틱 유출 오염 심각

39. 일본 정부, EU-ETS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

40.  캐나다 도선사협회(CMPA), 도선사 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 센터 설립 

41. 국제 해상화물 운임 인상의 다섯 가지 요인

42. 코로나 상황 하 선원유기 발생 건수 증가

43.  M7(주요 국가 해운단체 모임), 탈탄소 연구개발 기금 조성 앞장서

44.  스톡홀름 노르빅(Norvik)항, 메탄올 연료전지 항로표지 시험가동

45.  DNV, 선박별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Compliance Planner” 출시

46. 현대중공업(HHI), 12인승 크루즈 선 자율 항행 시연에 성공

47. IMO 탄소집약도 지수(CII) 규제의 해운 산업 재편 가능성  

1.  MARITEC 社, 선박 연료유에 대한 향상된 검증 기술개발

2. 독일 연구선, 남극대륙의 거대 빙산 탐사 

3. 암모니아 선박, 프로젝트 증가 추세

4. 대형 컨테이너선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5.  노르웨이, 세계 최초의 선박터널 건설 착수

6.  ReCAAP, 아시아지역 해적 퇴치를 위한 제15차 심포지엄 개최

7.  ICS, 선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실용 지침서(초판) 발행

8. 이탈리아, 대형선박의 베네치아 통행금지안 통과

9.  ‘스이소프런티어’ 호, 고베 LH2 터미널에서 접안 시험

10.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로 인한 대체 항로 필요성 대두

11.  DNV, 세계 최초로 ‘해상 태양광발전’ 설계 및 운용 지침 발행

12.  자율운항선박 인력 교육 작업반 구성

13.  FIBRESHIP Project, 선박 건조를 위한 新 재료 사용의 가능성

14.  LNG,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져

15. 해운업계, 여행제한 조치 국가에 비판의 목소리 

16.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 투자 자산 1,850억 달러 돌파

17.  여성 최초의 미국 U.S. Coast Guard 부사령관(4성) 임명

18.  미국, 해양 조선소 부문에 보조금 2천만 달러 지급

19.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해사연구위원회와 시장기반조치의 도입

20. 인도, 코로나로 선박 재활용산업 중단

21.  해상인권 단체(HRAS), 해상 유기에 관한 실용 지침서 발행

22.  Ince 社, 선원 인식 제고를 위한 ‘Sing for Seafarers’ 캠페인 전개

23.  IMO-독일, 아시아 해운 분야 GHG 배출 저감 프로젝트 개발 착수

24.  인도 선원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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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남극의 ‘브런트 빙붕*’에서 1,270km² 

면적의 초대형 빙산 ‘A74’가 분리됨

-  소규모 빙하 분리는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A74와 같은 크기는 10년에 한 번 정도로 드물게 분리되기 

때문에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성과는 전무했음

-  1971년 이후 거대 분리빙하(calving) 현상이 처음 

나타났으며, 미래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더욱 자주 

발생하리라 예측됨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A74가 더 많은 조각으로 

나뉘어 사라지거나 브런트 빙붕 근처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언급함 

*  남극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 브런트 

빙붕은 두께가 150m에 이르며 수년 동안 거대 균열이 

발생해 A74와 같은 크기의 빙산 분리가 예측되어 왔음

●  근처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독일의 연구 쇄빙선 

폴라스터호는 빙하 분리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빙붕과 

A74 사이 갈라진 500m 폭의 틈새를 항해하며 연구를 

수행함

-  연구원들은 빙붕의 물, 침전물 표본을 채취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해저 생물을 촬영함으로써 수천 년간 수백 미터 

얼음으로 덮여있던 남극 해저에서도 생물이 번식 가능함을 

확인함

●  극지 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음. 이번 연구결과는 생태계와 해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와 과거 발생했던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됨

●  선박 연료유 분석 및 검증 분야의 글로벌 회사인 

MARITEC 社*는 IMO 2020 황 함유량 규제 등과 

더불어 강조되는 선박 연료유의 품질 증진 차원에서 

기존 ISO8217** 표준에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된 

연료유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을 밝힘

*  Maritec Laboratories Pte Ltd: 199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음. 선박 연료유 (Marine fuel) 관련 

검증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선박 평형수

(Ballast water) 성상 검증 및 분석도 시행함. 전 세계 10여 

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 6월, CTI 그룹사에 인수됨

**  ISO8217: 선박 연료유로써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되는 성상(점도, 인화점 등)을 규정한 

국제표준화 기구(ISO) 차원의 기준  

●  MARITEC 社 국제영업팀장인 Willy Ng 씨는 낮은 

품질의 선박 연료유는 주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이는 잠재적으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침을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Maritec 

Enhanced Analysis Package(MEAP) 서비스를 

개발했음을 언급 

-  선박 연료유 종합 검증 프로그램인 MEAP는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기(GC-MS)’ 기법을 통한 

화학 오염물질 확인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향상된 

연료유 분석 서비스를 제공

●  MARITEC 社 사업개발팀장인 John Rendi 씨는 

공급처가 다른 연료유의 혼입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결함 문제에 관해서는 공급처가 책임지지 

않음으로, 선박용 연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운항 중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MARITEC 社, 선박 연료유에 대한 향상된 검증 기술개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3.11)

01

독일 연구선, 남극대륙의 거대 빙산 탐사
(출처 : BBC News, ’21.3.15)

02

▲ 빙붕과 A74 사이를 항해 중인 폴라스터호 위성사진

●  탄소제로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대형 암모니아 선박 관련 

프로젝트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  탄소제로연합이 파악한 프로젝트 건수만 해도 66

건에서 106건으로 급증했고, 범위도 선박 기술, 연료 

생산에서부터 벙커링, 충전 시설까지 다양해짐

*  탄소제로연합: Global Maritime Forum, Friends of 

Ocean Action, World Economic Forum 간의 협력체. 

해운부문의 탄소 배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에 출범

●  이 중 대형 암모니아 선박 실증 프로젝트는 2020년 

10건이 추가되어 총 14건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계약 체결 완료된 프로젝트도 있음

●  대표적으로, 올해 초 세계 최초 암모니아 레디 선박

(ammonia-ready vessel)** 계약이 그리스 선사 

아벤인터내셔널(Avin International LTD)과 중국 

조선업체 뉴타임즈조선(New Times Shipbuilding Co.) 

사이에 체결되어 현재 건조 중. 추가로 두 척이 발주될 

가능성도 있음

**  암모니아 레디 선박(ammonia-ready vessel): 암모니아 

추진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선박

●  암모니아 선박 프로젝트 다수(106건 중 71건)가 

유럽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

-  프로젝트에서 일부 조달한 공적 자금의 대부분이 유럽 

자금이며, 대규모 연료 생산 프로젝트로 꾸준히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

-  한편, 아시아 내 프로젝트도 16건에서 3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는 등 암모니아 관련 프로젝트의 지역적 

분포가 다양해짐

●  메탄올/에탄올 프로젝트도 증가 추세로 메탄올의 

운반과 추진이 동시에 가능한 대형 메탄올 탱크선이 

건조 중임. 반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풍력 추진 선박 

프로젝트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임

암모니아 선박, 프로젝트 증가 추세
(출처 : Offshore Energy, ’21.3.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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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길이 400m 초대형 컨테이너선 ‘MV에버기븐’호가 지난 3월 23

일 현지 시각 오전 7시 40분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함. 사고 직후 예인선 여덟 척이 투입되고 다음 날 동 선박 일부가 

물에 떴으나, 이동은 불가했었음

●  30일 오전 선미 부분 부양에 성공한 뒤 오후 만조 최고 시점에 운하 동쪽 제방에 박혀있던 뱃머리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완전히 부양하였으며, 수에즈 운하의 통행을 재개한 가운데, 운하에서 발이 묶여있던 선박 422척이 

모두 통과하는데 사흘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타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혼란 속에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소비재, 산업재, 상품 등 분야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유럽·미국으로 수출하는 중동 원유 등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길목이기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도 

파급효과를 미침

-  사건 당일 브렌트유가 5%대 급등세를 보였으나 30일 전 거래일 대비 0.96달러(1.48%) 하락한 64.02달러에 마감하는 

등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대형 컨테이너선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출처 : gCaptain, ’21.3.23)

04

●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최대 25.5m 폭의 선박이 통과 가능한 1.7km 길이의 ‘스타드(Stad) 선박 터널’ 건설을 

준비 중임

-  노르웨이 스타드반도 남부 해역인 스타다하베트(Stadhavet) 해안은 연간 100일 이상의 폭풍우 발생으로 인해 선박이 

운항하기에 매우 위험한 해역으로 여겨지며, 제2차 세계대전(1945년) 이후 33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보고됨

-  동 터널을 이용해 위험해역을 우회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나 항해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노르웨이 내에서 터널 건설에 대한 안건은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되었으나, 최적 항로 선정 및 안전성을 위한 다년간의 

연구 이후 2017년부터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출범함

-  터널 건설은 750만 톤에 달하는 암석 폭파과정을 수반하며, 노르웨이 해안부는 올해 교통통신부로부터 터널 건설 

착수허가를 득함

-  전체 공사기간은 3~4년 정도로 약 3,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부지매입 후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2년 착공, 2025~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터널은 선박에 안전한 항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파나마운하와 같은 인기 관광명소로서도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됨

노르웨이, 세계 최초의 선박터널 건설 착수
(출처 : gCaptain, ’21.3.18)

05

▲ 터널건설 위치 및 완공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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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8일, 아시아 지역 내 해적과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 행위 방지 및 진압에 대한 지역적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해적 퇴치 협정(ReCAAP)*의 제15차 심포지엄이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15 years and 

beyond”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됨 

*  ReCC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ReCAAP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해적퇴치를 위한 정부 간 협정으로서 2004년 11월 

11일 채택되고 2006년 9월 4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7일 가입함

●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고 현황과 ReCAAP의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ReCAAP ICS의 이사인 Mr Kuroki 씨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ReCAAP 본연의 역할을 상기하며 해양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힘

-  ReCAAP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해적 퇴치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국가별 전담 연락창구 (Focal Point) 

지정 및 정보공유센터(ISC) 운영, 타 당사국 영해로 도주한 해적/무장 강도 추격 및 체포 협력, 해적과 무장 강도에 대한 

관할권 당사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협력 및 국제협력 등 

ReCAAP, 아시아지역 해적 퇴치를 위한 제15차 심포지엄 개최
(출처 : Sea News, ’21.3.22)

06

▲ 이미지 제공: ReCAAP

●  지난 3월, 국제해운회의소(ICS)*는 국제해양보건연합(IMHA), 국제운수노조연맹(ITF) 및 국제탱커선주협회

(INTERTANKO)와 협력하여 선원의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침서를 

발행했음을 밝힘 

*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1921년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선주의 권익 보호 및 협조를 위하여 

각국 선주 협회들이 설립한 민간기구. 여러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  지침서 발행 목적은 백신 관련 선원의 안전한 접종과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지침서에는 코로나19 전염병 및 

백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됨. 지침서는 백신 접종에 관한 주요 질문사항을 취합하여 Q&A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Question Answer

☞  백신 접종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안정되었다고 판단하

나요? 
약 12일 후부터 백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은 있나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으며 가벼운 발

열 정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55세 미만의 경우는 

드뭅니다. 

