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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YK 社, 무인 컨테이너선 시연 계획
(출처 : JDSUPRA, ’21.9.3)

 일본 최대 해운사인 NYK 社는 2022년 2월, 도쿄만에서 일본 중부 해안도시 이세까지 
총 380km에 이르는 항로에서 무인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할 예정임

▶ 해당 항로는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처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의 무인선박 시연은 세계 
최초임

▶ 먼저 육상 지원센터에서 기상 상태와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선박에 전송 및 운용하게 되며, 
문제가 감지될 시 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선박 조종이 가능함

 일본은 2040년까지 일본 연안 선대의 50%를 무인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일본 연안 유조선 선원 중 40%가 55세 이상으로, 급속한 고령화 및 노동력 수급 감소에 따라 
무인선박의 개발 및 연구가 가속화됨

▶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시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60억 달러(한화 약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니뽄재단은 자율운항선박 
산업이 2040년까지 일본 경제에 1조 엔(한화 약 10조 원) 상당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함

▶ NYK 社 자회사 일본해양과학의 총지배인은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운용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산업 
표준이 개발되고 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해양 사고의 약 70%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은 해양사고를 분석, 학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선박 안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자율운항선박 시뮬레이션 >

2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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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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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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회 연속의 정기 총회까지”로 승인

2. IMO 협약 정본언어 확대

●  (제81조 개정) 협약정본의 기존 언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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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협약을 전면 개정하거나,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 6개 언어의 IMO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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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을 적극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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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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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소극적 반대 입장을 언급함

특별이사회(C/ES.33)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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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회의명 :  제125차 이사회(The 125th Session of the Council, C 125)

● 일시 및 장소 : 2021. 6. 28 (월) ∼ 7. 2 (수) / 원격회의 (서면검토·영상회의) 

● 참가국 : 164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 참가인원 :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900명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전략, 계획 및 개편

●  (이사국 범주) IMO 이사국 A, B, C 그룹을 결정할 때 참조 기준으로서 9가지 세부 기준*을 승인하였으며, 동 

지침의 제32차 총회(12.6~12.15) 채택을 요청

*  △ 국제운송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은 국가, △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 △ 해상운송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 △ 

선원공급 국가 등

●  (IMO 문서 공개) IMO 회의의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문서에 한해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

-  (공개) 민감한 사안 및 보안 관련 사항을 제외한 기록서(Note Verbale), 회람문서(Circular Letter)

-  (조건부 공개) 회원국 및 기구의 승인을 받은 회기 간 작업반 문서

-  (비공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작업문서(Working Paper), 회의준비 문서(J Paper)

●  (실시간 회의 스트리밍) 대다수 회원국이 동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보안, 정치적, 산업적으로 민감한 사항 

공개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 자원관리

●  (SPO 임기연장) IMO 전문관(SPO, Se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본 

이사회 이후 채용공고부터 적용토록 함

●  (사무국 직원의 다양성 확보) 성별, 연령, 지역별 사무국 직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브라질 의견에 대해, 

사무국은 타 UN 기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추후 공유하기로 함 

제125차 이사회(C 125)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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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O 회원국 감사제도

●  (원격감사 메커니즘 승인) 현장 감사가 불가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존 IMSAS 체계 및 절차(Resolution 

A.1067(28)) 하에 임시 원격감사 메커니즘 도입을 승인

-  감사관은 원격감사를 위해 사전에 회원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총 71개 

문항으로 구성된 추가 사전 감사 정보(Additional Pre-Audit Information) 필요성을 승인

-  아울러, 원격감사 시 기존 5일의 감사 일정이 10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정된 표준 원격감사 

시간표(Model Timetable)를 승인

●  (원격감사 일정) 사무국에서 2021년 수감 예정인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원격감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

●  (원격감사 경험공유) 사무국은 6개월간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원격감사 시행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본 원격감사 경험을 기반으로, 제127차 이사회(’22.7월)에 개설될 합동작업반(JWG, Joint Workig Group)에서 

원격감사 메커니즘에 대해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4. 총회안건

●  (총회 개최 방식) 코로나 19 영향을 고려하여 원격방식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총회 원격회의 잠정지침 

승인

-  잠정지침 내용은 원격회의시스템(데이터 보안, 기밀, 동시통역 요건 등 충족), 회의운영(전자사본 신임장 인정,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단 등록방법 등), 의사결정 과정(대면과 동일하게 의사결정은 합의로 도출) 등으로 구성됨

●  (이사국 선거 방안) 이사국 선거 투표방식(시나리오 A, B)에 대해서는 영국정부의 코로나 19 방침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차후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결정

-  (시나리오 A) 전체 대표단이 동시에 회의장에 모여 투표

-  (시나리오 B) 대표단별로 시간을 구분하여 회의장에 입장해서 투표

I. 개 요

●  회의명 :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The 7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7)

● 일시/장소 : 2021. 7. 12 (월) ∼ 7. 16 (금) / 원격회의

● 참가인원 :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260명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해양사고 조사보고

●  해양사고 조사보고서(44건)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식별된 15건의 교훈사례를 승인하고 IMO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함

※  △ 유조선 계류 작업 중 예인선 전복으로 10명 사망(’13.5), △ 돌풍으로 인한 342개의 컨테이너 유실(’19.1), △ 

도선사다리 설치 중 선원 선외추락(’19.1) 등

●  어선 선외추락, 도선사 다리 사고원인 규명 및 추가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을 ’21년 하반기 개설하여 관련 사고 

조사보고서를 분석·검토하기로 결정

●  해양사고 조사보고서 제출률 제고를 위해 제출 의무기한을 규정하는 등의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 개정은 

회원국 반대로 반영하지 않기로 함

*  CI Code(Casualty Investigation Code) : 해양사고 정의, 사고조사 방법·절차, 조사국의 강제·권고사항 등을 규정한 

국제기준 

2. 항만국통제(PSC) 활동

●  ’21년 하반기 개설 예정인 통신작업반에서 ‘PSC 점검 절차서’(’19년, IMO 총회 결의서) 내 PSC 일시중지·재개를 

위한 세부 지침*(16개 조항) 추가를 논의하기로 결정

*  비상기기 작동불능 등 안전기준이 현저하게 미달된 선박에 대해 점검중단 통보,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점검 재개시 

절차 등이 제시된 지침

●  ‘PSC 점검 절차서’에 원격 점검 방식*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다수의 유럽국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함

*  코로나 19로 현장 PSC 점검이 제한됨에 따라 비디오, 사진, 인터넷 등 실시간 연결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PSC 점검 이행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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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감사제도(IMSAS)

●  IMSAS 모범사례의 전파가 용이하도록 합동작업반(’21.12 잠정)을 개설하여 ‘회원국감사 절차서’(’13년, IMO 

총회 결의서)를 개정하기로 결정 

●  ’21년 하반기 개설될 통신작업반을 통해 IMSAS 대비용 지침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III 8)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국제협약이행코드(III Code)에서 규정된 조항의 상세 설명, 지적사항의 항목별 정리, 감사를 위해 회원국이 준비해야 

할 문서, 증서 등을 기술한 지침

4. 선박검사 증서 등 통합관리

●  최근 국제협약(MARPOL 등) 에서 개정사항이 반영된 검사지침, 선박증서 및 구비서류 목록에 대한 결의서 승인

-  주요 개정사항

1.  (검사지침)  △ 종이기록부를  대체한 전자기록부는 항만국통제(PSC) 점검 대상에 해당 △ 국제액화가스산적 

운송코드(IGC Code) 대상선박(LNG 등) 검사 시 화물탱크 내 화물만재 알람 작동 확인 등

2.  (선박 구비증서 및 문서 목록) △ 오염방지협약(MARPOL) 등 협약개정으로 기름기록부 등을 전자기록부로 

대체 인정 △ 60℃보다 인화점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저인화연료 사용기관의 취급·유지·보수 

절차서」 비치

I. 개 요

● 회의명 : 제108차 법률위원회(The 108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LEG 108)

●  일시/장소 : 2021. 7. 26 (월) ∼ 7. 30 (금) / 원격회의

●  참가국 : 104개 회원국

●  참가인원 : 24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650명 참석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선원의 공정한 대우 

●  위원회는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선원유기 사건 처리를 위한 항만국 및 기국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부 회원국의 우려에 따라 유기된 선원을 송환하기 위한 비상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위원회는 유기된 선원을 위한 비상기금 설립에 대해 필요시 차기 제109차(’22.3월 예정) 법률위원회에 신규 

작업과제로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선박 허위등록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선박 허위등록에 대한 회원국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서 초안을 총회 결의서로 승인,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선박 허위등록의 정의, 허위등록의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함

*  △ 회원국 간 정보교환 협력, △ 선박등록부 관리 강화, △ 불법 등록행위 등에 대한 법적 처벌 촉구 등

3.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규정 검토 작업

*  MASS :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위원회는 법률위원회 소관 IMO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 작업결과**를 승인함

*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난파선제거협약」,「항행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 협약」 등

**  △ 선장의 역할과 책임, △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 법적책임 문제, △ 자율운항선박 정의 및 주요 용어,  

△ 선박증서 발급방식 등에 대한 주요사항 5개 식별

●  위원회는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함을 상기하고, 법률위원회에 특정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 신규 작업 의제를 제출하도록 독려함

제108차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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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법률위원회, 해사안전위원회, 간소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업반을 개설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용어(원격운항자 등)의 정의 등 공통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4. IMO 협약 상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통일해석

●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의 배·보상 책임제한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배제될 수 있도록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통일해석(안)’을 확정하고 동 통일해석의 채택방식*을 ‘총회 결의서’로 승인함

*  △ 총회 결의서, △ 법률위원회 결의서, △ 협약을 비준한 국가 간 합의 결의서 

5. 신규 작업 프로그램

●  IMO 협약상 선주의 책임한도액 최신화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작업 프로그램*이 2022~2023년도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됨

*  IMO 협약상 책임한도액을 손해 규모, 통화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책임한도액 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 등의 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

●  보상청구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한 「선박연료유협약」 보상청구매뉴얼* 개발이 2022~2023년도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됨

*  오염손해의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청구권자의 준비사항,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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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싱가포르 MPA,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센터 설립 및 신임 CEO 선임

22. 선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

23. USCG, 해적보다 심각한 IUU 어업 활동 확산에 대한 경고 

24. 인마셋, 2018~2020년 선박 조난 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25. 2021년 IPCC 기후 변화 보고서: 다섯 가지 주요 결과

26. U.A.E., 선원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이니셔티브) 착수

27. 영국, 선원 백신접종 계획 세부지침 안내

28. 영국 해양해안경비대(MCA), 원자력 추진 선박에 관한 규제 개발 제안

29. 소말리아 해적 소강으로 고위험해역(HRA) 축소

30. 미국,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원자력 기반 무탄소 연료 지지

31. 암모니아 추진선 전환을 고려한 LNG 추진선 선호

32. 스마트항만(Smart ports) 시장, 2026년 51억 달러 규모 전망

33. 선박브로커 깁슨(GIbson) 社, EU 규제 강화로 선주 경제적 부담 증가

34. 미국 Mintra 社, 완전한 온라인 방식의 STCW 교육과정 제공

35. Methanol Institute, 선박연료유 온실가스 분석에 ‘well- to-  wake’ 접근법 요구

36. 싱가포르, 30일 이상 체류 외국인 선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제공

37. 다중 해양에너지 단지 상용화를 위한 EU-SCORES 프로젝트

38. 일본 NYK 社, 무인 컨테이너선 시연 계획

39. IHS Markit, 해운 공급망의 지연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1. EU 해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 중심의 비난 여론

2. 제6차 항만당국 대표자 회의, 해운산업 변화의 선봉자 역할 강조

3. 런던, 최초의 조선소 건설 계획

4.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선원부족 현상

5. 스위스 Proman 社, 49,900 DWT급 메탄올 추진 탱커 2척 추가 발주

6. DNV, 연료전지 추진 LNG 선박(삼성중공업 건조)의 기본 설계 승인 

7.‘로이즈리스트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반 위험성 분석 플랫폼 공개

8. 덴마크 Hirtshals 항만, 친환경 수소 허브망 구축을 위한 MoU 체결

9. 무탄소 연료의 핫스팟, 남아프리카 공화국

10. 선박재활용 시장, 코로나 이후 정상화 궤도 오르나

11. 싱가포르, 코로나19 백신 선원 접종에 관한 프로토콜 개발 추진

12. 해상을 통한 유럽행 난민피해 증가

13. 노르웨이 두 회사의 합작으로 최초의 암모니아 벙커링 터미널 건설 착수 

14. OPEC+, 원유 감산 완화 타결

15. 해상운송 기인 CO2 배출에 기여한 전 세계 상위 15개 회사

16. 해상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 사고 동향

17.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필리핀 선원 54% 감소

18. 메탄올, 저탄소 미래를 위한 잠재력 있는 해양 연료

19.  위성통신기업 인마셋, 미래형 위성통신서비스 ‘오케스트라’ 청사진 공개

20. 삼성중공업과 Bloom Energy, 연료전지 추진 LNG 운반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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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European Green Deal*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EU 해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FuelEU Maritime)

이 발표될 예정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동 정책이 중유의 대안으로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촉진하는 

환경 재난이라고 비난함

*  European Green Deal: 2019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세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회의에서 

2050년까지 EU 회원국들의 순 탄소 배출량을 Zero(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

●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기반 접근 방식(goal-based approach)*을 

채택했으며, 빠른 기술개발 속도와 이해관계자들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적용된 조치라고 설명함

*  목표기반 접근 방식(goal-based approach): 기존의 규제를 통한 목표 달성의 한계에 봉착하여 채택한 목표 지향적 

접근 방식으로, 규제기관이 목표를 설정하면 이행기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치를 달성 및 증명하는 체계

●  반면, 환경단체들은 동 정책이 가장 저렴한 대안을 촉진해 2040년까지 EU 기항 선박에서 LNG가 사용되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와 바이오 연료를 친환경으로 간주한다면, 

해운 부문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오염을 배출할 것이라 주장함 

-  특히, Transport and Environment(T&E, 지속 가능한 운송 관련 NGO)는 유연한 동 정책이 가격에 민감한 선주들을 

그린 수소 또는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연료보다 저렴한 LNG를 선택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중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고 언급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출된 문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항공 및 해상 운송은 시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로 

배출 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기술개발 기간, 항공기 및 선박의 수명 주기, 급유 장비 및 인프라에 필요한 상당한 투자 

등 향후 수십 년 동안 상당한 탈 탄소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항공 및 해운 분야 온실가스 저감정책 (ReFuelEU Aviation 및 FuelEU Maritime)의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운송 연료의 생산과 정착을 위한 것이라 덧붙임

EU 해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 중심의 
비난 여론
(출처 : The Guardian, ’2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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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내 해상운송 서비스 촉진을 위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런던 템스강 내 조선소 신설 계획이 진행 중임

-  런던 항만당국(Port of London Authority, 이하 PLA)은 템스강 앨버트 섬의 Royal 부두에 위치한 약 4,000평(3.3

에이커) 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 수리, 유지보수 및 건조 능력을 갖춘 조선소 운영자를 모집 중임

-  해당 개발계획은 로열부두 산업장려지구(Royal Docks Enterprise Zone)*의 3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가동 목표일은 

2023~2024년으로 예상됨

*  로열부두는 2013년 4월부터 런던의 유일한 산업장려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약 3만평(2,500 에이커) 부지 내 

상업지구, 실버타운, 공항 등을 개발하여 10만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2037

년까지 한화로 약 9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전망임

●  템스강은 영국 내 가장 분주한 수로 중 하나로 최근 여객선, 바지선, 상선 등을 통한 무역 증가로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함

런던, 최초의 조선소 건설 계획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6.28)

03

●  제6차 항만당국 대표자 회의(Port Authorities Roundtable)*가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 항만청 주관으로 6월 

22∼23일 기간, 19개의 글로벌 항만당국(부산항만공사(BPA) 참여)이 모인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됨

*  2015년 싱가포르 해사주간(Singapore Maritime Week)을 통해 제1차 항만당국 대표자 회의(Port Authorities Roundtable)

가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항만당국 대표자들이 모여 최근 해운·항만의 주요 현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국제 협력을 도모

●  이번 회의에 참여한 19개의 항만당국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회의는 ‘Disruption’, ‘Digitalization’ 그리고 

‘Decarbonization’ 세 가지 현안을 주제로 논의함

-  참여한 19개 항만당국: Abu Dhabi, Associated British Ports, Antwerp, Barcelona, Busan, Guangzhou, 

Hamburg, Klang, Kobe, Los Angeles, Long Beach, Montreal, Ningbo, Rotterdam, Santos, Seattle, Shanghai, 

Singapore 그리고 Tanger Med 

●  회의 결과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항만 작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대응 사례에 관한 정보를 

항만 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함. 둘째, 국제적 흐름인 항만 디지털화에 대비하여 사이버보안 역량을 

증진하고 관련 교육 등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셋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사업 창출에 힘쓰기로 함 

제6차 항만당국 대표자 회의, 해운산업 변화의 선봉자 
역할 강조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6.2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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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내 조선소가 신설되면 조선소 이동시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선박운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현지인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해당 계획은 영국 내 조선업을 활성화하려는 영국정부 의도와도 일치하며 운송 기반시설,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 및 지원을 약속함

※  그간 영국의 조선업은 해군함정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올해 말 범위를 확장해 상선을 포함한 기타 선박을 

포괄하는 조선업 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임

●  그간 국제해사기구(IMO)와 해운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여행제한 및 선원의 필수인력 미지정으로 빚어질 해운산업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음

-  코로나로 인한 해운 화물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였으며, 선원의 백신 접종 지연과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선원 부족 현상 및 선원임금 인상*을 초래함

*  일부 선사에서는 선원의 평균임금보다 10~20%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인도발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각국에서 인도 경유 선박의 입항 금지 및 인도인 선원 채용을 중단하면서 

선원 부족 사태가 더욱 가시화됨

-  늘어나는 선원수요를 충당하는 방편으로 주 선원국인 필리핀, 인도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선원 대리점 Danica Service 社에 따르면, 동유럽 선원 시장도 전례 없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이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선주 측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선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일반적인 러시아 외의 나라에서는 선원 

수급이 어려운 실정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선원부족 현상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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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위 메탄올 생산 업체인 스위스 Proman 社는 49,900 DWT급 메탄올 이중연료 MR(Medium Range) 

탱커를 2척 추가 발주했으며, 총 6척*의 메탄올 추진 선박을 보유함 

-  2척의 선박은 중국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GSI)에서 건조되며, 2023년 4분기 인도 예정

*  Proman 社는 2022년 3분기 인도될 ‘Promise’와 추가 발주한 ‘Provident’와 ‘Progressive’의 단독 소유주로, 

합작투자 파트너(JV, Joint Venture)인 Stena Bulk와 공동소유한 메탄올 이중연료 탱커 3척을 포함하여 선대를 

구성할 예정임

●  메탄올 추진 탱커에는 혁신적인 MAN Energy Solutions 社의 이중연료 엔진(MAN B&W 6G50ME-C9.6 MW 

Tier III engine)이 탑재되며, 연속 제어 연소, 공기 역학적이고 최적화된 선체 설계, 축 발전기 등 최신 에너지 효율 

기술이 장착되어 연료 소비를 저감하고 강화되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  각 선박은 연간 약 12,500톤의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며,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메탄올을 사용하면 

기존 선박 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15%, 질소산화물을 60% 감축시키며, 황산화물과 미립자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 

●  Proman社의 CEO, David Cassidy는 ‘메탄올은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연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선박 연료이며, 메탄올 추진 선박 도입이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스위스 Proman 社, 49,900 DWT급 메탄올 추진 탱커 2척 
추가 발주
(출처 : Hellen Shipping News, ’21.7.1)

05

-  우크라이나와 같은 백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 대기시간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음. 해당 

국가에서 하선과 동시에 백신 대기자 등록을 하지 않는 선원은 4~6주를 대기해야 하며,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까지 

8~10주, 경과 확인을 위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  현재 선원들은 통상적인 휴가 기간(8~10주)을 훨씬 웃도는 16~20주 이상 재승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선원 부족 현상을 가중화시킴

●  Danica 社는 선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선원의 필수인력 지정이 필수적이며, 선원에 대해 1회 접종만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백신(예: 얀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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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 추진 탱커 (자료 : Proman)

●  DNV 선급은 대한민국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연료전지 추진동력을 사용한 LNG 선박에 대한 기본 

설계를 승인했다고 밝힘. 앞서 2019년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연료전지 개발사인 Bloom Energy 社와 선박 추진 

동력으로써 SOFC* 연료전지를 활용한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 고체 세라믹을 전해질로 700~1,000℃의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연료전지로 발전 효율이 높고, 전해질 손실이 생기거나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문제, 전지가 부식하는 문제 

따위가 없음. 또한, 고온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한 열 복합 발전도 가능함

●  기본설계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은 추진 성능, 화물 운송 안전, 복원성 등 선박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함. 이후 삼성중공업은 LNG 실증 설비를 통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주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임

●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표(CII) 등 新 규제를 도입하는 등 선박 기인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삼성중공업 측은 연료전지 추진 선박은 기존의 내연기관 추진 선박과 비교하여 

소음·진동 감소는 물론 해양환경 보호에 많은 장점이 있음을 밝히며, 대형 선박에 적용되는 최초의 시도임을 고려, 관련 

국제 표준화 개발에도 앞장설 방침을 강조함

DNV, 연료전지 추진 LNG 선박(삼성중공업 건조)의 기본 
설계 승인 
(출처 : Offshore Energy, ’21.7.1)

06

●  로이즈리스트 인텔리전스(Lloyd’s List Intelligence)*가 데이터분석 컨설팅업체 ‘SAS’와 손잡고, 선박 동태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 중임

*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 그룹의 자회사로, 국제해사분야 내 컨설팅업체

●  로이즈리스트 인텔리전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Seasearcher Advanced Risk and Compliance’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움직임(선박 간 불법 환적, 수상한 

배회 등)을 식별하고, 이를 ‘정상(normal)’, ‘이상(abnormal)’, ‘수상(dark)’으로 분류함

-  예측분석 기술 및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선박 움직임의 과거 이력 및 실시간 동태를 다중 분석하고 이를 자사가 축적한 

데이터에 합하여 ‘거짓 양성(false positive)’ 여부를 판별함

●  동 데이터 모델의 개발은 해운, 원자재, 금융, 법률, 보험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협업 하에 진행 중이며, 규제준수 

측면에서 향후 업계 간 선박 불법 활동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함

‘로이즈리스트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반 위험성 분석 
플랫폼 공개
(출처 : Lloyd´s List, ’21.7.5)

07

▲ 자료 : 로이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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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0일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수소 생산·유통 전문 회사인 Gen2 Energy 社*는 덴마크의 Hirtshals 

항만**과 친환경 수소 공급 허브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함. 향후 수소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효율적인 공급 

전반에 관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소는 항만의 지형을 고려해 풍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될 예정임을 밝힘

*   Gen2 Energy 社: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며, 수소 연료의 생산·저장·유통의 통합적 공급 시설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홈페이지: https://gen2energy.com/)

**  히르츠할츠 항만(Port of Hirtshals): 덴마크 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함. 유럽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시작이며, 우수한 물류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음

●  Hirtshals 항만과 Gen2 Energy 社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축 사업을 진행할 별도의 합작회사를 9월 20일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소 연료의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임

●  Gen2 Energy 社 CEO Jonas Meyer는 Hirtshals 항만은 풍력 산업을 하기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장소로서 향후 수소 생산·공급 시설이 구축되면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며, 더불어 

연관 산업과 시장 연결성이 중요함을 밝힘

●  영국의 엔진 제조사 Ricardo와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은 최근 보고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무탄소 연료를 국제 해운에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함

-  환경방어기금 국제기후이사 Aoife O' Leary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국내 전력 수요뿐 아니라 

무탄소 연료를 생산하여 상업용 선박의 급유까지 가능할 것이라 강조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항구에서 무탄소 

기술을 채택할 경우 2030년까지 육상 인프라에 대한 80~1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요한 해운 노선을 따라 광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5대 新 