☞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나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는 아

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접종 후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ICS, 선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실용 
지침서(초판) 발행
(출처 : Marinelog, ’21.3.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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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크루즈산업을 주축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나, 그간 대형 

선박의 통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음

-  베네치아의 주요 수로 중 하나인 주데카 운하에서는 지난 몇 년간 크루즈 충돌 및 정박지 추돌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음

-  고층 아파트 높이의 크루즈선은 베네치아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관광객으로 주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기도 하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항해 시 만들어지는 파도로 인한 홍수피해, 지반마모 등을 유발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운하 내 대형 크루즈선 금지법안을 제정했으나 3년간 시행 후 철회되었음

●  2021년 3월 31일 개최된 이탈리아 장관회의에서는 석호 외곽에 크루즈 정박지를 건설하고 대형 선박의 석호 

출입을 금지하는 안건을 공식 채택함

-  정박지 건설 전 베네치아 외곽 마르게라 항으로 크루즈선을 포함한 대형 선박을 우회시키도록 하는 임시조치가 함께 

마련되었으며, 이후 공공부처 및 산업계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그간 유네스코는 이탈리아 당국에 베네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결정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 및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탈리아, 대형선박의 베네치아 통행금지안 통과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4.1)

08

▲ 대형 선박의 베네치아 통행금지 시위

●  가와사키중공업이 세계 최초 액화수소 하역 터미널인 ‘고베 LH2 터미널’*에 수소 수송선 ‘스이소프런티어’ 호를 

접안 시험함

-  동 선박은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이와타니산업, 쉘재팬, 일본전원개발(Electric Power Development)이 수소 연료 

촉진을 목표로 결성한 컨소시엄 하이스트라(HySTRA) 소유

*  높은 단열 성능 및 안정성을 검증받은 2,500 입방미터 용적의 구형 액화수소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과 선박 

간 액화수소 운반을 위해 특수 설계된 로딩암(loading arm) 체계를 갖춘 일본 최대 액화수소 하역 터미널

●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일본으로 수송하는 국제 수소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 실증 시험에 동 선박이 

투입됨

-  가와사키중공업은 스이소프런티어 호를 시작으로  수소 수송선을 계속 건조할 계획임

●  일본선급협회(ClassNK)로부터 승인받은 동 선박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수소를 해상운반할 동안 -253°C에서 

800분의 1로 액화 및 대량 수송하기 위해 설계됨. 총 톤수 8,000톤, 디젤-전기 추진기관 탑재, 13.0 노트의 속도로 

운항 가능, 승선 인원은 25명임

‘스이소프런티어’ 호, 고베 LH2 터미널에서 접안 시험
(출처 : Offshore Energy, ’21.3.26)

09

▲ 이미지 : 가와사키그룹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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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4일, 에버 기븐(Ever Given)호의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피해가 발생함

-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물동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교역에 대들보 역할을 하나 전쟁, 국유화 등으로 인해 

1869년 개통 이래 총 6번 폐쇄된 바 있음

-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는 사고 이후 운하와 평행한 위치에 추가로 운하를 신설하거나 기존 운하 확장 계획을 검토 중임

●  이스라엘-UAE 운하 건설 계획

-  2020년부터 이스라엘과 UAE는 홍해 연안의 아일라트 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100조 원 규모의 수에즈 대체 운하 

건설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이로 인한 수에즈 운하 이용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 이집트의 반발이 있었음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  중국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신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으로 이스탄불-런던-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를 취항해 육상 실크로드를 재건 중임

-  철도는 내륙의 승객 및 화물 운송에 중요하지만, 대륙 간 물류 운송량, 가격우위 면에서 해상운송을 넘어설 수 없다는 판단임

●  러시아의 북극항로 추천

-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 사고를 계기로 북극항로 이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북극항로의 연평균 화물 

량을 8천만 톤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임

-  최근 북극 빙하가 녹아 항해위험이 줄고 쇄빙 기능을 

갖춘 상선이 출현함으로써 북극항로 이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 

머스크 社가 항로 이용을 시작(러시아-유럽)했고, 러시 

아의 LNG 수송선박이 2020년 겨울, 쇄빙선 지원 없이 

항해(러시아-중국)에 성공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수에즈 운하가 터키, 남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해역에서의 해상운송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로 인한 대체 항로 필요성 대두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4.12)

10

▲ 이스라엘-UAE 운하계획 / 일대일로 / 러시아 북극항로

●  지난 3월, 선급 및 인증 관리의 국제기관인 DNV*는 해상 태양광발전의 설계, 개발 그리고 운용에 관한 지침

(DNVGL-RP-0584)을 발행함. 지침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며 안전한 해상 태양광발전 설비 운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  DNV(Det Norske Veritas) : 1864년 설립되어 선박 및 에너지 부문의 인증과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3

년 DNV와 GL(Germanischer Lloyd)의 합병 이후 DNV-GL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2021년 3월 1일 자로 다시 DNV

로 사명을 바꿈

●  DNV 에너지 시스템 부문의 대표인 Ditlev Engel 씨는 현재 해상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 증가와 함께 주목받는 기술로 성장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에 발행된 실용적인 지침서가 

안전한 해상 태양광발전 기술 개발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바다, 호수 등 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해상 태양광발전은 수면 위 설치에 따른 냉각 효과로 인해 육상 

태양광발전보다 효율이 10% 가량 높다는 큰 이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장·단점이 있음

●  육상과 비교해 해상은 여타의 간섭이 적어 안정적인 일조량 확보가 가능하고 발전시설이 수면으로 내리쬐는 

직사광선의 흡수를 줄여줌으로써 녹조와 적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다만 육상과 비교하여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가 다소 까다로움

DNV, 세계 최초로 ‘해상 태양광발전’ 설계 및 운용 지침 발행
(출처 : Offshore Energy, ’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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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해사인력 교육기업 씨봇XR(SeaBot XR)이 자율운항선박 인력이 갖춰야 할 기술 및 역량 교육을 목표로 

작업반을 발족함

-  씨봇XR이 이끄는 작업반의 명칭은 ‘the Apprenticeship Trailblazer Group in Autonomous and Remote Vessel 

Operations’이며, 자원탐사 전문기업 ‘푸그로(Fugro)’,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 해양로보틱스 기업 ‘오션인피니티

(Ocean Infinity)’, 선주상호보험조합, 영국 해군이 참여하는 가운데 영국 ‘견습 및 기술 교육기관(the 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 Technical Education)’의 직원도 관여함

●  동 작업반은 완전 또는 부분 자율운항 선박·잠수함의 승선인력을 대상으로 실습 과정을 개발하고자 함

-  중소규모 자율운항선박을 안전하게 항해·제어·관리하기 위한 기본 기술 및 개인 역량을 식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인력 요건을 파악 및 분석하여 직업훈련기준을 정의할 계획임

●  자율운항선박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동 워킹그룹은 실습코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는 전문지식과 특징을 추가할 것이라 밝힘

●  한편, 자율운항선박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율운항선박 승선 인원이 0명 또는 소수라 하더라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임.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을 모니터링·제어하는 사람의 역할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함

자율운항선박 인력 교육 작업반 구성
(출처 : Riviera Maritime Media, ’21.3.18)

12

▲ 이미지 출처: 씨봇XR 홈페이지

●  FIBRESHIP 사업은 유럽의 11개 국가* 및 18개의 선박 관련 국제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료를 활용하는 대형 선박(50m 이상) 건조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2020년 착수하였으며, 총사업비 €11 million(한화 

147억) 중 €9 million는 EU에서 지원함 

*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  FRP (Fibre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를 강화재로 하여 매트릭스를 강화한 복합재료로써, 플라스틱이 지니는 

성형성ㆍ내식성이 있고, 가벼우며 강도가 높아 널리 쓰임. 원가가 저렴한 이점이 있으며, 항공기 부품ㆍ우주 

재료ㆍ골프 클럽ㆍ테니스 라켓 등에 폭넓게 이용됨

●  건조 연구 대상 선박은 상선, 여객선 그리고 특수목적 선박(어업연구선 등)으로 세 가지이며, 연구는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됨. 각 부문의 주요 내용 및 목표는 아래와 같음

연구 부문 연구 목표

· 재료 구성 및 선박 모델링 ☞ 적합한 재료 및 기술 개발

· 국제기준 충족의 설계 기술 ☞ 설계 기술 및 건조 지침 개발

· 운용의 경제성 및 관리 방안 ☞ 선급 규칙 기반의 운항 지침 개발

· 시장을 고려한 사업성 분석 ☞ 손익 분석을 통한 사업 계획 마련

 

●  연구관계자는 FRP 재료를 활용한 선박은 강철로 건조한 선박과 비교하여 화물을 17% 추가 적재할 수 있으며 선박 

중량은 36% 감소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밝힘. 그러나, 대형화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문제가 있는 등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요소가 산재함을 언급함 

FIBRESHIP Project, 선박 건조를 위한 新 재료 사용의 가능성
(출처 : HORIZON The EU Research & Innovation Magazine, ’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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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벙커링 연합체(SEA-LNG)와 영국 선박용 가스연료 조합(SGMF)이 위탁한 독립 연구 결과, 선박 연료용 

LNG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최대 23%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옴

-  동 연구결과는 ‘유정 생산과정’부터 ‘선박 배출’까지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측정치(Well-to-Wake)를 기준으로 

기존 선박연료유와 비교한 것으로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메탄과 선박엔진에서 미연소된 메탄이 일부 방출되는 메탄슬립

(methane slip)도 포함), 동 연구진은 23%라는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해사 분야 기술력이 따라주면 달성 가능하다고 봄

●  동 연구는 2018-2019년 수행했던 연구를 재수행한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추어 수행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소재 주요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의 재검토를 거침

-  동 연구에는 캐터필라 MaK(Caterpillar MaK)와 캐터필라 솔라터빈(Caterpillar Solar Turbines), GE, 만 에너지 

솔루션(MAN Energy Solutions), 롤스로이스 MTU (Rolls Royce (MTU), 핀란드의 바르질라(Wärtsilä), 

윈터투어가스앤디젤(Winterthur Gas & Diesel) 등 조선기자재 제조사 및 엑손모빌(ExxonMobil), 쉘(Shell), 토탈

(Total)이 제공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함

●  동 연구는 LNG가 대기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넘어 IMO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 지음

-  선박연료로서 LNG를 쓸 경우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됨을 재확인함

●  현재, 해운업계 내 탈탄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 및 궁극적으로는 합성천연가스(synthetic 

LNG)로 가는 전환기에 LNG가 주목받고 있음

LNG,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출처 : Offshore Energy, ’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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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 SEA-LNG

●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싱가포르, 

홍콩, UAE가 인도발 입국제한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국제해운회의소(ICS)를 필두로 해운업계가 국제노동 

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 내 명시된 선원 권리가 

저하되는 점과 선원 교대의 어려움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  동 입국제한 조치 국가에 이어 다른 국가도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해운업계의 운송지연 및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됨