투자 전략의 첫 번째로 그린 수소와 투자자 확보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무탄소 운송 연료전환으로 창출된 새로운 기회를 보다 활용하기 위해 북부 케이프 지역 Boegoebaai 항구 

개발을 위한 공동 자금 조달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으며, 그린 수소 및 암모니아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 전환 분야 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50

년까지 38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여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연간 그린 수소 수입량은 2050년까지 3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덴마크 Hirtshals 항만, 친환경 수소 허브망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출처 : Offshore Energy, ’21.7.5)

08

무탄소 연료의 핫스팟,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7.5 )

09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시장의 고철수요 및 가격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다양한 

분석이 있음

-  영국 선박 중개회사 Clarkson 社는 전 세계적으로 강세인 강철 수요와 장마철 철거작업 둔화를 고려할 때 고철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선박 중개회사 Allied 社는 현재 유조선이 재활용 산업에서의 강철공급을 주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외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및 컨테이너선 폐선량 부족, 코로나바이러스로 전반적인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함

●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각국의 봉쇄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재활용 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6월 28일부터 7일간의 봉쇄를 발표하고 선박재활용을 위해 정박지에 도착하는 폐선박에 대해서는 통관 

완료 이후 정박지 이동을 허가하고 있음. 현재 폐선 선주에게 안정적인 수준의 고철 가격을 제시하며 선박 철거 건수가 

증가함

-  인도는 7월 초 철강 가격 및 화폐(루피) 가격 모두 하락세를 보여 폐선 유입이 둔화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둘째 주에는 

빠른 속도로 회복 중임

-  파키스탄은 폐선 거래 건수 감소에도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해체 선박(고철) 가격은 ’20년에 비해 ’21년 두 배로 올라 조만간 LTD 당 6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이는 

2008년의 이후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 분석가는 이러한 ‘슈퍼사이클’이 ’21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함

선박재활용 시장, 코로나 이후 정상화 궤도 오르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7.8)

10

▲ 주요 선박해체국의 고철(Scrap) 가격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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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7일, 국제해운회의소(ICS)* 주최로 개최된 “Global Trade Webinar”에서 싱가포르 외교부 고위 

관료인 Chee Hong Tat 씨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에 효율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이 진행 중임을 밝힘 

*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1921년 런던에서 국제민간 선주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각국 선주 협회들이 설립한 민간기구. ICS는 UNCTAD, IMO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음(홈페이지: 

https://www.ics-shipping.org/)

●  프로토콜의 형태는 2020년 싱가포르가 개발한 ‘선원 교대 프로토콜’과 유사하며 국제 해운 산업에서 선원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산업계와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선원에 대한 우선 백신 접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국제 항만들이 선원 교대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원 교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였고, 당시에 싱가포르 항만청(MPA) 주관으로 코로나19 대응 효율적인 선원 교대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음  

●  현재 싱가포르 보건 당국이 접종을 허용한 백신은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 뿐이며, 다른 백신 접종은 

허용하지 않음. 또한, 싱가포르 당국은 백신의 특성(접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근무 형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백신이 접종되어야 함을 언급함

싱가포르, 코로나19 백신 선원 접종에 관한 프로토콜 개발 추진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7.8)

11

●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해상을 통한 유럽 이주 과정에서 최소 1,146명이 사망함

-  이는 ’20년 상반기(513명 사망)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자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내전 및 가난을 피해 

이주를 시도하다 보트전복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1951년 설립되어 현재 172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UN 산하 정부 간 기구임.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이재민, 

난민, 트래피킹 피해자 등에게 도움을 제공함

●  IOM의 국제이주에 대한 데이터분석센터인 GMDAC는 2021년 중부 지중해 (리비아-이탈리아)에서 741명, 서부 

지중해(아프리카 서부-스페인) 149명, 서아프리카 대서양(카나리아 제도) 근방에서 25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함. 

그러나, 난파선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훨씬 많은 수의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상반기 북아프리카 당국이 해상에서 적발하여 돌려보낸 난민은 총 31,5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비아는 송환 난민에 대한 억류, 고문이 의심된다는 정황이 있었음

해상을 통한 유럽행 난민피해 증가
(출처 : Reliefweb, ’21.7.14)

12

●  IOM 측은 불충분한 수색 및 구조(SAR, Search and Rescue) 활동으로 사망자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명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에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함

-  또한 안전한 이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UN “이주글로벌 컴팩트(GCM,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목표 

달성을 위해 SAR 활동 강화 및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경로 보장 등이 핵심이라 강조함

●  더 자세한 내용은 IOM 보고서(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에서 확인 가능함

   https://reliefweb.int/report/world/migrant-deaths-maritime-routes-europe-2021

●  기술 분야 ECONNECT Energy 社와 무탄소 선박 프로젝트 분야 Amon Maritime 社는 Azane Fuel Solutions

를 공동 설립하여 암모니아 연료 구현을 위한 벙커링 터미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항만식 및 부유식 벙커링 기반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항만식 벙커링 기반 시설은 산업용 항구 및 보급 기지에 구축되며, 부두를 따라 선박에 직접 벙커링 하거나 벙커링 

바지*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벙커링 저장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음

*  LNG 벙커링 바지: 바지선 형태(동력장치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해 이동되는 형태)로 선박에 LNG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장비

●  높은 유연성과 이동성을 보유한 부유식 벙커링 기반 시설은 일반적으로 선박이 기항지에 자체 벙커링 스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 암모니아 연료 전환 초기에 이상적이며, 정박 중인 선박의 벙커링에도 유용함 

-  Amon Maritime CEO, Andre′    Rishholm은 “해운의 그린 전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벙커링에 초점을 맞춘 Azane Fuel Solutions과 진행 중인 암모니아 추진선 프로젝트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 이라 

강조함

●  Azane Fuel Solutions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네트워크’로, 프로젝트 파트너와 함께 

암모니아의 생산에서 선박 연료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네트워크를 

개발 및 시연하여, 결과적으로 무탄소 연료로서 암모니아를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통, 저장, 이동 및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노르웨이 두 회사의 합작으로 최초의 암모니아 벙커링 
터미널 건설 착수
(출처 : Offshore Energy, ’21.7.16 )

13

▲ 암모니아 연료 가치 사슬 (출처: Amon Maritime/ECONNEC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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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비 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가 추가 원유감산 완화 정책을 8월부터 시행하기로 7월 18일 합의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하루 생산량을 40만 배럴 증산할 계획임

●  OPEC+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원유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유가 급락에 대응하고자 하루 생산량을 

천만 배럴가량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현 감산량은 하루 580만 배럴 

수준임

●  18일 타결된 OPEC+ 합의안은 당초 2022년 4월까지였던 감산 완화 계획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임

-  감산 완화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 모두 찬성하였으나, 동 계획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안에 대해 UAE는 자국 생산 쿼터를 늘리지 않는 이상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이후 UAE,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회원국의 2022년 5월 이후 생산쿼터를 수정하면서 타결함

●  이에, 내년 5월부터 하루 원유생산량이 163만 배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내년 5월 이후 기준생산량은 산유국 별로, UAE가 현 하루 316만 8000배럴 수준에서 350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러시아는 각각 현 1,100만 배럴에서 1,150만 배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기준 생산량도 동 

시점부터 현 수준에서 각각 15만 배럴 상향하기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나이지리아와 알제리도 기준 생산량 상향 조정이 

가능함을 언급함

●  한편, OPEC+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초대형유조선(VLCC) 시장에 숨통이 트였으나, 스크러버 없는 탱크선 시장은 

여전히 낙관하기 이를 것으로 전망됨

OPEC+, 원유 감산 완화 타결
(출처 : gCaptain, ’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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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20일 발행된 미국의 환경단체 Pacific Environment* 보고서를 통해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에 따른 CO
2 

배출에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상위 15개 회사가 발표됨. 1위는 미국의 월마트(Walmart)가 차지했으며, 이는 월마트 

제품이 선박을 통해 해상운송(육로운송 제외) 되면서 발생하는 CO
2
가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일 

많다는 의미임 

*  Pacific Envirioment: 1987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환경 보전 활동 수행(https://www.pacificenvironment.org/)

해상운송 기인 CO2 배출에 기여한 전 세계 상위 15개 회사
(출처 : FASTCOMPANY, ’21.7.20)

15

●  최근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적절한 소화설비 및 규제 미비와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중임(약 60일마다 화재 사고 발생, TT Club)

-  선원은 5년 주기로(5일) 소방 훈련을 수료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전문 소방관이 

개입해도 진화가 어려운 선박 화재 특성상 더딘 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한 피해가 초래됨

-  지난 5월, 스리랑카 근해에서 발생한 화학제 컨테이너선 ‘엑스 프레스 펄(X-Press Pearl)’ 호의 대형 폭발사고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컨테이너선 화재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을 야기함

●  위험물 신고서를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잘못 신고할 시 위험화물의 잘못된 적재로 화재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화물 

선별, 위험물 컨테이너 적재 확인 및 비상시 선원 대응이 화재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힘

-  화물배상 책임조합인 TT Club 社는 컨테이너 구조 특성상 인접 적재화물로 인한 연계 폭발 위험성을 언급했으며, 

화물사고 통보시스템(CINS)* 내 사고데이터 공유를 통한 예방대책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양기술 전문기관 Thetius 社는 위험물 적재, 신고서 등 선박 화재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으며, 

선주와 운영자에 대해 최소한의 프레임워크 준수를 요구함

*  화물사고 통보시스템(CINS, Cargo Incident Notification System)은 2011년 화물사고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설립되었고 글로벌 해운사(MSC 社, Maersk 社 등)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상선은 지난 2017년 가입한 

바 있음

●  최근 미신고 또는 오 신고된 화물확인이 가능한 도구도 개발 중이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

-  ’21년 7월 8일 두바이 제벨알리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오션트레이더(Ocean Trader)’ 호의 화재 사고 당시 

조기경보 시스템, 높은 수준의 항내 안전관리체계로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됨

-  다국적기업의 예로는 컨테이너 적재 전 오 신고된 위험화물 감지 및 선별을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인 짐가드

(ZimGuard)와 선박에 설치된 센서를 기반으로 온도변화, 연기, 가스의 존재를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한 노르웨이의 ScanReach 社가 있음

해상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 사고 동향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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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ific Environment는 대부분 회사가 자사 제품의 해상운송 물동량 및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개별선박 배출량과 제품 운송장을 

조합해 CO
2
 배출량을 산정했음을 밝힘 

-  조사 결과는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만 해당함으로 만약 특정 회사가 많은 제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하면서 해상이 아닌 

육상(트럭 등)을 통해 운송한다면 현 보고서의 통계로는 잡히지 않음
 

●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 중 일부는 제조업이 생산 공장을 자국으로 이동하여 해상운송량을 줄임으로써 선박 기인의 

CO
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며, 일례로 월마트(Walmart)는 ’21년 초 자국에 시설 투자를 통해 100 Billion 

톤의 배출량 절감 예상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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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해외고용청(POEA)*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항만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해외로 취업한 필리핀 선원의 수가 2019년 469,996명에서 2020년 217,223명으로 대략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해외고용청(POEA, 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t): 필리핀의 해외 채용 및 인력관리 

전반의 규정 등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https://www.poea.gov.ph/)

●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관(Officer), 실습생(Cadet) 등을 포함한 모든 직급 선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증가세였던 대형 유람선의 필리핀 선원 취업 수가 2019년 206,195명에서 

2020년 73,328명으로 대략 64%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급에 따른 감소를 살펴보면 상선 사관의 경우 2019년 97,400명에서 2020년 50,277명으로 대략 48% 감소하였으며, 

그 외 직급은 2019년 166,401명에서 2020년 93,618명으로 대략 44% 감소

●  국제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해운 부문에서 해상운송 물동량, 선원 교대 등 다양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국제적인 선원 송출 국가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는 상황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필리핀 선원 54% 감소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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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연료로서 메탄올은 취급이 용이하고 기반시설의 투자비용이 낮으며, 생산방법에 따라 질소산화물(NO
X
) 및 

황산화물(SO
X
)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메탄올은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며, 기존 선박 인프라 및 엔진을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으나, 낮은 에너지 함량 및 상대적으로 큰 용량의 탱크 등의 단점을 보유함

●  천연가스가 메탄올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메탄올을 

생산하고 생산 공정에 탄소 포집 기술이 적용된 경우, 메탄올은 100% 재생 가능한 연료로 강력한 미래의 대체 연료 

후보가 될 수 있음

●  해양 연료 선택에서 선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안전, 연료 가용성 및 미래의 환경 규제 요구 사항 충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선주들은 2050년을 대비할 대체 연료 결정에 직면해 있음

-  IMO는 IGF 및 IGC 코드에서 저 인화점 해양 연료 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는 해상 연료로 메탄올 사용에 대한 잠정지침을 채택하여 에탄올 및 메탄올을 해양 

메탄올, 저탄소 미래를 위한 잠재력 있는 해양 연료
(출처 : World Oil, ’21.7.28)

18

▲ 2050년까지 연료 사용률 예측(출처: ABS)

연료로 승인함. 현재 12척의 메탄올 연료 선박이 운항 중이며, 최근 10척이 추가 발주되었음

●  친환경적 생산 경로로 만들어지는 메탄올이 해양 연료로 사용되면 탄소 발자국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으며,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메탄올 해양 연료의 잠재력은 많은 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세계 1위 위성통신기업 인마셋(Inmarsat Ltd.)*이 영국 시각 7월 29일, 지구 정지궤도(GEO) 위성을 저궤도(LEG) 

위성 및 지상 5G 네트워크와 통합하는 고성능 솔루션 ‘오케스트라(ORCHESTRA)’ 솔루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함

-  연결(connectivity) 서비스의 통일화와 독보적인 복원력(resilience)으로 항만, 공항, 운하 등 위성 통신서비스의 수요가 

몰리는 지점에 초대용량 위성통신을 제공할 예정임

*  1979년 설립된 전(前)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의 일부 부문을 민영화한 사기업. 참고로, 해상 및 항공 위성을 

관장하는 현 정부 간 기구 ‘국제해사위성기구’는 IMSO(the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sation)임

●  ‘오케스트라’ 솔루션은 ‘다이나믹 메쉬 네트워크(dynamic mesh network)*’ 기술을 활용함. 즉, 5G 지상국

(ground station) 반경 안에 위치한 선박이 대용량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선박 간 통신도 

가능함

위성통신기업 인마셋, 미래형 위성통신서비스 
‘오케스트라’ 청사진 공개
(출처 : ShipInsight, ’21.7.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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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접속장치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기존의 무선 랜 기술과 달리, 다이나믹 메쉬 네트워크는 항만, 철도, 산간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선 연결 없이 무선 랜 인프라를 구축함

●  동 위성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연안 운항, 선원 긴급 안전 서비스, 정부 보안·전술 사설망, 항공사의 

자사 클라우드 직접 접속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해양 석유 채굴·시추 설비, 기업용 항공기·연안선, 

스마트 여객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의 신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해사 분야 디지털화와 모빌리티 시장 내 연결성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인마셋은 오케스트라 솔루션으로 탁월한 

연결성을 구현, 시장 우위 공고화와 저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  인마셋은 ‘오케스트라’ 솔루션의 초기 단계인 지상용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하고, 차후 150~175개의 저궤도 

위성군집을 운용할 계획. ‘오케스트라’ 솔루션의 초기 5개년(2021~2026년) 총 투자액은 미화 1억 달러로 예상됨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 GCMD(Global Center for 

Maritime Decarbonization)를 2021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MPA 신임 CEO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Lynn Loo 씨를 선임함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1996년 설립되었으며, 해사 안전 및 해양환경 

보전의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https://www.mpa.gov.sg/)

●  Lynn Loo 씨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에너지·환경 센터 책임자이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GCMD 이사회와 

협력하여 센터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참고로, GCMD 이사회 의장은 BW Group 社 회장인 Mr. Andreas Sohmen-Pao 씨가 맡음

-  ’21년 4월 21일, MPA는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계 기업 등과 ‘해상 탈탄소화센터’를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당시 대략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  MPA 신임 CEO Lynn Loo 씨는 GCMD를 이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매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

를 배출하는 해운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장 어려운 부문 중 하나로써 GCMD 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을 밝힘

싱가포르 MPA,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센터 설립 및 신임 CEO 선임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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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Bloom Energy와 삼성중공업(SHI)은 무엔진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구동 LNG 운반선을 개발하였으며, 

DNV의 기본설계승인(AiP) 및 미국 선급(ABS)의 신기술 사용 적합성 인증(NTQ)을 획득함

-  개발된 SOFC 추진 LNG 운반선은 자연 기화되는 LNG를 SOFC에 활용한 선박으로, 내연기관 및 관련 장치가 필요 

없는 혁신적인 기술로 알려짐

*  고체 세라믹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산화시켜 생성한 탄화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저탄소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두 회사는 2019년 연료전지 구동 선박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SOFC 구동 LNG 운반선에 대한 

DNV의 기본설계승인을 획득하였으며, 향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LNG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 및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SOFC 구동 LNG 운반선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미립자 물질 제거, 이산화탄소, 소음 및 진동 저감,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함

●  또한, Bloom Energy는 ABS의 신기술 사용적합인증(NTQ) 서비스를 통해 선박 대체 전력원으로서 SOFC 기술의 

잠재성을 검증받았으며, 상업화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확보함

삼성중공업과 Bloom Energy, 연료전지 추진 LNG 운반선 개발
(출처 : businesswire, ’21.7.30)

20

●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유럽국가는 선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사이프러스는 지난 6월 국적선 선원 4만 명에 대한 선착순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했으며, 시행일 당시에 수급 

가능한 백신을 이용하여 진행 예정이며, 추후 사이프러스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 선원에 대해 접종을 확대할 방침

●  벨기에는 선원 국적이나 선박 기국에 상관없이 Antwerp, Zeebruges 및 Ghent 항에 기항하는 선박 선원에 대해 

’21.7.26일부로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함

-  선원 5명 이상이 승선한 선박에 대해서만 접종이 이루어지며 벨기에는 유럽국가 중 최초로 자국 선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수행한 바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국적선에 승선한 선원에만 제한되었던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8월 2일부로 로테르담 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으로까지 확대됨

-  해당 조치는 총 10,000회분의 얀센 백신을 이용, 2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로테르담에 입항하는 유람선 및 요트 선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백신 자체는 무료지만 등록비, 투여, 보관 비용을 고려하여 선박 및 선원 당 175유로, 55유로의 

비용이 각각 부과됨

선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8.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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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기업이자 GMDSS* 서비스 운영사인 인마셋(Inmarsat Ltd.)이 지난 5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선박 조난 신고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 「해사안전미래 보고서(the Future of Maritime Safety report)」를 발간함

-  2019년 전 세계 상선대(commercial vessel fleet)의 증가(4.1%)에 따라, 2020년 조난 신고 건수도 2019년(761건) 

대비 증가한 총 73건 증가한 834건을 기록함

*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 협약에 따라, 해상 조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인공위성 중계, 디지털통신, 무선전화, 무선 텔렉스 등을 해상통신 체계에 접목한 제도

●  3년간 통계치 분석에 따르면, 탱크선 조난신고 건수가 어선 신고 건수를 제쳐, 조난신고를 가장 많이 한 선종으로 

드러남

-  탱크선 중에서도 연안 탱크선이 원양 탱크선에 비해 노후 선박이 더 많은 관계로, 조난신고 빈도 수도 더 높게 나옴. 

이에 반해 원양 탱크선은, 용선자가 요구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비교적 신조선이 배치되므로 조난 

신고 건수도 적었음

-  한편, 어선 조난신고 건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기국 차원에서 어선안전이 제고되어야 함

●  분석기간 동안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의 각 조난신고 사례도 꾸준히 지속되었음

-  동 보고서에서 벌크선 조난신고가 황해에서 뚜렷한 분포도를 보인 점과,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컨테이너선 조난신고가 급증한 점에 주목함

인마셋, 2018~2020년 선박 조난 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출처 : ShipInsight, ’21.8.6)

24

●  지난 8월 4일 개최된 미국의 해양 박람회 “Sea-Air-Space”에서 미국해안경비대(USCG) 소속의 부사령관인 

Adm. Linda Fagan씨는 IUU* 어업이 국제 해양 부문에서 해적 이슈를 넘어서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함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활동으로서 「illegal(불법)」은 국제 협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unreported(비보고)」는 협약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을 의미, 「unregulated(비규제)」는 국제 협약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의 어업 활동을 지칭하는 것

●  Fagan 씨는 미국의 해양 경비 업무에서 IUU 어업 활동 관련 업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해양 

주권의 문제이자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제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강화된 해결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미국 해양수산극지 이사회의 Constance Arvis씨는 전 세계 69개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행되는 항만국조치협정

(PSMA)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밝힘

-  항만국조치협정(PSMA,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09년 11월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4일 비준한 FAO 협정. 비준한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박이 불법 어업을 

하거나 불법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항만 당국은 입항금지 조치를 하거나 항구 서비스(하역, 환적, 연료·물자공급, 

정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Constance Arvis 씨는 건강한 어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강화된 이행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IUU 어업 활동을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을 밝힘

USCG, 해적보다 심각한 IUU 어업 활동 확산에 대한 경고
(출처 : SEAPOWER, ’21.8.4)

23

●  싱가포르는 1년 전 개발한 ‘싱가포르 선원교대 지침’과 비슷한 기조로 국제선원의 안전을 위한 ‘국제선원에 대한 

백신접종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선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와 국제적 노력을 촉구함

●  한편, 네덜란드, 벨기에, 사이프러스 및 싱가포르는 선원을 “핵심인력(Key Workers)”으로 지정하여 원활한 선원 

교대를 진행하고 있음

●  8월 9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0여 명의 저자와 14,000여 개의 개별 연구에 기반한 6차 

기후 변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됨

- 6차 보고서는 “인류가 대기, 바다 및 육지를 온난화 시켰다는 것은 명백합니다”라는 진술로 시작함

●  지난 10년 간 지구는 125,000년 중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 대기 중 이산화탄소(CO
2
) 농도는 2백만 년, 메탄(NH

4
)

과 아산화질소(N
2
O)는 80만 년만의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을 19세기 후반보다 약 

1.1℃ 상승시킴

●  특정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와 연관성 지적: 20년 전만 해도 특정 기상 이변이 온난화에 기인한다는 판단은 

불가능했으나, 최근 북미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폭염은 기후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2021년 IPCC 기후 변화 보고서: 다섯 가지 주요 결과
(출처 : Bloomberg Green, ’21.8.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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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UAE)는 “해상 난파선 및 선박 유기 방지”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원복지 개선을 위한 ‘Supporting our Blue Army’ 계획에 착수함

-  U.A.E.는 공공부문 내 다양한 투자환경과 역량 개발강화를 위한 “Excellence Program”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으로, 

프로그램 내 근로 복지 기준에 따라 해사 분야 선원복지 강화를 위한 계획을 착수함 

●  “해상 난파선 및 선박 유기 방지”를 위한 결의서는 군함을 제외한 U.A.E. 수역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선원 유기 보상을 강화하고 선원 권리 보호를 궁극적 목표로 함 

-  동 결의서 발효 시 선주는 선원 송환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비용에 대해 금융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보증받아야 함. 