●  최근 ILO 내 노사정협의체라 할 수 있는 해사노동협약 

‘특별삼자간위원회’에서 선주, 노동조합, 정부가 선원 

교대 관련 결의서 문구를 놓고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ILO 해사노동협약 특별삼자간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초안에는 선주 및 선원 단체의 요청으로 ‘이 같은 시기에 

해사노동협약 내 기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동 

협약은 무용지물’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음이 알려짐

●  한편, 인도는 동 입국제한 조치 관련, 지난 3월 합의된 

‘선원교대 안전 종합대책’을 들어 ILO에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싱가포르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다른 국가의 인도발 입국제한 조치 시행을 들어 

내린 조치임을 강조함

해운업계, 여행제한 조치 국가에 비판의 목소리 
(출처 : Lloyd’s list, ’21.4.23)

15

●  국제 금융 그룹 Standard Chartered가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하면서, 가맹은행(Member Banks)의 

국제 해운 투자 자산이 1,850억원을 돌파함. 이 

금액은 전 세계 해운 재원의 약 50%를 차지하며, 

기후변화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포세이돈 원칙은 2019년 시작된 금융과 해운업계 간의 

약속으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하여 해운업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해당 원칙은 평가(Assessment), 

신뢰성(Accountability), 이행(Enforcement), 투명성

(Transparancy)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항목 세부 내용

평가
탄소집약도 측정을 기반으로 매년 해운업 재원의 

기후 연계성을 평가

신뢰성
IMO에 의해 인증받은 데이터, 소스 및 서비스만

을 사용

이행
고객과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표준화

된 약정 조항을 포함하여 기후협약 준수도 측정

투명성
해운산업 투자 자산의 기후 점수 및 관련 자료를 

사무국에 매년 보고, 평가 결과 보고서 공개 발표

●  해당 원칙에 서명한 26개의 은행은 IMO가 설정한 

국제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운 활동의 

탄소 배출량 추적, 모니터링 및 저감에 기여하고 있음

-  Standard Chartered의 국제 운송 재무 책임자 

Abhishek Pandey는 “최악의 기후변화 결과를 

억제하고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은 필수적이며, 세계 상거래 자금 조달과 

글로벌 무역을 지원하는 국제 은행으로서 포세이돈 

원칙에 가입하는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부수적인 

노력”이라고 언급함

●  한편, 2020년 12월 15개의 은행이 서명한 포세이돈 

원칙의 첫 번째 보고서가 공개되었으며, 이중 3개 

은행의 해운업계 투자 자산이 유엔의 탈 탄소화 

목표와 일치함

-  투자 자산 평가는 2019년  탈탄소화 목표 대비 해운 

업계의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 투자 자산 1,850억 달러 돌파
(출처 : Offshore Energy , ’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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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9일, 미국 국토안보부(Homeland)는 Adm. Linda L. Fagan 씨를 4성(4-Star) 계급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32번째 부사령관(Vice Commandant)으로 임명함

*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설립됨. 다만, 우리나라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 

조직으로 분류되어 군사적인 무력행사가 가능함

●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상 무역 허가 및 안전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국 해양법 시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방 정부 기관임. 이에, IMO 차원의 다양한 환경 규제의 제정 및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하고 있음 

●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인 Adm. Linda L. Fagan 씨는 1985년 미국의 해안경비대사관학교

(Coast Guard Academy)를 졸업했으며, 해안경비 및 해양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베테랑임

여성 최초의 미국 U.S. Coast Guard 부사령관(4성) 임명
(출처 : SEAPOWER, ’21.4.19)

17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중 해양 조선소 부문에 2천만 

달러가 배정됨

-  미 공화당 대부분은 증세 및 재정지출 부담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통해 

양당 간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음

*  국가예산 관련 법안은 타 법안(100표 중 60표 찬성 시 통과)과 달리 의회 과반수(50표) 동의 시 통과되며,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전 경기부양책도 합의 없이 예산조정권을 통해 통과됨

●  해당 보조금은 ‘소형조선소 보조프로그램’ 형식으로 미국 15개 주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 31곳에 지급되어 조선소 

시설 확충과 선박 수리 종사자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

-  미 교통부 장관은 미국 해양산업 내 소형조선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동 법안이 산업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  각 조선소는 평균 약 63만 달러를 교부받으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스티븐스 토잉(Stevens Towing) 조선소는 최대 규모인 140만 달러를 교부받아 820톤급 선박용 운반장치(Mobile 

Boat Hoist)를 구매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타 조선소는 2천 톤급 건선거(Dry dock) 신설 및 로봇 용접시스템 구입 

등에 보조금을 활용할 예정

미국, 해양 조선소 부문에 보조금 2천만 달러 지급
(출처 : Lloyd’s List, ’21.4.27)

18

▲ 보조금이 책정된 소형조선소(Bollinger 社) 및 선박용 운반장치(Mobile Boat H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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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주협회(World Shipping Council)의 CEO, John Butler는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R&D 연구를 실시하는 국제해사연구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IMRB)의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태도” 라고 지적함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선박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기조치 후보군으로 IMRB 설립을 논의하였으며, 

선박 연료유 급유 시 1톤당 1~2 달러를 부과하여 총 50억 달러의 연구기금을 마련하고자 함

●  여전히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 화물창, 연료 공급 인프라가 부재하며, 직면한 온실가스 

감축 도전과제와 시급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와 범위의 메커니즘 도입이 필수적임

●  한편, 일부 환경 관련 NGO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며 IMO가 IMRB와 탄소세 제도 모두를 고려하고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IMRB 기각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바 있음

-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탄소 및 저탄소 연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  Environmental Defense Fund, Transport & Environment, Pacific Environment, Carbon Market Watch, WWF 

International

●  하지만 국제운송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질서한 개별적 규제가 아닌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따라서 IMRB와 탄소세 제도를 필두로 한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s, MBM)를 일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함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해사연구위원회와 
시장기반조치의 도입
(출처 : Splash, ’21.5.4)

19

●  인도 내 코로나 확진세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산업용 산소를 의료용 산소탱크로 전환하는 등 환자를 위한 산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계적인 선박 해체지인 인도의 알랑 폐선소는 해체작업* 용 산소공급을 위한 25개의 산소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소통 재고가 의료용으로 동원되어 모든 폐선 작업이 중단되었음

-  현재 산소공급 중단으로 용접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내장비, 파이프와 같은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는 일부 

작업만 진행됨

*  선박 해체작업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을 산소를 이용해 절단하고 부산물인 철, 강철을 되파는 작업으로 선박재활용 

산업이라고도 불림

●  선박 해체작업 중단으로 고철공급이 줄면서 세계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인도 선박재활용업체 관계자는 산소 부족이 재활용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나, 산소가 산업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쓰여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함

인도, 코로나로 선박 재활용산업 중단
(출처 : Lloyd’s List, ’21.4.28)

20

▲ 의료용 산소탱크 및 선박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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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6일, 영국의 비영리 해상인권 단체 HRAS(Human Right at Sea)*는 선원 유기에 관한 현황과 법률적 

대처에 대한 실용 지침서를 발행함. 동 지침서는 영국의 법률법인 ReedSmith과 HRAS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며, 

해운산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내용을 구성함

*  영국에 본부를 두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법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선원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해상인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설립 목적임 

●  지침서는 총 23쪽 분량으로 세 부문으로 구성됨. Part A는 ‘유기(Abandonment)’의 정의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유기의 형태에 관해 소개하고, Part B는 선원 유기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법 구체적으로 선원 유기 발생에 따른 

항만국과 기국 차원에서의 적합한 대응 방안을 소개함. 마지막으로 Part C는 선원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 방안 및 

사후 조치 방법 등을 나타냄

●  HRAS 대표인 David Hammond 씨는 작업에 참여해준 법률법인 ReedSmith에 감사를 표하며, 동 지침이 

선원에게 유익한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선원 출신의 ReedSmith 팀장인 Voirrey Blount는 해상인권 

보호는 매우 가치 있는 일로서 지침서 제작 참여에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해상인권 단체(HRAS), 해상 유기에 관한 실용 지침서 발행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4.27)

21

●  9개 국가에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제적인 

법률 전문 서비스 회사인 Ince 社*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선원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Sing for Seafarers’ 

캠페인을 기획함

*  설립된 지 150년이 지났으며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률 및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약 400

명의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부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Sing for Seafarers’ 캠페인은 노래 작곡을 통해 6월 

25일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며, 제작에는 프로듀서 

George Shilling과 영화감독 Athena Xenidu가 

참여할 예정임. 발매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  

●  Ince 社측은 캠페인 취지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육·해상 물류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 

더욱 강조되며, 특히 해상운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선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캠페인을 기획하였다고 밝힘

-  캠페인 참여는 홈페이지(https://www.incegd.com/

en/singforseafarers)를 통해 가능 

Ince 社, 선원 인식 제고를 위한 ‘Sing for Seafarers’ 캠페인 전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5.5)

22

●  2021년 4월 1일 국제해사기구(IMO)와 독일 연방환경 

자원보호핵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of 

Germany, BMU)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운분야 온실가스(GHG)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 개발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함

-  독일은 BMU의 국제기후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IKI)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며, IMO는 동아시아 환경관리 파트너십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이행할 예정

●  IMO 파트너십 및 프로젝트 부서장, Jose Matheickal

은 전 세계 오염물질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이 미래의 저탄소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임

●  IMO는 프로젝트와 지역 및 국가 이해관계자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해당 제안서의 개발에 정부와 

다양한 산업계를 참여시켰으며, 주요 파트너 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와 협력하고, 지식 파트너 국가(일본, 한국, 

싱가포르)를 초청할 예정임

●  제안서 개발에는 포괄적인 기술·재원·경제 분석 

외에도 GHG 배출 기준 평가, 국가 역량 강화 및 지식 

관리 분야의 식별과 더불어 저탄소 선박, 항만 및 내륙 

운송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도 

포함됨

●  아시아 해운 분야 GHG 배출 저감 프로젝트는 IMO 

GHG 감축 초기 전략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에너지효율 개선, 

최적화된 프로세스 및 혁신 기술을 통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내항선 및 내륙 운송에서 발생하는 

GHG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함 

IMO-독일, 아시아 해운 분야 GHG 배출 저감 프로젝트 개발 착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 ’21.5.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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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도 코로나 감염 건수가 하루 4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일부 항만에서는 인도 선원뿐만 아니라 인도 경유 

선원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음

-  전 세계 150만 명의 선원 중 상당수가 인도 국적 선원이며, 이러한 입국 제한조치는 선원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제선원관련단체*는 인도의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선원 및 가족지원을 위해 총 백만 달러의 

선원국제구호기금(SIRF, Seafarers International Relief Fund)을 설립하고 해운업계의 지지를 호소함

-  SIRF 지원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인도 내 상황 및 지원범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 

-  선박등록업체 IRI社, 해운회사 MSC社, 물류회사 V.Group社 등 다수의 해운업체가 기금지원을 약속했으며, 기금지원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연말 발행 예정

*  동 기금은 선원자선단체(The Seafarers' Charity)에서 관리·감독하며, 추후 성공회 선원센터(The Mission to Seafarers),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 등의 기구를 통해 지원될 예정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산업계 주도의 비상기금 설립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동 기금이 선원지원에 대한 