또한, 선원을 유기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납할 경우 경고 및 시정을 위해 사법기관이 관여할 수 있음

-  U.A.E.는 자국 기항 선박 규모를 고려했을 때 동 지침이 수천 명의 선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원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 식량 및 의료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유기된 선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U.A.E.는 연간 

약 2만 척 이상의 선박이 기항하는 국제물류 중심지로서 선원을 핵심인력으로 지정하여 자국 내 선원 교대를 

허용하고 있음. 또한, 해상에서의 선원 유기를 막고 선원에 대한 권리를 사법체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외에도, U.A.E.는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선원 교대 및 백신 접종 활동과 

병행하여 선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U.A.E., 선원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이니셔티브) 착수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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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선원은 병원을 통해 신청할 필요 없이 영국 내 항만 주소 및 

우편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8월 16일 안내함

-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선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나, 영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원 본인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음

●  영국 NHS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으로 8주를 권장하나, 1차 접종 후 8주가 지나기 전에 영국 

항구를 출항해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접종 간격 단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힘

-  영국 해운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선원은 수 천 명으로 추산되며, 선주들 사이에서 선원 

백신접종 마무리를 위해 영국 출항 후 ‘8주’ 간격에 맞추어 다시 영국으로 입항하도록 운항 일정을 짜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선원 직무 특성 상 1차와 2차 접종 간격 중 한곳에 머무르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선원 백신접종 선두 국가 중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1차례 접종만으로 마무리되는 얀센 백신을 선원에게 주로 접종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얀센 

백신이 승인만 되었고 아직 배분 대상은 아님

●  한편, 국제해운회의소(ICS) 집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 선원 백신접종률이 10%를 넘었으며, 1차 접종을 포함한 

백신접종 선원이 우선 배치되고 있음

영국, 선원 백신접종 계획 세부지침 안내
(출처 : Lloyd’s List, ’21.8.16)

27●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 온도 반응의 불확실성 감소: 고대 기후 연구 및 진화된 인공위성 기술로 도출된 새로운 

모델링 기법은 산업의 배출물에 대한 대기 반응 추정치를 좁혀, 배출량 저감 조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그림을 인류에게 제공함

-  산업화 이전 대비 CO
2
가 2배 증가하면 지구 온도는 2.5℃에서 4℃ 사이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5℃에서 

4.5℃ 사이로 예측된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여 불확실성이 감소한 결과임

●  적절한 조치에 따른 지구의 변화: 배출량이 제로(0)가 되면, 온난화는 즉시 중단되고 수십 년 안에 온도가 안정화 

될 것이지만,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일부 효과는 수 세기 내에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따라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대응방안으로 메탄 배출 감축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제안됨

*  에어로졸 냉각효과: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로, 석탄의 검댕에서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태양광과 태양열이 우주로 반사되는 것을 막는 구름을 강화해 지구를 냉각시킴

●  IPCC 보고서는 모든 UN 회원국 정부와의 합의에 기반: 연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만장일치에 따라, 

IPCC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로 동 보고서를 발간함

●  영국의 해양해안경비대(MCA)*는 국제적으로 더욱 대두되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감축 차원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선박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규제 및 기술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  해양해안경비대(MCA, UK Maritime & Coastguard Agency) : 영국의 해상안전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기국 선박에 대한 다양한 환경 및 안전 규제, 그리고 보건 측면에서의 선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함

●  MCA 기관은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내 핵물질 해상 운송 코드 (Code of Safety for 

Nuclear Merchant Ships) 규정을 기반으로, 내부적인 기술적·법적 규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선박 

건조를 위한 시운전 절차 등도 검토하고 있음

-  원자력 선박 건조에 관한 최신 동향으로써, 2021년 3월 싱가포르 기반으로 2025년 건조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대형 선박인 “Earth 300 프로젝트” 사업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 선박은 전장 약 300m, 폭 

46m의 선박으로서 165명의 승객이 승선 가능한 규모임

●  MCA 기관은 원자력 추진 선박에 관한 규제 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영국 소속의 핵 추진 선박이 

없는 점, 그리고 향후 10년간 건조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자체가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본적으로 IMO 국제규제와 같은 기조로 관련 규제를 개발할 계획임을 밝힘

영국 해양해안경비대(MCA), 원자력 추진 선박에 관한 규제 개발 제안
(출처 : World nuclear news, ’21.8.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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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운 단체(BIMCO, ICS 등)에서는 ’16년부터 인도양 고위험해역(HRA, High Risk Area*) 규모 축소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HRA 해역을 축소하기로 합의함

-  축소된 HRA 해역은 예멘 영해와 소말리아 동부 및 남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괄하며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  HRA는 소말리아 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9월 도입됐으며 HRA 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선원대피처 

설치, 통항 보고, 보안요원 탑승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음

●  마지막으로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보고된 것은 2017년으로, 해운 단체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변하는 중동 해상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음

-  케냐는 그간 자국 해역의 HRA 지정에 따라 빚어진 관광객, 외국인 투자가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호소해왔으며 

최근 HRA 해역에서 케냐 해역이 제외됨

-  서아프리카 기니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가운데 하나이며 중동 국가 간의 분쟁도 해상운송에 있어 

위협요소로 인식되고 있음(’21.7.29일 이스라엘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 호가 무인 드론에 의해 공격당해 국제 

사회의 물의를 빚은 바 있음)

●  ICS 사무총장은 전 세계 지역 안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인도양 외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역축소를 결정하였다고 전함. 또한, BIMCO 사무총장은 최근 아라비아 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종류와 국적의 선박이 직면하는 각각의 위협에 대해 글로벌 표준 보안 

위협개념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함

소말리아 해적 소강으로 고위험해역(HRA) 축소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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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된 HRA 해역

●  미국 청정 대기 대책위원회(US Clean Air Task Force, CATF)의 보고서는 원자력에서 파생된 수소 및 암모니아 

등의 무탄소 연료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며, 전 세계적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함 

-  2018년 국제 해운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6%를 차지하여 국제 항공 부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해운 부문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면 부문 전체의 배출량은 2050년까지 3배가 될 것이라 

예측함

●  해운 부문의 무탄소 연료 공급망이 실용적이고 저렴한 연료 공급을 원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 가능한 전기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이 

가능한 화석연료와 더불어 원자력 기반 연료를 지목함

●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수소 기반 무탄소 연료는 다른 연료에 비해 기술적 및 경제적 이점을 보유하여, 미래 장거리 

운송의 무탄소 연료 공급 부족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함

-  기술적 및 경제적 이점: 소수의 집중 연료 공급 허브에 대한 현재의 의존도 완화, 원자력 기술의 높은 에너지 밀도, 

원자력 에너지의 높은 가용성, 고온 증기의 활용 가능성 등

●  미국 해양 정책 및 법규는 필요한 선상 기술, 연료 전환 및 단기적 탄소 감축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함

-  미국의 해양 정책과 잉여 원자력 인프라를 종합하면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으며, 원자력에서 

파생된 수소 기반 무탄소 연료 공급망의 개발 및 초기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무탄소 연료의 생산과 사용 기술의 개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원자력 무탄소 연료의 실증 테스트 지원 

및 적용 장려, 미국 함대 활용 방안 및 항만 배출량 감축 조치 등의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원자력 기반 무탄소 연료 
지지
(출처 : Nuclear Engineering, ’2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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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추진선 사용이 친환경 무탄소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면 전환 전까지만 한시적일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연료 

전환을 염두하여 설계·건조한 LNG 추진선이 선호 받고 있음

-  노르웨이 해양기술개발기업 호글런드(Høglund)의 티아고 브라즈(Tiago Braz) 부사장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신조선 구매자 다수가 미래 연료로의 전환 대비 및 비용 저감을 위해 더 내구성 있는 연료탱크 탑재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

●  벨기에 유조선사인 유로나브(Euronav)는 올해 7월,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개조 가능한 LNG 추진 신조선 네 척을 

1억 9,920만 달러에 구매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우고 드 스툽(Hugo De Stoop) 유로나브 최고경영자는 최근 자사 실적 발표에서, 암모니아 연료탱크로의 개조를 

염두한 갑판 보강 및 배관 시스템 배치 계획을 공개함. 추가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1,000만~1,500만 달러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임

●  발전소·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만에너지솔루션즈(MAN Energy Solutions) 2행정 엔진 부문 토마스 한센

(Thomas Hansen) 사장은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제조와 관련하여 암모니아로의 전환을 감안한 

연료탱크를 표준 연료탱크로 제조한다고 언급함

●  한편, 미래형 선박 연료로 암모니아가 주목받고 있으나, 암모니아 추진선으로의 전환 대비 작업이 쉽지 않고 

현재로서 투자정보가 너무 없다는 점이 시장의 중론임

-  영국 로이드선급 글로벌 가스 부문 파노스 미트로우(Panos Mitrou) 매니저는 LNG 추진선이라고 해서 암모니아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타 연료 추진선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추진선 구매를 고려할 때 LNG 추진선이 

지닌 장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NG 추진선의 경우 무탄소 연료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점과 바이오-LNG 혼합 기술 

및 탄소 포집·저장 기술 발전이 호재로 작용하여 더 선호 받고 있음

암모니아 추진선 전환을 고려한 LNG 추진선 선호
(출처 : Lloyd’s List, ’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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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항만(Smart ports) 시장은 2026년까지 약 23.9%의 연평균성장률 및 51억 달러(한화 약 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021년 추정치 17억 달러, 한화 약 2조 원)

-  항만개발에는 초기에 비교적 막대한 자본투자 및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통합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참여와 장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필연적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여짐

●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 스마트항만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항만들은 무역의 주요 통로가 

되는 장소에 위치한 중국,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연간 1,800만TEU 이상의 물동량이 

처리됨

-  이 지역의 항만은 주요 화물 운송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해마다 항만이 

증가하고 기존 항만도 확장되어 왔음. 또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 낮은 생산 비용, 수출주도 개발정책에 힘입어 

성장을 이뤄왔음

●  동 시장은 기술별로 절차의 자동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으로 세분화되며, 이중 사물인터넷

(IoT)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 될 것으로 보임

-  항만 운영의 디지털화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IoT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항만에서 이뤄지던 모든 물리적 

절차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원격 액세스에 도움을 줌

-  IoT는 항만에서 그간 사용된 전통적인 방식을 변화시키고 항만 내 교통, 오염, 안전관리 등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함

●  항만에서는 선박 간의 화물 적재 및 하역, 화물 보관 및 입고, 항만에서의 선박 보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작업이 수행되며 그 규모를 가늠해보아도 항만의 스마트화는 비용효율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글로벌 무역이 증가하면서 항만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와 

장비에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운영 최적화, 효율성 증진, 물류비용 절감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스마트 항만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스마트항만(Smart ports) 시장, 2026년 51억 달러 규모 
전망
(출처 : Business Wire, ’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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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인 회사인 Mintra 社*가 최근 미국의 Northeast Maritime Institute 

교육기관과 독점적인 계약을 통해 STCW 협약을 충족하는 완전한 온라인 방식의 선원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  MINTRA 社 : 에너지, 해운, 건설 부문의 근로 교육·훈련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부문의 

국제적인 회사와 제휴를 통해 직원의 역량 관리 및 기준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교육과정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9개 과정으로 e-Learning 방식으로 구성되며, 

미국의 해안경비대(USCG) 및 도미니카 정부 승인을 획득함

●  NEMO(NORTHEAST MARITIME ONLIN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과정에 접속할 수 있으며, Mintra 社 

영업 담당자인 Emmanolia Kolias는 국제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선원의 교육·훈련이 차질을 빚는 점과 그로 

인한 e-Learning 방식의 교육이 대두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완전한 온라인 방식의 선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함

-  Northeast Maritime Institute 회장인 Eric. R. Dawicki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선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이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미국 Mintra 社, 완전한 온라인 방식의 STCW 교육과정 
제공
(출처 : ShipInsight, ’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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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anol Insitute(MI)*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EU 탄소 감축 입법안(Fit 

for 55)과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온실가스(GHG) 배출 산정에 ‘well - to - wake’ 접근법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2021년 7월 발표한 EU 탄소감축 입법안에서는 연료의 전 과정(유정에서의 생산부터 선박에서의 배출까지, well -to-

wake)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를 산정하여 온실가스를 규제하고자 함

*  Methanol Institute : 1989년 설립되어 전 세계 메탄올 산업의 운송 협회 역할을 수행하며, 메탄올의 생산, 유통 및 

기술 업계를 대표함 

●  성명서에서는 선주에게만 책임이 부과되는 ‘tank- to- wake’ 접근법에서 연료 공급업체, 발전소, 항만 등으로 책임 

소재를 확대하는 ‘well- to- wake’ 접근법과 전 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 LCA) 방법론을 소개하며, 

진정한 탄소중립(Net Zero)을 실질적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함

Methanol Institute, 선박연료유 온실가스 분석에 ‘well -
to -wake’ 접근법 요구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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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선박브로커 깁슨(GIbson Shipbrokers)에서는 유럽 연합(EU)의 이니셔티브와 해운업계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계속해서 강화되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탈탄소화 요구사항에 따라 선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함

●  깁슨에 따르면,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 및 EU의 “해운 회사” 정의에 따라, 