핵심 메시지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인도 선원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설립
(출처 : Lloyd’s List,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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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나이지리아가 발족한 ‘딥블루프로젝트(Deep Blue Project)’* 관련, 해운업 

및 해상보안업계 내 회의적 목소리가 나옴

-  유럽 컨설팅업체 ‘리스크 인텔리전스(Risk Intelligence)’ 소속 수석연구원은 한 웨비나에서 ‘동 프로젝트는 고무적이나, 

해적 저지·체포·구속 집행을 위한 물리적·법적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  최근 기니만 해적 활동이 잠깐 주춤했으나, 이는 우기(雨期)가 시작됨에 따라 범죄활동이 해상보다 육지로 상대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함

*  해적퇴치 지휘센터 신설, 인력 충원, 순찰선 및 순찰기 보강을 골자로 한 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5월 21일 발족함

●  동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해양행정안전청(NIMASA)이 주관하나, 무기 소지 및 현장 체포를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해군이 관여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해적 퇴치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감시 목적도 있기에, 동 프로젝트 효과가 

단시간 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리스크 인텔리전스는 전망함

●  한편,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해사안전협의체인 ‘야운데 역내공조센터 (Interregional Coordination Centre 

Yaound′e)’*는 최근 새로운 해적퇴치 프레임워크인 ‘기니만해사공조포럼 (Gulf of Guinea Maritime Collaboration 

Forum)’ 신설을 발표함

-  동 포럼에서 기니만 연안국이 해적 소탕 작전을 위해 역내 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국 주권을 논리로 반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해적보다 불법어업활동, 마약·연료·상아·

농산물 밀수 등이 더 심각한 해상 범죄라는 지적도 있음

*  2013년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26개국이 ‘야운데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서아프리카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소탕작전 등 공동대응을 선언함

해적퇴치 ‘딥블루프로젝트’ 효과, 장기간 걸릴 것으로
(출처 : Lloyd’s List, ’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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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수에즈 운하관리청장은 지난 5월 11일 수에즈 

운하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함

●  운하 남쪽 입구에서 운하 중간의 그레이트 비터(Great 

Bitter) 호까지 30km 구간의 물길 폭을 40m 더 

넓히고 깊이를 기존 66피트(약 20m)에서 72피트(약 

22m)로 더 깊게 파기로 결정함. 공사 기간은 24개월 

예정이며, 2015년 개통한 수에즈 운하 제2수로도 5

해리 확장할 계획임

●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주 외화 수익원으로 이번 

에버기븐호 좌초사고로 인한 총 손실액이 9억 1,600

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 이용 국가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중임. 이러한 배경으로 동 계획을 

통해 수에즈 운하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이집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20년 한 해 동안 수에즈 운하를 통항한 선박은 총 

18,829척(하루 평균 40~50척), 매출액 56억 달러

-  이에 반해, 아시아-유럽 항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시아의 북해 항로는 수에즈 운하보다 항해하기 

까다롭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음. 희망봉 항로도 

대안이나 수에즈 운하에 비해 항해기간이 15일 더 

걸리고 그만큼 연료 소비도 더 큼

이집트, 수에즈 운하 확장 계획 발표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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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EC)*는 추진 중인 “EU Green Deal” 

프로젝트를 통해 항만도시(Port City)의 운용이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언급하며, 항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함 

*  195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위원 

회라고 지칭함. 유럽 연합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로 

임명(5년 임기)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 

유럽 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음

●  EU Green Deal 프로젝트는 2019년 유럽 연합(EU)

이 승인한 유럽 차원의 탄소 저감 정책으로 에너지, 

건설, 수송 등의 다양한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탄소 중립이란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

제거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  선박 기인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친환경에너지, 무탄소 연료 사용 등에 항만 당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강조함.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항만*에 중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된 점은 해당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

*  상하이, 싱가포르, 선전, 닝보, 광저우, 부산, 홍콩, 

청도, 텐진, 두바이 (출처: World Shipping Council)

EU Green Deal - 항만이 해운 부문 탄소배출 저감의 핵심
(출처 : BRINK , ’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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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uropen Commission 홈페이지 

●  항구 도시는 해사 분야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다음의 필수적이고 간과된 조치를 통해 세계 경제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항구 도시의 탈탄소화 조치

선박, 도시, 산업 클러스터에 청정 재생에너지 제공 지원선박을 통해 항구 접근 선박에 청정 전력 공급

연료유 → 액화 천연가스 전환 촉진 인프라 제공 수소, 바이오가스, 탄소 포집 및 저장 인프라 투자

청정 운송 채택 가속화를 위한 ‘녹색 항구 의무’ 적용 및 인센티

브 부과

항구 도시의 최첨단 디지털 플랫폼 이용한 운송 및 항구 운영 

최적화 등

●  2005년 3조 달러에 달하는 항구 도시 기반시설이 기후 변화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2050

년까지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사 분야의 보다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중 7개가 위치하여 해운의 탄소 배출량 저감의 대상이 되는 중국과 아시아의 

항만은 기후 변화를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전략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한편, EU Green Deal은 EU 항구 도시의 배출 저감 목표를 90%로 설정하고, 미래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신규 조치를 포괄함

●  최근 많은 항구 도시들은 해사 분야의 공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초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순 탄소 제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음

-  유럽 최대 항구 로테르담은 100개 이상의 기업과 사회단체가 참여한 “로테르담 기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협정은 지속 가능한 항구 도시를 위한 50개의 조치를 포함

-  2018년 6월, 요코하마 항과 유럽 및 북미 여러 주요 항구가 발표한 세계항만기후행동프로그램(World Ports 

Climate Action Program, WPCAP)은 선박, 항만 및 터미널의 효율성 향상, 친환경 육상 전력 개발, 대체 연료 

사용 촉진, 화물 장비의 탄소 발자국 저감 등의 행동 의제를 채택함

●  항구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정책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해운, 항구 주변 시설, 내륙 운송 부문 

등 물리적으로 인접한 영역을 연계한 협력으로 상승효과 및 상호보완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함

항구 도시와 항만, 해사 분야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출처 : BRINK , ’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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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국경봉쇄와 항공편 축소 등의 제한조치로 선박을 이용한 국제적 마약 유통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남미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심각한 수준임. 유엔마약범죄예방기구(UNODC)*는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 축소가 남미의 해상을 통한 코카인밀매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함

*  1997년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 초국적 조직범죄, 국제부패에 대한 범국가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UN 산하 기구 

-  ’20년 11월 브라질 해군이 산적화물선 ‘Unispirit’ 호에서 코카인 1.5t을 압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 선박에서 

1.2t의 코카인이 적발됨

-  ’21년 3월 프랑스 해군은 기니만 수역 선박에서 코카인 6t을 압수했으며, 같은 해 4월 그리스 해군이 브라질 기항 

산적화물선에서 46kg 이상의 코카인을 적발 및 선원 23명을 구속함

●  화물선 창고, 선체 밑이나 심지어 파인애플 심지, 신체 내부에 마약을 은닉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하며, 항만 내 

수많은 물동량과 자동화된 화물작업 환경 속에서 단속 활동에 제한이 있음. 또한, 마약을 적발해도 여러 항구를 

기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마약 원산지나 운반책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21년부터 선주보험(P&I)*은 선박이 마약 운반책을 이용하여 사용됨을 인지했음에도 선주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보장을 중단하고 있으며, 선박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주의 감시와 책임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해상운송에서 선주 간 손해를 상호 간에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인명, 선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

코로나 상황 속 해상 마약밀매 만연
(출처 : Lloyd’s List, ’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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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는 북극이 지구 평균 대비 3배 빠른 온난화와 위험한 

환경오염 물질의 지속적인 공세에 봉착해 있음을 경고함

-  특히, 블랙카본은 인간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빙하를 착색 및 오염시켜 북극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대기 중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먹이사슬에 축적되어 야생 동물 및 인체 건강을 위협함

*  북극의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 창설한 정부 간 기구(북극권 8

개국 및 북극 원주민 6개 단체)로, 격년의 장관급 회의와 6개의 전문가 실무 그룹으로 구성됨 

●  이사회 산하 북극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AMAP)에 

따르면, 북극의 온난화로 블랙카본과 기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탄소배출의 최대 5%를 차지함

-  북극의 온난화는 식물의 수분 증발 및 지표면 건조를 유발하고, 건조해진 지표면은 공기를 위로 이동시켜 번개와 

뇌우를 생성하여 툰드라와 아한대의 산불을 발생시킴

●  또한, 북극 온난화의 중심인 스발바르 제도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블랙카본이 북극 빙하 붕괴 원인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스발바르 제도의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날씨, 폭설 및 빙하는 기후변화의 발자국을 

현시하고 있음

●  하지만 4백만 북극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 유지를 위해서는 식량 안보, 보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북극의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북극이사회, 북극의 대기오염, 보건 및 기후변화에 우려 표명 
(출처 : Inside Climate News , ’21.5.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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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영국 플리머스(Plymouth) 대학교 연구팀은 국제적 환경저널인 Environmental Pollution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북대서양 지역으로부터의 선박 기인 부양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가 파악되면서 

주목받고 있음

*  AndrewTurner, TraceyWilliams and TomPitchford(2021, 4), Environmental Pollution: Transport, weathering 

and pollution of plastic from container losses at sea: Observations from a spillage of inkjet cartridges in the 

North Atlantic Ocean, Vol. 284 

●  연구팀은 ’14년 북대서양 뉴욕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기반으로 유실된 

화물 중 잉크 카트리지의 이동 경로(약 1,500km)를 추적하여 부양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에 따라 

북대서양부터 노르웨이 북부의 해역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조사함

●  대부분의 선박 기인 컨테이너 유실 사고의 화물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음. 화물의 중량에 따라 바다에 침전되기도 

하지만 부양성 쓰레기의 경우는 해류에 의해 이동하며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발현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 

추적 연구를 통한 국제적인 이동 경로의 파악은 해양 플라스틱 감축 조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 플라스틱 감축 관련, 2018년 개최된 IMO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를 

통해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감축 조치 계획(Action Plan)을 결의서로써 채택한 바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의 근본적 

원인 파악 및 감축 조치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결과 공유를 회원국에 독려함

●  2021년 5월 5일~14일에 개최된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는 지난 1년간 급증한 해상 컨테이너 분실사고와 

조치에 대해 논의함

●  해상 컨테이너 유실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악천후, 컨테이너 과적 등으로 인해 발생함

-  악천후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어렵고 컨테이너 선박 구조상 항해실(Bridge)에서의 가시성이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는 컨테이너의 유실량과 시점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태평양에서 지난 3달 동안 약 3,500개의 컨테이너가 유실됨. ‘One Apus’ 호는 ’20년 11월 30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악천후를 만나 1,800여 개의 컨테이너를 분실하였으며 선박복구 후 재운항까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  유실 컨테이너 중 일부는 식별이 어렵고 해상에 부유하여 항행하는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음. 또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에 함유된 플라스틱은 해양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특히, 독성물질이 포함된 화물은 상당한 인명 

위험을 내포함

●  IMO는 유실 컨테이너를 방지하고 컨테이너 수송의 안전성 회복을 위해 향후 2년간 관련 조치를 논의·개발하기로 

합의함

-  현재 컨테이너 유실 사고 특성에 맞는 보고체계가 전무해 SOLAS 규정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 보고이행에 어려움이 