선박 운영 의무가 기술 관리자에게 있더라도 용선자가 규정 준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항이 용선 계약에 

삽입될 것으로 예상함

-  EU ETS에서 해운 회사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부과하는 선박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장 또는 용선자 등의 모든 개인 또는 조직”으로 정의

-  EU에서는 “선박 회사는 계약을 통해 선박의 CO
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이 규정 준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

●  또한, EU ETS의 “상쇄의무(offsetting obligation)” 기준*을 설명하며, 5천 GT 이하의 소형 연안 선박 또는 EU 

역외에서 항해하되 항해 기간이 짧은 선박이 경제적일 수 있다고 덧붙임

*  EU ETS의 대상 선박은 5천 GT 이상의 선박이며, EU 역내 항해의 경우 배출량의 100%, EU 역외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50%를 상쇄하기 위해 ETS 크레딧을 구매해야 함

●  이어서, ETS의 규제물질은 CO
2
이나 FuelEU는 CH

4
 및 N

2
O를 고려한 총 GHG 배출량을 규제함에 따라, LNG 

연료와 EU 기후 목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모호함과 LNG 연료 규제에 대한 모순*을 지적함

*  EU에서는 벙커 연료에 대한 최소 과세 수준을 결정하는 에너지 조세 지침(Energy Tax Directive, ETD)에 따라, EU 

내에서 판매되는 LNG 연료에 대해 기존 벙커 연료 대비 1/3 할인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EU 의회 승인 이후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FuelEU에 대해, 897억에 달하는  업계의 추가 비용과 5억 2,170만 

유로의 관리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선주들이 직면한 규제부담이 어느 때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음

선박브로커 깁슨(GIbson) 社, EU 규제 강화로 선주 경제적 
부담 증가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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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현재 연료의 소비(연료탱크에서 연소까지, tank-to-wake) 단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2018)에서 채택된 단기조치에 따라, 연료유 전 과정 평가 도입 논의 

중임

●  또한, MI는 해운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친환경 연료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 접근법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에서 다음의 네 가지 정책 권장사항을 제공함

-  첫 번째, 정책은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따라 해운 배출량이 생산공정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의 전 과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규모의 혁신적이고 재생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함

-  두 번째, 탈탄소화의 책임은 전 해운 부문이 함께 부담해야 함

-  세 번째, 기후 변화의 임박한 위협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체 없이 지속가능한 연료의 정착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마지막, 정책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함

●  8월 30일 개최한 “International Safety@Sea Week 2021”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원 Chee 

Hong Tat 씨는 선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Seavax)*을 통해 싱가포르 항만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선박·항만 근로자에게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제공할 방침을 밝힘

*  SEA Crew Vaccination Initiative(Seavax) : 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MPA),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Singapore Food Agency(SFA) 및 Singapore Tourism Board(STB) 기관 

협력을 통해 시행하는 선원 백신 접종 계획

●  현재 싱가포르 항만 근로자의 대략 8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Chee Hong Tat 씨는 국제적 성격을 띠는 

항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제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항만의 안전 방역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함

●  싱가포르는 지난 7월 7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에 효율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프로토콜 및 

코로나19 대응 선원교대 프로토콜 개발(’20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강조함

-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국제 항만들이 선원 교대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원 교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였고, 당시에 싱가포르 항만청(MPA) 주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효율적인 선원 교대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한 바 있음

싱가포르, 30일 이상 체류 외국인 선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제공
(출처 : THE STRAITS TIMES, ’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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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SCORES 프로젝트*는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파력-풍력-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해양에너지 단지를 포르투갈과 벨기에 전역에 걸쳐 설치하는 범유럽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해양에너지 센터(DMEC) 주재 하에 기자재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진행하는 4,500만 

유로(한화 약 617억) 규모의 프로젝트로, EU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인구증가로 2050년 전 세계 연간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해상 풍력 및 파력 

에너지로 각각 230-440GW, 40GW의 전력 생산을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럽 확장형 해양재생에너지원(EU-SCORES, European Scalable Offshore Renewable Energy Sources)

●  EU-SCORE 프로젝트는 파력-풍력-태양열을 포함한 상호 보완적인 동력원을 활용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대규모의 전력생산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바람, 태양 에너지가 부족한 기간·지역에서도 파력 에너지가 전력을 보완하여 미래 전력생산 시스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전력 생산량 증가로 확보된 해양 면적과 이로 인한 수산, 해상운송, 환경 보호 기능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며, 결합된 해상 에너지원의 가치 정량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도 LUT 대학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이해관계자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프로젝트 개발자 및 기업들은 시연과 연구를 통해 다중 해양에너지 단지의 대규모 상용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다중 해양에너지 단지 상용화를 위한 EU-SCORES 프로젝트
(출처 : Seanews, ’21.9.2)

37

▲ EU-SCORE 프로젝트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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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S Markit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발생한 해운 공급망의 지연이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이를 최근 소비재 납품 지연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함

*  IHS Markit: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으로, 매월 제조업 경기를 예측하는 경제 지표인 구매관리지수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를 발표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운송 및 항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적 격변과 반등, 노동자의 부족 및 컨테이너 급증에 따라 운송 시스템이 

과부하 되어 공급망의 혼란이 악화되고 있음

●  해운 지연의 핵심으로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2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부품, 

해산물 등)를 지적하였으며, 광범위한 예방접종으로 시작된 경제 반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아시아에서 

출하되는 컨테이너가 매달 급격한 속도로 성장함

-  최근 미국 및 유럽 인구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하지 않고,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2020년 글로벌 GDP의 3.4% 감소와 비교하여, 2021년 글로벌 GDP 성장률이 5.7% 증가함

●  이에 따라, 빈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화물요금이 급등하고,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지연으로 육상 운송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었으며, 글로벌 운송 시스템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

-  수에즈 운하의 컨테이너선 좌초, 중국 항만 폐쇄, 미국 철도 중단, 베트남 및 중국 공장 폐쇄, 만재 컨테이너선의 누적 

등으로 전 세계 선박과 컨테이너선의 이동이 지연되고, 운송 용량이 감소함

●  결국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모든 산업계들은 단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 균형을 찾아가겠지만, 이로 인한 화물 요금 상승, 인플레이션 및 지연 등의 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IHS Markit, 해운 공급망의 지연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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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대 해운사인 NYK 社는 2022년 2월, 도쿄만에서 일본 중부 해안도시 이세까지 총 380km에 이르는 

항로에서 무인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할 예정임

-  해당 항로는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처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의 무인선박 시연은 세계 최초임

-  먼저 육상 지원센터에서 기상 상태와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선박에 전송 및 운용하게 되며, 문제가 감지될 시 

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선박 조종이 가능함

●  일본은 2040년까지 일본 연안 선대의 50%를 무인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일본 연안 유조선 선원 중 40%가 55세 이상으로, 급속한 고령화 및 노동력 수급 감소에 따라 무인선박의 개발 및 

연구가 가속화됨

-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시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60억 달러

(한화 약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니뽄재단은 자율운항선박 산업이 2040년까지 일본 경제에 

1조 엔(한화 약 10조 원) 상당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함

-  NYK 社 자회사 일본해양과학의 총지배인은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운용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산업 표준이 

개발되고 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해양 사고의 약 70%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은 

해양사고를 분석, 학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선박 안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일본 NYK 社, 무인 컨테이너선 시연 계획
(출처 : JDSUPRA,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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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YK 社, 무인 컨테이너선 시연 계획
(출처 : JDSUPRA, ’21.9.3)

 일본 최대 해운사인 NYK 社는 2022년 2월, 도쿄만에서 일본 중부 해안도시 이세까지 
총 380km에 이르는 항로에서 무인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할 예정임

▶ 해당 항로는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처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의 무인선박 시연은 세계 
최초임

▶ 먼저 육상 지원센터에서 기상 상태와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선박에 전송 및 운용하게 되며, 
문제가 감지될 시 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선박 조종이 가능함

 일본은 2040년까지 일본 연안 선대의 50%를 무인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일본 연안 유조선 선원 중 40%가 55세 이상으로, 급속한 고령화 및 노동력 수급 감소에 따라 
무인선박의 개발 및 연구가 가속화됨

▶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시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60억 달러(한화 약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니뽄재단은 자율운항선박 
산업이 2040년까지 일본 경제에 1조 엔(한화 약 10조 원) 상당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함

▶ NYK 社 자회사 일본해양과학의 총지배인은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운용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산업 
표준이 개발되고 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해양 사고의 약 70%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은 해양사고를 분석, 학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선박 안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자율운항선박 시뮬레이션 >

▲ 일본의 자율운항선박 시뮬레이션



1. 액체위험화물 격리여부, 이제 무료로 쉽게 확인하세요!

2. 신남방 최대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 해양 발전 돕는다

3.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추가 물류지원대책 마련

4.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5.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6.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7.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8.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

9.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10. 선박 온실가스 규제대응 위해 에너지효율 등급 미리 확인한다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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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필요여부를 웹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 

프로그램 서비스를 6월 1일(화)부터 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무료로 제공한다.

*  석유 또는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제외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액화가스, 액체화학품, 인화성 액체물질, 유해성 

액체물질)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여러 종류의 액체화학물질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창 손상으로 액체위험물이 

서로 혼합되거나, 인접한 화물창에 고온 화물이 있을 경우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운선사들은 

그간 외국에서 개발한 판별 프로그램을 통해 화물 간 격리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격리기준에 

따라서만 액체위험물별 화물창을 구분해야 했다.

그러나, 외국 판별 프로그램은 선사가 별도로 구입해서 이용해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사들이 참고하는 미국의 격리 규정(CFR 46*)과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목록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  미국 연방규정 중 미국해안경비대의 격리 규정 및 화물목록 

**  위험화학품을 산적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석유제품 및 유사한 인화성 제품보다 현저하게 화재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 및 인화성 이외에 환경유해성 등을 갖는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여 종의 산적액체위험물에 대한 격리 필요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판별 프로그램에서 화물 이름을 검색하면 그 액체위험물이 속해있는 그룹과 격리가 필요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특별요건이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화물 이름을 검색하면 격리 

필요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판별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누리집(www.komdi.or.kr)’

에 접속한 뒤, 정보광장 메뉴에서 ‘산적케미칼 격리 툴’을 클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판별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운선사 및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해운선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적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선사들이 판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액체위험화물 격리여부, 이제 무료로 쉽게 확인하세요!
-  6월 1일부터 선사 등에 판별 프로그램 서비스 무료 제공 -

01 참고 1    위험물 운반선 사고 및 화물작업 사진

▲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폭발 사고(’19.9)

▲ 여수케미호 화재 사고(’19.8)

▲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폭발 사고(’19.9)

▲ 화학제품운반선 화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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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월 3일(목) 오후 

1시에 부산-인도네시아 반둥 간 비대면으로 인도네시아 

해양과학 공적개발원조(ODA) 장비 공여식을 개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해양수산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래, 해양공동위원회 설립, 인도네시아 

치르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양국의 

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총 50억 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결과물로서 이번에 연구선 아라호 등 약 11억 원 상당의 

해양과학연구장비를 인도네시아에 공여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아궁 쿠스완도노(Agung Kuswandono) 

차관,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Mochamad Ridwan Kamil) 

서부자바 도지사, 이 그데 웬튼(I Gede Wenten) 반둥 

공대 부총장 등이 참석하며, 우리나라 부산에서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공여하는 장비 중, 해양연구선 아라호(12톤, 3

차원 수심측량장비 및 해저지층 탐사장비 탑재)는 지난 

1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항공기 추락사고 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현장 탐색에 투입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측은 외교서한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현지 언론 

에서도 보도하는 등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공여식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연구장비 공여 

증서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여하고, 인도네시아 해양 

투자조정부는 역량강화 교육, 해양과학 연구장비 제공 

등 협력활동에 대한 감사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양 국가가 해양과학 등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해양쓰레기 관리, 탈탄소 및 

블루카본 등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나가는 등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남방 최대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 해양 발전 돕는다 
- 해수부, 인도네시아와 해양과학 공적개발원조(ODA) 장비 공여식 개최 -

02

▲ 판별 프로그램 전체 화면

▲ 격리여부 판별결과 도출 화면 ▲ 화물별 격리표 조회 화면

▲ 화물목록 데이터베이스 검색 화면 ▲ 수심측량장비(멀티빔에코사운더) ▲ 해저 천부지층탐사기

▲ 관련 규정 원문 조회 화면

▲ 산적액체위험물운반선

■ 연구보트 아라호

① 규모: (전장) 12m, (톤수) 12톤

② 순항 속도: 20∼30노트

③ 승선인원: 12명(승무원 2, 연구원 10)

④ 주요 탑재장비: GPS, 레이더 등

 - 3차원 정밀 수심 측량 장비

 - 해저 지층 탐사 장비 등 운용

참고 2     산적액체 위험물의 격리여부 판별 프로그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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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월) 정부는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  (정부) 해수부 기조실장·산업부 무투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관세청     

(유관기관 등) KOTRA,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5. 21. 1차회의 개최)

●  임시선박 공급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복량 확대 및 물류비 특별융자 신설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 및 선복 확보난으로 물류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는 ① 선박공급 확대(39%), ② 운임 지원(33%), ③ 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된다.(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2020. 12.~2021. 5., 총 479건 분석)

*  ’20.12월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애로 접수 및 대책 지원을 위해 해수부·산업부·중기부, HMM, 무역협회·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무역협회 내 위치)

●  그간 정부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2020. 12.), ‘수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2021. 5.) 등을 마련하며, 

- 임시선박 투입 등 운송수단 공급량 확대,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운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번 ‘비상대응 TF’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❶ 국적선사 등과 협조하여 미주 항로 선박 공급을 확대한다.

     ■ 해수부는 HMM과 협의하여 7월부터 미주 운항 임시선박을 월 2회 → 월 4회 증편 투입

     ■ 7월 초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미주항로 운항*

        (온라인 물류 社(케이로지스), 무역협회, 철강협회 등 협업)

*  운항항로 : 마산항 → LA항 → 휴스턴항       

운항선박 : 다목적선 11,400DWT 내외(약 700TEU 규모 수준)      

대상화물 : 완제품,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❷ 미주 서안대상, 중소·중견화주 전용 선복량 대폭 확대한다.

     ■ 7월부터 HMM의 미주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화주 우선선적 선복량 1,000TEU 별도 배정

     ■ 6월 말부터 SM상선의 미주 서안항로의 중소·중견화주 선복량* 매주 30TEU 신규 배정

* 미주항로 정기선박 전용선복량(HMM+SM상선) : (기존) 400TEU/주 → (확대) 430TEU/주

 ❸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 물류비 특별융자를 신설한다.

     ■  무역진흥자금 2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 기업 당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연 1.5% 저리로 3

년간 제공)

<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 프로그램 >

 ▶ 융자용도 :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운임)

 ▶ 융자규모 : 총 200억 원(기업 당 3천만 원 한도)

 ▶ 융자금리 : 연 1.5%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등 상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참고

 ▶ 신청기간 : 2021. 6. 14.(월) ~ 2021. 6. 25.(금)

 ▶ 접 수 처 : 한국무역협회 누리집(www.kita.net) 온라인 신청

 ▶ 심사기간 : 2021. 6. 28.(월) ~ 2021. 7. 9.(금)

 ▶ 융자실행 : 2021. 7. 30. ~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공감했으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중견기업 선적공간 우선제공 등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비상대응 

전담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추가 물류지원대책 마련
① 7월부터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투입 (기존) 월 2회 → (증편) 월 4회 등 공급확대
②  중기화주 전용 선복량을 미주 향(向) 임시선박 1,000TEU 별도 배정, 
     정기선박 400 → 430TEU/주 확충
③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 원 규모 물류비 특별 융자 신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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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틸 알코올(이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6월 18일(금)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박 검사, 선박설비 형식승인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이며,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하여 81개국의 정부검사권을 

대행하고 있음

메탄올은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질소산화물(NOx)을 절감하는 연료분사기술이 개발 및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하게 되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상온 및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

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한,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에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

년에 외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이 건조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국적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한편, 에틸 알코올(이하 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향후 수요까지 대비하여 지난해 12월 ‘메탄올·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 지침을 반영하여 이번에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 유해성 및 구조강도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설계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 해수부, 메틸·에틸 알코올 연료 추진선박 검사기준 마련 -

04

■  운항 중인 메탄올 추진선박 현황

●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북미(파나마, 케이만아일랜드) 등의 선사(stena, Waterfront Shipping, Marinvest 등)

에서 20척 이상 건조 및 운항 중

■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 전망

●  Waterfront사(캐나다)는 메탄올운반선을 메탄올 연료추진선으로 지속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메탄올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메탄올 운반선 추가 건조 예상

●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고 대기오염 저감률이 비슷한 LNG를 대신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메탄올 저장시설은 2015년 기준 아래 그림과 같음(출처 : MI)

●  전 세계 운항 및 건조 중인 메탄올 추진선박 대다수가 메탄올 운반선으로 연료수급 기반시설이 불필요

참고 1     메탄올 추진선 건조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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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중인 메탄올 추진선박 현황(현대미포조선)
출처 : 클락슨

선명 선사 선종
톤수

(DWT)
기국 비고

N/B Hyundai Mipo 

Ulsan 2799

Nippon Yusen 

Kaisha (일본)
메탄올 운반선 50,000

Unknown

운용사 : Waterfront 

Shipping 

N/B Hyundai Mipo 

Ulsan 2796
Marinvest (스웨덴) 메탄올 운반선 50,000

N/B Hyundai Mipo 

Ulsan 2802
KSS Line (한국) 메탄올 운반선 50,000

N/B Hyundai Mipo 

Ulsan 2800
Meiji Shipping (일본) 메탄올 운반선 50,000

N/B Hyundai Mipo 

Ulsan 2798

Mitsui OSK Lines 

(일본)
메탄올 운반선 50,000

N/B Hyundai Mipo 

Ulsan 2797
Marinvest (스웨덴) 메탄올 운반선 50,000

N/B Hyundai Mipo 

Ulsan 2803

Nippon Yusen 

Kaisha (일본)
메탄올 운반선 50,000 Panama

N/B Hyundai Mipo 

Ulsan 2801
Meiji Shipping (일본) 메탄올 운반선 50,000 Unknown

※ Waterfront Shipping은 메탄올 생산업체인 Methanex의 물량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

참고 2    우리나라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 현황 참고 3     메탄올 추진선 및 메틸·에틸 알코올 저장탱크 사진

▲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추진선(노르웨이 ‘웨스트팔 라르센’사의 린단거(LINDANGER)호)

▲ ㈜메타넥스코리아(Methanex Korea)의 탱크가 있는 ㈜여수탱크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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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

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비상 상황 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 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

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하였다.

*  법 시행 이후 전국의 38개 항만하역업/예선업/줄잡이업/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2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라며, “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05 참고         항만운영협약 개요

■  (추진배경) ’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항만용역업체(줄잡이·고박) 작업 거부, 급유선사 동맹 휴업 등으로 수출입 

화물의 수송 차질 발생

●  항만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마비 시 물류가 멈추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 추진

■  (추진경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19.1.15. 공포, ’20.1.16. 

시행)

■  (추진방법) 평시에 일정수준*의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전국 무역항 항만서비스 업종별 등록대비 10% 이내(도선은 10~20% 이내)

● 비상사태(전시, 대형선사 도산, 재난 등) 발생 시 협약업체를 투입하여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 

■  (협약체결 대상 업종) 항만하역사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 업종

■  (협약체결 항만)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관리무역항은 제도 도입 및 안정화 이후 적용여부 검토 

■  (협약체결 기간) ’20.1.1~’21.12.31(2년)

■  (의무·지원)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인센티브(항만시설사용료 

감면)를 부여 받음

■  (협약체결 절차)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자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과제번호 80-3)】 

■  전시, 사변 또는 해운업체의 파산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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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6월 25일(금)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그간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2009. 11. 발효)」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가입)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하였다.

*  IUU 의심 선박의 불법어획물 반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어획물 적재 선박의 어획량, 어획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항만국 검색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①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였고, ② 기존 고시에 누락되어 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

을 전면 반영하였으며, ③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항만국검색 적용대상, 외국과의 협력, 항만국 지정, 항만이용, 검색 실시, 검색결과 사후조치, 항만국 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 해수부,「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06 참고 1      IUU 어업의 개요

■  IUU 어업의 개념

●  불법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통칭하는 개념임

*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수산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9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됨

-  FAO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중심으로 IUU 근절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도 도입되고 있음

*  IUU라는 용어는 ’97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FAO에서 ’01년 채택한 국제행동계획

(IPOA-IUU)에서 구체적으로 정의

* RFMO :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FAO의 IUU 국제행동계획상 정의

●  Illegal(불법) 어업

  - 허가 없이 또는 국내 규정을 위반하여 자국 관할 수역에서 행해지는 어업 활동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전관리 조치 또는 국제법 관련 규정 위반

●  Unreported(비보고) 어업

  - 국가나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 활동

●  Unregulated(비규제) 어업

  -  무국적 어선에 의해 행해지거나, 적용 가능한 보전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어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해진 어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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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항만국조치협정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EU IUU 어업 사무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IUU 어업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와 항만국조치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 및 항만국조치협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존 고시인 「수산물 적재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에 「항만국 조치협정」 주요 내용을 추가하여 「항만국 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기존 고시인 「수산물 적재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EU IUU 어업 사무국에서 우리나라의 IUU 어업 예방 및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항만국조치협정 규정에 대한 

입법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IUU 어업 근절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만국검색 적용대상, 외국과의 협력, 항만국지정, 항만이용, 검색실시, 검색결과 사후조치, 항만국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항만국검색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입항신고, 입항허가, 검색계획의 수립, 검색대상 결정 통지, 검색관 

지명, 보고서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명시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7월 5일(월)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2021. 7. 5.)

     - (참석)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지자체(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었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도 연이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아 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먼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나,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되어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하역사업자가 작업별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장비 간 혼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통제하지 

못해 사업장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하여,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2019. 1.~, 11개 지방해양수산청) ·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항만안전점검관 신설 등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수립․발표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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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제7조제1항(2021. 7. 5.)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계․노동계와 협의하며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대책】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전국 항만에 일제 적용

아울러,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안전관리체계 혁신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불량컨테이너 퇴출, 안전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항만사업장 상시 점검 및 안전기준 강화, 위험작업 집중 관리

사업자 정부 근로자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강화된 안전기준·작업절차 준수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안전 교육·장비 착용 의무화,

안전매뉴얼 준수

안전의식 제고, 항만 안전문화 확산 

▶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추진
과제

   ①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② 항만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③ 항만(항만배후단지 포함)  상시 점검체계 구축

▶ 항만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

추진
과제

   ①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②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및 안전 전담부서 신설

▶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

추진
과제

   ① 컨테이너 관리 체계 강화 

 ② 개방형(FR) 컨테이너 적재작업 안전성 확보

▶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
과제

   ① 항만출입자 안전교육 의무화

  ② 항만 안전문화 확산

▶ 항만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추진
과제

   ① 필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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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월 28일(수) 목포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26개 조선·기자재·해운 기업, 5개 공공·연구기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와 함께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사업’을 한국판뉴딜(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6월에는 ‘2030년 해운산업 리더국가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산·

학·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는 여객선·차도선·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연구개발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3년 3월까지 친환경 선박기술을 육상과 해상에서 실증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 시설을 목포에 구축하여 산·

학·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개발한 기술을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26개 조선·기자재·해운 기업과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 인력 교육* 후 지역 기업 취업 등을 지원하며 협력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턴제도, 산업현장 맞춤형 친환경연료선박 석·박사 전공 운영

한편, 현재 목포시를 중심으로 서남해권에서 통항하는 중소형 선박은 1천 1백여 척이며, 조선·기자재·해운 기업이 

150여 곳 이상이 모여 있어 무엇보다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 필요한 만큼,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친환경 선박 상용화에 

필요한 전기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선박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경제 진흥,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과 인구 유입, 해외 진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서남해형 친환경 선박 전환 성공모델, 그린뉴딜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
-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 체결 -

08 참고     관련 사진

▲ 이동식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추진 차도선(건조 예정)

▲ 친환경 연료 시험을 위한 테스트선박(구축 예정)

▲ 친환경 연료 육상 실증 센터(구축 예정,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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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참여하여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
2
)는 18만 6,500톤, 초미세먼지(PM2.5)는 335톤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여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  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 낮추고 참여율 제고 기대 -

09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추진배경

●  항만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연료 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항만미세먼지 배출량(부산, ’16) : 선박 5,159톤 / 하역장비 760톤 / 항만출입 화물차 700톤

** 선박저속운항 시 감소되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연료사용량 감소

■  저속운항 해역 및 선종 선정

●  (대상항만 및 선종)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서, 3천톤 이상 외항선 중 입출항 비중 및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
< 항만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종(’21.8월 현재)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 컨테이너선
● 자동차운반선

● 컨테이너선
● LNG운반선
● 자동차운반선

● 컨테이너선
● LNG운반선
● 자동차운반선

● 컨테이너선
● 자동차운반선
● 원유운반선
● 케미칼운반선
● 석유제품운반선

※ (감면율) 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30% 감면, 기타 선박은 15% 감면

●  (저속운항 해역)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로 설정

■  참여 인센티브

●  (항비감면) 미세먼지 저감량이 가장 높으며 선종 특성(스케줄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30% 감면, 기타 선박은 15% 감면

- 다만, 항만공사의 급격한 경영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별 상한액* 내에서 항비 감면 지원 

* 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5억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등 총 32.5억원

■  운영 및 검증

●  선사가 입항 시 선박별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준수 여부를 자동 

검증하여 선사에 공개

*  기존에는 해수부·항만공사가 직접 자료를 검증하여 차년도에 선사에 안내하였으나 8월 2일부터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사에 검증 결과를 즉시 공개

참고 1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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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외항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5일(수) 

국적선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계산한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18년 4월에 2050년 국제 

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2021년 6월에는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을 개정·채택하여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 

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하였다. 