상존함

-  상기 논의를 통해 해상에서 유실된 컨테이너를 감지 및 보고하는 시스템을 개발·규정화함으로써 유실 컨테이너의 

위치식별, 추적 및 복구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해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동(뉴욕→노르웨이) 
경로 추적
(출처 : The Conversation, ’21.5.12)

31

유실 컨테이너 방지를 위한 IMO 초기조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5.24)

32

▲ 선박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동 ▲ ONE APUS호 컨테이너 유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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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군소도서국과 최저개발국뿐 아니라 기국, 연안국, 산업계 등 해사 전 분야를 대변하는 국가로서 IMO 내 

회원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사 분야의 효율성 및 전 세계의 경제번영을 주도하겠다며, 자국의 IMO B그룹 

이사국 연속 진출에 대한 정당성과 강한 의지를 피력함

-  호주는 도서국이자 세계 최대 화주국으로서, 자국 교역량의 98%(연간 물동량 14억 톤)를 해상운송에 의지함

-  올해 12월 6~15일에 있을 제32차 IMO 총회에서 이사국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국으로 선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함

※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기구의 사업, 인사, 예산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모두 40개 국가로 구성됨

●  한편, IMO 창립 회원국인 호주는 현재 IMO 조직 개편과 IMO 내 협약이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Michael Kinley 호주 해사안전청장은 동 기사의 인터뷰에서 “IMO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해사 분야에서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IMO가 균형있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기구로 도약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함

-  또한, 인터뷰에서 ‘해양 환경 보호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사 분야를 위해 호주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오는 6월 10~17일 개최될 제76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6)에서 자국이 공동 제출한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방안’ 관련 동 위원회의 채택을 기대한다고 말함

※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해서는 기존 PSC 체제의 조화로운 이행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국이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함

●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암모니아 생산공정의 그린 전환 프로젝트가 착수되어 해당 원료인 그린 수소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동 공정에는 상당한 비용과 프로세스가 요구됨

-  질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농업, 제조업, 해운업 등에 활용되며, 원료인 수소의 생산 방법에 따라  

‘그레이 암모니아’와 ‘그린 암모니아’로 구분됨 

-  ‘그레이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개질한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며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린 

암모니아’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분해한 ‘그린 수소’를 사용하며 큰 비용이 들지만 친환경적임 

●  현재 산업계는 친환경의 큰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지가 부족하지만, 재생에너지 도입 인센티브와 기후 친화적인 

솔루션이 요구될수록 관련 개발, 수요 및 의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국제해사기구(IMO)가 화석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해운업계의 화석연료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 따르면 암모니아 사용량이 현재에서 2030년까지 7%, 2050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U의 비료 제조업체 연합, Fertilizers Europe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풍부한 수소를 

제공하는 것이 그린 암모니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강조함

호주, 국제해사기구(IMO) B그룹 이사국 선거에 출사표
(출처 : Lloyd’s List, ’21.5.26)

33

재생에너지 기반 암모니아의 강점과 완전한 그린 전환의 
비용적 한계
(출처 : S&P Global, ’21.5.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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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Abu Dhabi) 항만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의 사용을 위해 연간 4만 톤의 

수소를 활용하여 20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칼리파 산업 단지(Khalifa Industial Zone)에 구축할 

계획을 밝힘. 또한, 암모니아 생산 설비 운용에 필요한 전력은 인근에 건설 예정인 800㎿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로부터 공급될 예정

*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써 수소가스와 질소가스를 원료로 고온(40~650도), 고압(200~400기압)에서 

합성하는 ‘하버·보쉬공법(Haber-Bosch process)’이 주로 사용됨

●  칼리파 산업 단지의 건설 책임자인 Abdullah Al Hameli는 “칼리파 항만(Khalifa Port)이 인접한 산업 단지에 

암모니아 생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선박을 통한 암모니아 연료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해질 것”이며, “태양광 발전 

등의 친환경 설비 건설을 통해 연간 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
2
)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힘

●  친환경 항만으로 구축될 예정인 칼리파 산업 단지(Khalifa Industial Zone)는 항만을 통한 육·해상 수송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아부다비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지난 5월 28일 오전 수에즈 운하를 남하(Southbound)하는 호송선단에서 5번째 순서로 통행하던 ‘머스크 

에메랄드(Maersk Emerald)’호가 엔진 이상으로 좌초됨

-  싱가포르 국적선 머스크 에메랄드호는 길이 366m, 13,092TEU*로 일전에 운하 내 좌초한 에버 기븐(400m, 

20,100TEU)호 보다 약간 작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으로 모로코에서 출항, 수에즈 운하를 통해 오만으로 향하던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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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짐.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임

●  ’21년 3월에 발생한 에버 기븐호 사고와는 달리, 에메랄드호는 짧은 시간 운하 중간에 멈춰있다가 예인선 네척을 

이용 운하 확장공사로 신설된 항행로로 우회해 선박 통행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음

-  선박은 수에즈 운하 내 그레이트 비터(Great Bitter) 호수에 정박해 자체적으로 결함 수리를 마쳤으며 28일 17시경 

항해를 재개함

●  수에즈 운하당국(SCA, The Suez Canal Authority)은 이번 사고가 에버 기븐호사고를 환기했으나 운하의 충분한 

상황처리능력과 추가적인 교통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언급함

-  수에즈 운하당국은 에버 기븐호 사건의 여파로, 운하 남부지역의 양방향 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준설 작업에 

착수함

-  한편, 에버 기븐호는 이집트 당국, 선주 및 보험사 간 길어지는 보상 논쟁으로 사고 이후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억류하고 있음

아부다비, 연간 20만 톤 양의 암모니아 생산 설비 구축 발표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5.25)

35

수에즈 운하에서 재발한 좌초사고, 큰 피해 없어
(출처 : gCaptain, ’21.5.28)

36

▲ 아부다비, 칼리파(Khalifa) 항만

▲ 수에즈(Suez)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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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탄소세 도입이 기존 연료와 친환경 대체 연료 간의 비용 격차를 완화하여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를 독려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박 화석 연료에 톤당 150달러의 탄소세 부과를 요구함

-  머스크의 CEO, Soren Skou는 탄소세 부과는 친환경 연료의 경쟁력 평준화를 위한 시장 기반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계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탄소 중립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머스크는 IMO가 2025년까지 산업계의 탄소세 부과를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탄소세는 향후 톤 당 약 50

달러에서 시작하여 최소 15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업계 2위인 MSC는 여러 글로벌 선사들과 함께 국제해사연구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IMRB)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글로벌 R&D 기금과 탄소세 도입을 지지함

-  MSC의 CEO, Soren Toft는 산업계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장기적 솔루션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연료와 혁신 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R&D 기금은 UN과 IMO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함

-  ’20년 11월 개최된 IMO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IMRB를 설립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IMRB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IMO 해사연구기금 (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Fund, IMRF) 설립이 제안됨 

●  ’21년 6월 3일, MSC는 17인의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 WSC) 회원사 CEO와 함께 IMRB 

제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하였으며, IMO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지난 5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싱가포르 기국의 컨테이너 선박 

X-Press호에 화재가 발생하여 플라스틱 및 환경 오염물질을 포함한 다량의 화물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 발생

-  발생한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선박이 조금씩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선적된 화물이 바다에 유출되고 해류에 따라 

스리랑카 인근 해안으로 떠밀려오면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침. 특히 선박에 실려있던 많은 플라스틱 조각(Pellet)이 

해안을 뒤덮으면서 이로 인해 다수 해양생물이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 

●  네덜란드 Utrecht 대학에서 해양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Delphine Lobelle 연구원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중 

플라스틱 펠릿(Pellet)은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지만, 이것이 해양에 버려진다면 최악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펠릿은 쌀알만 한 크기로 새나 물고기가 음식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죽는 

경우가 많음

●  컨테이너 선박이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된 다양한 화물을 컨테이너 형태로 운송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선박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의 복구와 사고 책임에 대한 현안이 

남아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힘

글로벌 대표 선사 머스크와 MSC, IMO 탄소세 도입 및 
R&D 기금 마련 촉구
(출처 : gCaptain, ’21.6.2/ ’21.6.4)

37

컨테이너선(X-Press호) 화재 사고에 따른 해양 플라스틱 
유출 오염 심각
(출처 : gCaptain, ’21.6.7)

38

▲ X-Press호(6/2)와 유출되어 떠밀려온 플라스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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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7일 EU-ETS* 내 해운 분야를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힘

-  일본 오쓰보 신이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유럽위원회(EC) 고위 간부에 해당 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함

*  EU-ETS :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범위 내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제도. 지난 ’20년 9월 EC는 유럽항구에 입·출항하는 5,000t 이상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22년부터 EU-ETS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일본 정부는 서신에서 EU-ETS 내 해운분야 편입에 대한 여러 한계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과 

관련 기술투자를 저해하는 등 해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함

-  특히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운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 공동체 합의에 

반한 일방적 행동이 IMO 규제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와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한편, EU 결정은 추가 비용 발생 부담을 이유로 해운업계의 비난을 받았으며, 일본도 지난 ’20년 11월과 ’21년 2

월 두 차례 유감을 표한 바 있음

-  EU-ETS에 EU 범위 외 국제항해에 따른 배출가스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나라(그리스, 몰타 등)도 있었으나, EU 

해운업계는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고유 담당 권한임을 강조함

-  현 상황에서 관련한 IMO 규제안이 확정된 바는 없으나 규제 강도와 범위에 따라 EU-ETS를 대신하거나, EU-ETS와 

호환 가능할 것으로 사려됨

●  지난 6월 7일 캐나다 도선사협회(CMPA)*는 캐나다 전 지역 항만의 안전한 도선(Pilotage)에 요구되는 기술 

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 센터 설립을 결정했음을 밝힘. 센터는 도선과 관계된 이해 

관계자(선주, 당국 등)에게 기술적 측면의 주요 현안 및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예정

*  캐나다 도선사협회(CMPA, the Canadian Marine Pilot’s Association) : 해상 안전에서 도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기관임. 도선사 대표로 구성된 별도 

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은 Capt. Simon Pelletier 씨가 맡고 있음

●  캐나다 도선사협회 회장인 Capt. Simon Pelletier 씨는 캐나다 당국이 항만에서의 선박 사고 방지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도선에 관한 인신 증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상 안전에 이바지할 것임을 밝힘 

-  도선이란 항만·운하·강 등의 일정한 구역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톤 수 이상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춰야 도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센터 관리위원회(Managing Committee)는 캐나다 전역의 도선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으로 선임된 

Capt. Alais Arseneault 씨는 도선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해 관계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을 밝힘

일본 정부, EU-ETS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
(출처 : Argus Media, ’21.6.7)

39

캐나다 도선사협회(CMPA), 도선사 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 센터 설립 
(출처 : CISION News, ’21.6.7)

40

▲ 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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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혼잡 및 폐쇄로 인한 지연: 선박 정시 도착률 감소와 평균 지연 증가는 2020년에 이어 계속되었으며. 올해 4

월 회복세가 관찰되었으나, 전반적인 해운 성능은 10년간 최저 수치임

-  6월 초 세계 4번째 규모인 중국 선전 항구의 옌텐 국제터미널이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항구 혼잡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제 해운의 추가 지연 발생 가능성을 시사

●  해운 관계자는 COVID-19 발생 이후 발주하여 2023년 운항 예정인 많은 신조선과 국제 해상화물 선복량 증가는 

운임 하락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해운 동맹을 통해 선복량 관리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화물 운임이 감염증 발생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다국적 금융 그룹 ING는 국제해운 운임이 2020년 가을 이후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주요 무역로를 따라 운임이 

급등하여 작년의 3배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국제 해상화물 운임 인상의 다섯 가지 요인을 지목함

●  글로벌 생산 및 수요 불균형: COVID-19 감염증 확산 초기에는 주요 무역로 운송량 감소와 빈 컨테이너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진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글로벌 무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해상화물 선적 경쟁이 

심화됨

●  해상 운송 대체 수단 부재: 항공 또는 기차를 통한 운송은 비용 및 적재량 문제로 해상 운송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최근 저가 제품 운송 업체들은 5~20% 이상의 운임 인상을 경험함

●  COVID-19 전후 국가 간 불균형적 선복량 회복: 국가 간 선복량이 불균형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빈 컨테이너 

운송이 발생하여 운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항해 취소 감소: 전 세계 주요 해운 노선의 선복량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2021년 1분기 예정된 

선복량의 10%가 취소되었고, 2분기는 평균 4%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 해상화물 운임 인상의 다섯 가지 요인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6.9)

41

▲ 연간 운임 지수 (China Ministry of Transport, Harper Petersen & Co. and Baltic Exchange via Macrobond, ING)

▲ 유럽, 북미, 아시아 노선 총 선복량(eeSea, ING)

▲ Sea-Intelligence,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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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선원송환이 어려워지면서 선원유기 보고사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선원유기 공동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코로나 발발 이후 ’21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11건의 유기사례가 보고됨

(2004년 이후 보고 건수 총 509건)

-  일부 사건은 법적 문제와 결부되어 선박이 유기된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선원은 

어떤 도움도 없이 방치되는 경향이 있음

-  일례로, 33세의 선원이 아만(Aman) 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4년간의 열악한 선상생활 끝에 국제운송 

노동조합(ITF)의 도움으로 모국 시리아로 귀국한 사례가 있음

*  선원의 유기, 상해 및 사망과 관련하여 책임·보상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IMO(국제해사기구) 및 ILO(국제노동기구)

가 2004년 이후 선원유기 데이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선원유기는 선원에게 송환 비용 또는 최소 2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선박 유지·지원 없이 선원을 

방치한 경우 발생함

-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르면, 선박 기국은 선원을 위한 재정안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원송환 및 

필수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하지만 선주와 보험사의 보험 지속기간 및 적용 범위가 제한적(최대 4개월의 미지급 급여 지원)이라 유기된 선원들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제운송노동조합(ITF) 측은 실제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 공식보고 건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선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선원유기에 대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또한, 유기사건 발생 시 선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송환을 촉진하기 위한 항만국, 기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강조함 

●  M7(Maritime 7)*이 50억 달러 규모의 탈 탄소 연구기금 조성 의지를 표명한 한편, 각국 정부의 지원을 촉구함

*  6월 12~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국가(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및 대한민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해운단체들로 구성됨

●  전 세계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운업은 주요 탄소배출 원인으로 지적받아왔음. 국제해사기구(IMO) 연구에 

따르면, 해운업에서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9억 4천만 톤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가 해운 

활동에 기인함

-  해운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이 독자적으로 9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탈 탄소 센터 설립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 중이나, 그 외 국가 및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 기금 조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음

●  현재와 같은 속도로 탄소저감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운업 탄소배출량은 2050년까지 최소 50%, 최대 250% 

증가하여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서에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녹색혁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탄소배출량 저감, 지구 기온 상승 폭 1.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절반으로 감축, 기후기금 확대 및 개선 등을 통해 2050년까지는 실질 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감

-  위 공동성명서 발표 직후, M7이 동 연구개발 기금 관련 각국 정부의 지원을 촉구함

●  한편, IMO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을 채택,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잡음. 세계 23대 해운 기업 및 단체는 ‘대체연료로서의 암모니아 공동연구’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 및 암모니아 글로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하기로 함

코로나 상황 하 선원유기 발생 건수 증가 
(출처 : Lloyd’s List, ’21.6.10)

42

M7(주요 국가 해운단체 모임), 탈탄소 연구개발 기금 조성 앞장서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6.14)

43

▲ 선원유기 보고사례 중 미해결 건(파나마 17건, 토고 10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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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빅항이 올해 3월에 메탄올을 연료전지로 한 육상 항로표지를 설치함. 동 설치는 디지털화를 

통한 해운길(shipping fairway)* 안전 및 효율성 제고 목적의 ‘EU 인텔리전트 씨(the EU Intelligent Sea)’ 

프로젝트** 내 시범사업의 일환임.

-  동 프로젝트에 스웨덴 노르빅항과 핀란드 나안탈리(Naantali) 항만이 참여하였으며, 핀란드 기업 아르티카(Artica)가 

노르빅항에 설치된 동 항로표지 4개를 모두 제작함

-  동 항로표지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함

*  안정항해가 가능한 해로

** ‘the Connecting Europe Facility’라는 명칭의 EU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시행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임

●  동 항로표지 시범 가동의 핵심은 배터리임. 태양광 연료전지와 연결되어 있어 재충전이 가능한 동 항로표지는 영국 

및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연중 가동이 가능하나, 겨울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은 노르딕 국가(Nordic Countries)* 

에서는 태양광만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관계로 메탄올 연료전지를 보조 배터리로 사용함

-  그간 메탄올 연료전지는 원격지에 위치한 통신시설이나 기상관측소, 또는 개인 소유의 배나 이동식 주거시설에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된 반면, 해상에서는 바닷물로 인한 부식 현상 때문에 활용된 사례가 별로 없었음. 

하지만 노르빅항에서 시험 가동하는 항로표지는 부식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필터를 장착한 환기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음

*  북유럽이사회의 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5개국 및 그 자치령을 지칭

●  6월 14일 DNV 선급협회는 점차 복잡해지는 선박의 건조, 해상안전 및 환경 보호 등 국제 규정(SOLAS, MARPOL 등) 

준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박별 또는 선대별 조치가 직면한 국제 규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선박 운항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계획 관리 프로그램인 “Compliance Planner”을 출시함

●  DNV Maritime의 CEO인 Knut Ørbeck-Nilssen은 선박의 효율적 운항을 위해 선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관련 국제 규제에 대비하고 대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Compliance 

Planner” 프로그램 출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이며 상징적인 개발이라고 밝힘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증대 등 선박에 대한 다양한 환경규제 등이 개발되면서 규제 준수 및 대응이 더욱 복잡해짐. 

선박 건조일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제 규제가 더욱 다양화되면서 선주로서는 복잡한 규제의 적시 대응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DNV Maritime의 Regulatory Affairs 부문 담당자는 선급에서 “Compliance Planner” 프로그램과 같은 통합 

적인 선박별 규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은 처음이며, 이는 단순히 규제 현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구되는 규제 대응에 관해 선급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일종의 채널 역할도 가능함을 강조함

스톡홀름 노르빅(Norvik)항, 메탄올 연료전지 항로표지 시험가동
(출처 : the ShipInsight, ’21.6.18)

44

DNV, 선박별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Compliance Planner” 출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6.15)

45

▲ DNV Compliance Planner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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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HHI)은 자율운항선박(MASS) 전문 사내벤처 회사인 아비커스(Avikus)의 개발 시스템을 탑재한 12

인승 크루즈 선박의 자율항행 시연에 성공함

-  동 선박 내 탑재된 지능형 네비게이션 보조 시스템(HiNAS)은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증강 현실(AR) 및 지능형 정박 

보조 시스템인 하이나스(HiBAS)를 기반으로 충돌 위험이 있는 경로를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빛을 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기반의 센서(LiDAR)와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여 장애물, 기타 예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음

●  동 크루즈 선은 관제 센터에서 통신사 KT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관제탑의 운영자들은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아비커스(Avikus)는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R&D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여객선과 화물선 포함 모든 유형의 

선박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기술에 의존하는 대형 상선의 

세계 최초 해양 횡단 항해를 계획하고 있음

●  한편, 현대중공업은 2021년 4월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HiCAMS)을 개발한 바 있음

●  2019년 EU-MRV* 자료를 기반으로 한 미국선급협회(ABS)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IMO 탄소집약도 

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의 규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선 92%, 산적화물선 86%, 

유조선 74%, 가스선 80% 및 LNG선 59%가 운항적 개선이 필요함

*  EU-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유럽 연합에서는 2015년 4월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여, 2018년 1월부터 EU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톤(GT) 초과 선박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ABS의 Georgios Plevrakis는 향후 EEXI 규제보다 CII 규제가 선박 시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용선 

및 금융 업체, 규제 기관이 선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함

구분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개념 1톤 화물, 1마일 운반 시, 배출 CO2 질량(g) 연간 총 운항량에 대해 배출된 총 CO2 질량의 비율

규제 단계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치 달성 매년 연간 감축률 기준, A-E 등급 부여

조치 목표치 미달성 시, 운항 전면금지 D, E 등급 선박, 시정조치 개발하여 기간 내 개선

-  시장 기반 조치를 지지하고 포세이돈 원칙에 동참한 기업들은, 규제에 따라 선박 투자 가용성이 극도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의 현재 및 예상 CII 등급을 선박 구매 또는 융자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  CII 규제에서 A와 B 등급을 부여받은 선박은 시장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D와 E 등급의 선박은 C 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포함한 에너지효율관리계획(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함

●  IMO 탈탄소화 목표 준수를 위한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해운산업계에서 선주와 용선자는 선박의 운항 효율을 

입증하고, 조선소는 표준 설계를 개선하여 고성능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향후 해운 고객은 CII 등급을 지표로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현대중공업(HHI), 12인승 크루즈 선 자율 항행 시연에 성공
(출처 : Offshore, ’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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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탄소집약도 지수(CII) 규제의 해운 산업 재편 가능성
(출처 : Splash, ’21.6.18)

47



1.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2.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3. 첨단기술로 항만 지반정보 똑똑하게 관리·예측한다

4.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도 강화해

5.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6. 영해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7.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 테스트, 여기에서 한 번에

8. 선박검사, 이제 원격장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9.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 발송

10.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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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 등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형식적인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 5회(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 실시하는 관계기관(해수부·운항관리센터·

해경·지자체·검사기관 등) 합동 안전점검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 

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  「해운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자로서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하는 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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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  (점검결과 게시)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선내 게시

■  (특별점검일 조정) 검사기간 및 운항일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비운항 선박*의 경우 특별점검 기한에 예외를 둠으로써 탄력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중복·형식적 점검을 

지양하여 실효성 제고 

* 「선박안전법」 상 정기·중간검사 중인 선박,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장기 휴항 중인 선박 등

■  (운항관리자 보고의무) 해운법외 타법령**에 따라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 신설

**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경찰서장)는 풍랑·해일주의보 시 평수구역 운항선박 및 2천톤 이상 선박에 대해 예외적으로 

출항허용 가능(「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월)부터 5월 17일(월)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을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되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4. 5.~5. 1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02

참고1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개요

■  개정 목적

●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양식장에 허용되어 있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저해하여, 스티로폼 부표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호)

- 어장에 설치하는 부표는 발포 폴리 스타일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어장부표 규격 개정 

* (현행)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개정) 발포 폴리스타일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김, 굴 등 ’22년, 기타 양식장 등 ’23년)

●  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 제2항)

-  기존 스티로폼 부표 관련하여 저밀도 여부 판단을 위해 밀도를 표시하였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로 표시내용 간소화

* (현행)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 →  (개정) 밀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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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 시 생성되는 지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4월 5일(월)부터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바닷가에 개발·운영되는 항만은 건설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지반 상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항만 개발 후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이 구축되는 지반에 대한 조사자료만 관리되고, 시공정보나 

운영 중 계측자료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반정보와 특성, 지반개량, 시공·

계측자료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GIS*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관리 시스템과 침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항만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된 다양한 지반정보를 취합하고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반상태와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여 침하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통계기법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과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용역 기간 동안에는 우선 부산항 신항의 항만시설에 적용하여 검증하고, 보완을 거쳐 향후 전국 주요 항만까지 

확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앞으로 국내에 개발될 주요 항만들은 물론,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동화항만에도 적극 활용되어 국내 항만 개발과  안전한 항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스마트 지반정보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단기술로 항만 지반정보 똑똑하게 관리·예측한다
-  해수부,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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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7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3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무역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물류거점과 민간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 선박접안시간 5% 단축 ▲ 

항만작업자 사고 30% 감소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창출 ▲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2천 명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물류 전 구간(선박-항만-육상)에 인공지능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항만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① 해운·항만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

② 물류 전 구간의 운송 최적화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배후단지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먼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자동화 시험장 구축을 추진(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 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자동화·지능화된 공동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이 외에 컨테이너 내장 

센서를 통해 온·습도 등을 확인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과 항만,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항을 위한 무인선박계류장치와 

항만과 배후단지 간 무인운송을 위한 자율주행트램 기술 개발과, 선사-터미널-육상운송사 간 실시간 물류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도 강화해
-  해양수산부,‘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수립 - 

04참고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개요

●  (과업기간/수행기관) ’21~’2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목적) 항만의 설계, 시공, 운영·유지관리에서 생성된 각종 지반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위치 기반 DB 및 

시스템 구축

-  첨단기술을 활용한 각종 지반분석, 침하예측 방법의 정확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항만건설 설계항목 마련 

및 기준 수립

※ 부산항 신항을 대상으로 지반정보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검증

■  과업 내용 

●  (구축) 항만의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에서 생성된 다양한 지반정보를 취합, 표준화하여, DB 및 통합지반관리 

시스템 구축

●  (분석)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지반특성 분석 및 침하예측 기법 개선방안 제시·검증

●  (첨단화) 다양한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침하계측기법을 마련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첨단화 방안 

제시

▲ 통합지반관리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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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 확보

① 항만 내 작업자 및 시설 안전 강화

② 첨단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발생 방지

세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그간의 항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제거하고, 충돌위험 발생 시 트럭의 

긴급제동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올해 부산항에 시범 운영하고, 전국의 주요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무역항(29개항) 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누출, 지반 침하, 균열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트윈*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2022년, 1개항)한 뒤, 향후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해 나간다.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을 쌍둥이처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 스마트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개념도

아울러,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인 바다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충돌·좌초 등 예측기술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3)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

① 플랫폼 기반 해운물류 신규 서비스 제공 

② 데이터 공유 및 거래체계 구축  

③ 해운물류 스타트업 육성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유통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우선,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사-항만 간 운영최적화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물류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터 간 결합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플랫폼 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시제품 구축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해양모태펀드 지원도 추진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추진

① 미래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전환

② 공공·민간 스마트물류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키워나간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에 특화된 민간자격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제어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으로 기존 항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스마트물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간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의 항만기항과정 논의 등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간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기술이 물류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스마트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물류기업 등 민간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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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

참고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의 비전과 목표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

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

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

기관 

출력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기준 2

130kW 

초과

n이 130rpm 미만 17 이하 14.4 이하

n이 130rpm ∼ 2,000rpm 45.0×n(-0.2) 이하 44.0×n(-0.23) 이하

n이 2,000rpm 이상 9.8 이하 7.7 이하

*  배출기준 : 기관의 출력 및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kw 당 질소산화물 배출량(g)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디젤기관에 요구되는 배출 제한기준

** 1,000rpm 디젤기관의 경우 기준 2는 기준 1에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20.5% 저감

그러나,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

05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

▶ 주요 해운물류거점 스마트 물류기술 실증 및 확대

▶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확산

▶ 법제도, 전문인력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

비전

목표

전략 주요과제

1.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1-1. 해운·항만 스마트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

1-2. 물류 전 구간의 운송 최적화

2.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 확보
2-1. 항만 내 작업자 및 시설 안전 강화

2-2. 첨단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방지

3.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

3-1. 플랫폼 기반 해운물류 신규 서비스 제공

3-2. 데이터 공유 및 유통 체계 구축

3-3. 스마트 해운물류 스타트업 육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추진
4-1. 스마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전환

4-2. 공공·민간 스마트물류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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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카드뉴스 이미지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 26일에 착수했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지역의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다. 해양수산부는 1991년 21개의 항만을 연안항으로 최초 지정한 이래, 현재는 29개의 

연안항을 관리·운영하여 영해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연안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격렬비도는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도는 그간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의 피항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경주 감포항과 통영 진촌항은 여객과 향후 화물처리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연안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개 항만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3개 항만을 신규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고시하고,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번 타당성 검토*는 해당 항만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올해 12월까지 9개월간 항만이 입지한 지역의 여건과 여객·화물 수요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용역금액/기간/수행기관) 3억 원/2021. 3. 31.∼12. 17./수성엔지니어링

이후 해양수산부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항만시설 등의 적정 개발규모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며, 동 결과를 

반영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 연안항 지정이 완료된다.

3개 항만이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면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한 빠른 대처로 우리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격렬비도 등 3개 항만의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해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  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착수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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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규 연안항 지정 검토대상 위치도

■  격렬비도항(충남 태안군)

■  김포항(경북 경주시)

■  진촌항(경남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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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전기·수소 등 

다양한 선박추진기관을 한 선박에서 탈착하며 시험·실증할 수 있는 만능 테스트 플랫폼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우리 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

(’20.1.)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p-K)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25

년까지 5년간 총 364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선박 테스트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개발하면 추진기관별로 실증선박을 건조해야 하나, 앞으로 개발될 만능 

테스트 플랫폼을 이용하면 하나의 실증선박만 건조해도 되기 때문에 추진기관별 실증선박 건조 비용(척 당 100~300

억 원 수준)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김부기)와 한국기계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8개 민간기업·대학*과 한국선급(KR), 전라남도와 목포시도 공동 

연구기관과 투자자로서 참여한다.

*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KTE, ㈜산엔지니어링,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올포랜드, 군산대학교

연구기관들은 올해 5월 초 사업에 본격 착수한 뒤,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 만능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 기술개발과 LNG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더 높은 선박용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  LNG 선박은 최대 30%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으나, LNG와 무탄소 연료(암모니아 등)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50%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발생

아울러, 사업기간 동안 목포 남항 재개발 부지에 연면적 5,000㎡ 규모의 시험·연구동도 건설할 계획이다. 2025년 

사업이 종료되면, 친환경 선박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시설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등의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사업 착수부터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 친환경 선박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 테스트, 여기에서 한 번에
-  2025년까지 만능 테스트 플랫폼 개발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여건 개선 -

07 참고 1    연구개발 사업 개요

■  연구사업 개요

●  (사업명)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기간/예산) ’21~’25 / 36,400백만 원(’21년 예산 7,250백만 원)

●  (사업내용) 만능 테스트 플랫폼 등 친환경 선박 실증기술과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기관 개발* 

*  LNG 선박은 최대 30%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으나 LNG와 무탄소 연료(암모니아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50%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친환경 대체연료 선박추진 기관 실증 기술개발

-  선박형 해상 테스트 플랫폼 요구분석, 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선형설계/제작을 수행하고 성능·안전성 평가 시험기술 

개발

-  HILS 기반 대체연료시스템의 성능·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및 육상 테스트 인프라 구축, 운항효율 개선을 위한 통합 항로 

산출 기술 개발

●  2,100마력급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개발

-  세계 최초 선박용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기술개발을 위한 시작품 설계/제작, 연료 저장/공급 설비 설계, 

성능평가 기술 개발 

■  기대효과

●  탄소배출 국제 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박 성능 검증 실적 확보 기반 마련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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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관련 이미지

▲ 만능 테스트 플랫폼(선박) 조감도

▲ 만능 테스트 플랫폼(선박) 개념도

해양수산부는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5월 1일(토)부터 시행했다.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데이터 기록·저장 등의 기능을 갖추어 선박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금까지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육안 등으로 선체구조나 설비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관련 기술수준이 발전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검사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각종 국제협약에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체 지침이 필요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1912년 타이타닉 침몰을 계기로 1914년 국제해사기구(IMO)

가 채택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의 구조와 구명 및 방화설비, 무선설비 등 선박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체계적인 검사 수행과 검사품질 보장,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프랑스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에는 원격검사장비의 종류와 적용범위, 검사의 준비와 시행, 검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선박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톤수 15만 톤급 

대형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그 깊이만 20미터에 달하여 선박검사원이 화물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층 작업용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1천만 원 내외의 비용과 2~3일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5백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 하루 만에 검사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선박검사원이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의 시행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을 선박검사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검사, 이제 원격장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  해수부, 드론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시행 -

08

▲ 일반 선박검사와 원격검사장비 활용 선박검사 비교 사례

일반 선박검사

(고층 작업용 사다리차를 이용한 선박검사)

원격검사장비 활용 선박검사

(드론을 이용한 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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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협조 요청 사항을 담은 

서한을 5월 14일에 발송하였다.

*  IMO :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 등에 관한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96 런던의정서) 

등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 해양환경보호, 조선 및 해운에 관한 규범을 다룸(정회원 : 174개국, 준회원 : 3개국)

문 장관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주변 국가의 안전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라는 런던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IMO가 해양환경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서한은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IMO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으로, 문 장관의 요청대로 IMO 당사국들에게 

서한이 회람될 경우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2019년, 2020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국들과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인접국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칠레·캐나다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해수부는 2021년 10월로 예정된 금년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준수 그룹 회의와 당사국 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28부터 7월 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  선저폐수, 액상슬러지, 고상슬러지, 폐윤활유, 폐연료류, 기름걸레 등

이에, 지난 4월「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

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  법률 제18066호, 2021.4.13. 개정, 2021.10.14. 시행

**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전국 13개소(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에 설치ㆍ운영

신설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 징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마련하였다.”라며, “개정 내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과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 발송
-  IMO 차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IAEA와 협력도 요청 -

09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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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공단)참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수거비용 징수 개요

■  (설치연도) 1996 ~1997년

■  (설치목적)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83.10.2. 발효, ’84.10.23. 가입)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오염물질 

저장시설) 제1항*에 따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

*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수거 물질) 폐윤활유, 선저폐수, 슬러지, 기름걸레 등

■  (수수료 부과·징수) ’20년 기준 3,927건, 287백만원 부과, 287백만원 징수

<최근 5년간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실적(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A) 징수액(B) 징수율(B/A)

2020 3,927 287 287 100

2019 3,793 275 275 100

2018 3,776 265 265 100

2017 3,598 253 253 100

2016 3,631 250 250 100

누계 18,725 1,330 1,330 -

<오염물질저장시설 별 징수실적(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실적

2020년 2016~2019년 누계

광양시설 26 95 121

마산시설 21 72 93

진해시설 22 77 99

사천시설 13 54 67

통영시설 17 58 75

옥계시설 35 139 174

속초시설 8 36 44

군산시설 23 82 105

평택시설 20 61 81

목포시설 43 166 209

완도시설 15 71 86

제주시설 30 79 109

서귀포시설 14 53 67

합 계 287 1,043 1,330

●  오염물질 수거 시 징수한 수수료는 국고로 세입처리

●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선박

해양시설

운반차량 수집·운반

(버큠로리· 카고트럭)

민간폐기물

처리업체

저장시설

(해양환경공단)

(위탁)

유수분리공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 분 종 목 단위
금액(원)

기본요금 가산요금

오염물질 종류

선저폐수 ㎥ 25,000 55,000

액상슬러지 ㎥ 35,000 65,000

고상슬러지 톤 100,000 50,000

폐윤활유 ㎥ 무료 없음

폐연료유 ㎥ 무료 없음

기름걸레 등 톤 100,000 150,000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
물질

액상
㎥,톤 실 비

고상

●  수수료 부과기준

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단, 건조 중인 어선은 제외),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내항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요금을 

부과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기본요금에 중간처리비 ․ 최종처리위탁비․운반비 등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지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배출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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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오염물질 저장시설 사진

▲ 옥계사업소 내·외부 모습

▲ 옥계사업소 수거차량

▲ 평택사업소 내·외부

▲ 차량수거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최북단 저도어장 안전을 지키는 

‘도등’ 점등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항만 

만들기에 앞장서다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동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낚시철 대비 항로표지 안전이용 

계도

5.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8명 지정·운영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항로』 해상교통안전 더욱 

강화한다!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1년 부산 감천항 및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 추진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 예방한다

국내 해사안전소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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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최북단 저도어장 개장에 따라 어선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도도등을 운영한다.

저도도등은 한시적으로 불을 밝혀 저도어장의 북측경계수역(북위 38도 34분)을 일직선으로 표시하는 항로표지로써, 

이는 조업 중 조류 및 바람에 의해 본선이 월선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도등의 불빛은 주간에도 5해리(약9km)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고광력 LED불빛을 발하며, 연말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항로표지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해수청, 최북단 저도어장 안전을 지키는 ‘도등’ 점등
-  4월 8일 저도어장 개장부터 연말까지 운영 -

01 참고    저도도등 운영 사진

▲ 동해 최북단 고성군 민통선 내 저도도등 운영

▲ 동해 최북단 어로한계선 내 조업 중인 선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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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부산항 등 대형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면서 동 해역 정박 중 사용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더욱 강화한 0.1% 이하로 

운용해 왔다.  

*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에 대한 배출규제해역 지정(‘19.12.26)에 따라 국제기준(0.5% 이하) 보다 더욱 강화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 이하)을 적용·시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강화, 

▲ 제도개선 추진 등 신규정책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환경단체 등 점검현장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선박의 운항에 중요한 자료인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에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내용(대상 해역, 적용 시점·내용 등)을 게재하여 선박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항행통보 : 수로도서지의 정정·항해에 필요한 경고 및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매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제공하는 정보지 

또한, 관내 해운선사, 한국해양대·한국선급 등 전문가가 참여한 「산‧학‧연 전문연구회」를 통해 환경규제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논의하는 한편, 환경단체와의 현장점검 참여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해수청,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항만 만들기에 앞장서다
-  국민중심 소통으로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강화 -

02 참고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현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도면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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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해역

●  배출규제해역 지정항만 및 시행시기(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19.12.26)

대상 해역 시행시기 적용 내용 적용 시점

- 인천항, 평택·당진항 해역

- 여수항, 광양항 해역

- 부산항 해역

- 부산항 서측해역

- 울산항 해역

2020.9.1.

(1단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로 제한

정박·계류 중

(접안·투묘완료 후 1시간부터 

이안·양묘 전 1시간)

2022.1.1.
(2단계)

지정 해역 진입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권역 항로표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이란 등명기 점·소등, 축전지 

전압, 태양전지 전압, 등명기 전류 및 표지 위치(이탈거리) 

등 항로표지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원격감시·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항로표지 사고 발생 시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사고 

복구시간이 대폭 감축되고, 항로표지로 인한 2차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수청은 올해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24년까지 관내 169개소의 항로표지에 관리운영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세계 해운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위상에 걸맞은 고품질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해수청,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동
-  신기술 도입을 통해 부산권역 항로표지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03

참고     사진 자료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자국) 설치 전경(천성항 방파제 등대)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모국) 화면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자국) 설치 전경(학리항 방파제 서단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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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해양 항로표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2년 동안 낚시어선이 항로표지에 선박을 연결하여 

낚시하는 등으로 항로표지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해상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수청에서는 본격적인 낚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낚시어선 선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낚시활동 및 

항로표지의 안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수행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항로표지에 무단으로 

선박을 연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운항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안전시설인 항로표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 낚시철 대비 항로표지 안전이용 계도

0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37

명 중 8명을 2021년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5

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국가필수도선사는 「도선법」 개정(’18.9.)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번째이며, 비상상황 

발생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자격을 

갖춘 도선사 중 20% 이내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 

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항은 2019년(’19.5.~’20.4.)에 5명, 2020년

(’20.5.~’21.4.)에 8명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비상상황 발생 시 

전국 최초로 방호복을 입고 입항 선박의 도선을 

실시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올해(’21.5.~‘22.4.)도 8명의 국가 

필수도선사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운영으로 인천항 비상대응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도권 관문항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8명 지정·운영
-  비상상황 발생 시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운영 -

05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인천·평택을 잇는 중요 항로인 장안서 등표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안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고자 예산 15억여 원을 투입하는 장안서 등표 개량 공사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안서 등표는 인천항 진입항로와 평택·당진항 교행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중부의 해상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항로표지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년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안서 등표를 태풍, 너울 등의 외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전파표지 등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물로 개량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20%로 금년도 9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인근 해역에 임시 등표 및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통항 선박의 해상교통안전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대산청 관계자는 “장안서 등표 태풍피해복구공사를 통해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항로표지시설 개량 및 확충을 통해 서해 중부의 해상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산해수청, 『 장안서 항로 』 해상교통안전 더욱 강화한다!
-  대산·인천·평택을 잇는 해상교통 요충지 장안서 항로의 장안서 등표 기능 강화 -

06

참고    장안서 등표 전경



10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01

해
사

안
전

소
식

Ⅳ
. 국

내
 해

사
안

전
소

식

 www.imokorea.org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해역 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부산 감천항 및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 및 수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감천항 주변에는 오랫동안 오염물질들이 배출되어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북항은 재개발사업에 맞추어 향후 관광객 유치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양 오염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에 총 23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약 200,000

㎥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며, 북항은 향후 5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입하여 약 460,000㎥의 오염퇴적물을 

정화 처리할 계획이다.

감천항의 경우 2018년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등의 종합적인 해양환경조사 및 지반조사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해양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항은 202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본 정화사업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인 감천항 및 북항 해저에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오염퇴적물을 제거하게 되면 수질환경개선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년 부산 감천항 및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 추진
-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대비 부산항 해양환경과 주민생활환경 개선 기대 -

07 참고    부산 감천항 및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

■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

■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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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선박 충돌·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항해장비와 기관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일반선박에서 총 50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충돌(접촉, 좌초, 전복, 침몰 포함)사고가 153건(30.4%)을 차지하였다. 레저선박의 경우에는 총 775건의 사고 

중 기관손상 사고가 362건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은 국지성 폭우와 짙은 안개, 태풍 등 해상 기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여수해수청은 이에 따른 

선박의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유조선과 예부선에 대한 선박 지도·감독 시 레이더와 조타기 등 항해장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다습한 장마철에는 전기장치의 누전·과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른 선박 기관 고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체 15개사 18척 선박을 대상으로 기관 설비 및 혹시 모를 사고 시 긴급 탈출을 위한 레저선박 

구명설비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로 위의 차선 역할을 하는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태풍내습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등 풍수해 재난 대응 절차도 6월 중 정비를 완료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지성 폭우, 짙은 안개, 태풍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 선박 관계자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 예방한다
-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

08

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3. 선박투자회사법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5. 항만공사법

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해사안전법

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1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2. 항만법 시행령

13. 항만법

주요 법령 제·개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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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 법률 제17930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범위·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제한·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2020. 12. 24, 일부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10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07

해
사

안
전

소
식

Ⅴ
. 주

요
 법

령
 제

·개
정

 www.imokorea.org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⑯부터 까지 생략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 

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

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

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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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개정문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

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 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 55조의2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 

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 

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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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8조).

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 

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항만공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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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 

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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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및 <60>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수량 기준을 연구현장의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신청 시 그 용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해양수산부령제479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19974호(2021. 04. 06.)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제479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 관보게재문으로 형식변경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79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20균주"를 "20균주(각  50㎎ 이하. 다만, 해조류ㆍ미세조류는 각 100㎎ 이하일 것)"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을 "각 20㎎"으로, "50점(50㎎ 이하)"을 "50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6] [해양수산부령 제479호, 2021. 4.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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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나.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37조제1

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라.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8063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시설 부근”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으로 한다.

제  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해사안전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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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8조제2항 중 “확인”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

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8조의2제5항 중 “시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

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재협의 요청, 검토의견·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

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 57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67조제5항 전단 중 “추월선(追越船)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추월할”을 “앞지르기 할”로, “추월하겠다는”을 “앞지르기 하겠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한다.

제 71조의 제목 “(추월)”을 “(앞지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월선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월하고”를 “앞지르기 하고”로,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월하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는”으로, “추월이”를 “앞지르기가”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한다.

제77조제5항제1호 중 “추월”을 “앞지르기”로 한다.

제 92조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추월하려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해양안전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7조의3을 각각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로 한다.

제7장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9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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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5호 중 “제57조의2제4항”을 “제5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3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처분기관의 검토의견 등 이행 확인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3조(국가기관의 장 등의 검토의견 등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을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65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

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전원 

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5만㎾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별표 16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별표 16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4호, 2021. 4.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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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7619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업 매출 및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운항만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684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업무)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공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운항만업 매출 및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채무보증 대상

  2. 채무보증 규모

  3. 채무보증 기간

  4. 채무보증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③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

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 및 교류사업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로 한다.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684호, 2021. 5. 11, 일부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19호, 2020. 1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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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항만에 입항·

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 중 일부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우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762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정하고, 우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매출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수출액 기준을 총매출액 대비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대통령령 제31705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762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7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05호, 2021. 5. 25, 일부개정]

항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20호, 2020. 1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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