*  IMO(International Martime Organization): 1948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해운·조선 관련 안전, 보안, 환경, 해상 

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며 

174개 회원국이 가입

**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
2
량을 계산 및 지수화한 값

이에 따라, 현존선은 2024년부터 운항거리, 연료소모량 등 1

년간의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매년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를 계산하여야 한다. 2019년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기준으로 2020년~2023년까지는 총 5%*를, 2024년~2026

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를 낮추어야 한다.

*  2020~2022년까지 매년 1%,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

선박소유자는 이를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박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을 통해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선박에는 

검증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에너지효율 등급이 

부여되는데, A, B등급은 평균 이상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며, 

C등급은 보통 수준, D, E 등급은 낮은 효율을 의미한다. 3

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을 받은 선박은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이후에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

*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SEEMP):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로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대상임

해양수산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이러한 규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규제대상 국적선 

684척의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계산하여 그 결괏값을 선사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선박탄소집약도지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적선 684척 중 

높은 효율인 A, B등급이 37.3%(255척), 평균 효율인 C등급이 

28.5%(195척), 낮은 효율인 D, E등급이 34.2%(234척)로 

나타났다. 특히 D, E등급 비율은 2015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서 높게(75.8%) 나타났는데, 이는 신조선에 대한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규제(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가 

2015년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의 설계 

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
2

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에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신조선에 적용

해양수산부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선박별 등급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개발한 계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9월에는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적 

선의 국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CO
2
)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해운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운업계가 온실가스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 온실가스 규제대응 위해 에너지효율 등급 미리 확인한다
- 국제항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규제 시행 대비 에너지효율 등급 사전 제공 -

10

항만명 저속운항해역의 범위 비고

인천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팔미도 등대(N37-21-29.8, E126-30-38.9)와 해녀섬(N37-21-42, 

E126-26-30)을 연결하는 선

 2. 해녀섬과 덕적도 끝단(N37-16-27, E126-06-17)을 연결하는 선 

 3.   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03-02, E126-21-02)을 

연결하는 선

 4.  팔미도 등대로부터 덕적도 끝단(N37-16-27, E126-06-17)과 풍도끝단

을 통과하는 지점(N37-03-02, E126-21-02)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

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여수항

광양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동도 등대(N34-44-36, E127-46-00), 죽도(N34-45-36, E127-

50-6)

 2.   금산등대(N34-42-37.2, E127-58-51.2), 지점(N34-34-5.8, E128-

06-57)을 연결하는 선

 3.   오동도 등대로부터 지점(N34-34-5.8, E128-06-57)과 소리도 등대

(34-24-42N, 127-48-00E)를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

는 해역

부산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륙도 등대(N35-05-28, E129-07-36)로부터 지점(N35-20-21, 

E129-24-1.5)을 잇는 선과 오륙도 등대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

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2.   생도등표(N35-02-13.7, E129-05-34.8)로부터 지점(N34-45-30, 

E128-52-05)을 잇는 선과 생도등표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

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부산항

(서측해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가덕도(동두말) 등대(N34-59-22.2, E128-49-44.6)로부터 지점(N35-

03-59, E129-13-17)을 잇는 선 

 2.  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지점(N34-43-09, E128-36-15)을 잇는 선 

 3.  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위 두점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

루는 해역

울산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매암부두방파제(N35-30-7.9, E129-23- 22.8)로부터 지점(N35-47-

40, E129-35-20)과 지점(N35-11-3.85, E129-16-57)을 연결하는 선

2.  매암부두방파제로부터 지점(N35-47-40, E129-35-20)과 지점(N35-

11-3.85, E129-16-57)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참고 2     선박 저속운항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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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제해사기구(IMO)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개요  

■  주요 내용

●  (EEXI) 4백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적·사전적 조치로 선박검사기관이 선박의 EEXI 충족 여부 확인 및 

에너지효율 증서(IEEC) 교부 후 운항 허용

*  EEXI 대상선박 : 총 1,084척(국적선 593척, BBCHP 491척) 

**  감축률 적용선박 : 벌크선 10,000톤, 가스운반선:2,00톤, 탱커선:4,000톤, 컨테이너선:10,000톤, 일반화물선:3,000

톤, 냉동운반선:3,000톤, LNG운반선:10,000톤, 로로화물선:1,000톤 등

 ⇒ EEXI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관출력 제한장치 및 에너지효율 개선장치 설치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

●  (CII) 에너지효율증서를 교부 받고 운항 중인 5천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운항적·사후적 조치로 CII 연간 감축목표를 

선박검사기관이 매년 검증

*  CII 대상선박(5천톤 이상) : 총 798척(국적선 349척, BBCHP 449척)

**  ’20~’22년(매년 1%), ’23~’26년(매년 2%), ’27~’30년(추가 논의 예정)

-  목표 달성도에 따라 등급(A〜E)을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선박*은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SEEMP)의 시정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후 운항 허용

* 단년도 E등급 또는 3년 연속 D등급 선박  

 ⇒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저속운항, 최적항로 운항,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선박 에너지효율을 높여 연간 CII 목표 

달성

■  연도별 조치사항

분류 적용대상 2023.1.1.  이전 2023 2024 2025 2026.1.1. 이전

EEXI
(기술적
조치)

총톤수 400톤 이상 국제

항해선박 중

선종별·톤수별 감축률 

적용 선박

2023.1.1. 이후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EEXI 충족, 만족 시 

IEEC 증서 발급  

- - 협약규정

재검토

* EEXI 감축률, 낮은 

등급 선박 강행 조치 

도입 필요성 등 검토

CII
(운항적
조치)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

SEEMP 개정 - CII 등급산정 CII 등급산정

↓ ↓ ↓

적합확인서 

(CoC) 발급
-

(단년 E등급 및 3년 연속 D등급 선박)

시정조치 계획 포함 SEEMP 개정 

및 주관청 승인

■  협약 개정·시행

●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적용을 위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채택*(’21.6.17), ’22.11.1 

발효 예정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승인(’20.11), 채택(’21.6.17) 및 발효(’22.11.1)

1)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

-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
2
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전(事前)적‘

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현존선 적용) 

- EEDI 2단계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2) IEEC(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 국제 에너지효율 증서) 

-  선박에너지효율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발급하는 증서로서 현존선은 ’23.1.1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EEXI 충족 

여부 검증 후 증서를 교부 받아야 운항 가능

3)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탄소집약도지수) 

-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
2
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事後)적’

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현존선 적용)

- 국제해운 전체 CII는 ’30년까지 40%를 감축하도록 목표 설정

4) 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

-  선박에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

5)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에너지효율설계지수) 

-  선박의 설계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
2
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事前)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신조선 적용) 

- 1999년∼2009까지 건조된 선박의 선종·톤급별 에너지효율 평균값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CO
2
 배출량을 감축 적용

※ (단계별 감축량) 1단계(’15~’19) 약 10% → 2단계(’20~’24) 약 20% → 3단계(’25~) 약 30%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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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컨’부두 전면 개발(2단계) 준설 

사업 준공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1년 하계 휴가철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 실시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 배후 지역에 물류 집적화 

부지 확보

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종합상황실 운영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추석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7.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 임곡항 등 방파제등대 4기 

확충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리도등대 111년 만에 무인화 

등대로…

국내 해사안전소식

Ⅳ
참고 2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한 친환경선박 사진

▲ 풍력추진 시스템(로터 세일)

▲ 풍력추진 시스템(윙 세일)

▲ 태양열 발전 시스템(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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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조감도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개장에 대비하여 부두 전면 항로구역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공사’가 6월 28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정인 서컨 2-5단계 부두 개장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착공한 이번 공사에서는 총 225억원을 

투입하여 791만㎥을 준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컨부두 전면 항로 수심 17m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수심 

확보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의 항행 안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항만개발과장은 “신항 내 전체 항로 수심을 17m로 확보함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박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부산항 신항이 세계 주요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반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신항 서‘컨’부두 전면 개발(2단계) 준설사업 준공

01

참고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23년) 개장에 대비한 전면 항로구역 수심 적기 확보

사업위치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전면 해역

사업내용 준설량 791만㎥(DL(-)6m→DL(-)17m)

사업위치 준설량 791만㎥(DL(-)6m→DL(-)17m)

공사기간  2019.06.27 ~ 2021.06.28. 총사업비  225억원

시 공 사  ㈜부경산업개발 건설사업관리자 ㈜서영ENG 외 1개사

■  추진경위

●  ’11. 7.           :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  ’13. 4. ~ ’14. 1.  : 증심(2단계) 및 2단계 항로준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18. 4 ~ ’18. 11.  : 개발(2단계) 준설공사 실시설계
●  ’19. 6 ~ ’20. 6  : 공사 시행(6.23 수로고시 결과통보, 6.28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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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연안여객선의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 등에서의 해상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항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선박 안전운항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어망은 청항선을 투입하여 직접 

수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 바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하계 휴가철 무역항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 불법어망 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천항내 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해수청, ’21년 하계 휴가철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 실시
- 불법어망 단속 및 연안여객선 통항로 집중 순찰 단속 -

0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 

7월 20일에 준공했다 밝혔다.

*  항만배후단지 : 항만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동 사업은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근린공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48.5만㎡(14.7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국비 452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 7월 20일에 준공되었다.

또한, 동 사업에는 도로를 비롯하여, 급·배수 시설, 오수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내에 입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배후단지 중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와 연접한 일부 부지(10.3만㎡, 3.1만평)에는 자동차 연관 업체의 입주를 우선 

추진하고, 이 외의 부지에 대하여는 지역 산업, 입주 희망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금회 준공한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기업들이 입주하면 연간 68천TEU의 항만물동량 창출과 연간 155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 활동 지원, 목포항 배후 산업 발전, 수출자동차 운송 관련 기업의 

편의성 증진 등 목포항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년 실적(목포항과 유사 규모인 울산항 기준) : 천㎡ 당 화물창출 효과 235TEU, 천㎡당 고용 창출 효과 0.32명

목포청 관계자는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남권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목포항이 대중국 및 동남아권 교역 증대에 대비한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신항, 항만 배후 지역에 물류 집적화 부지 확보
- 7월 20일,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준공 -

0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0개사, 343척)으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금년도 3분기(’21.6.1~8.31 기준)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리터(ℓ)당 345.54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신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ㆍ2분기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약 2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한 바 있다. 

인천해수청, 선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02

■  부산항신항 준설사업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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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개요 참고 2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조감도 및 전경 사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고하도 서측해역 일원

●  사업목적 : o a목포신항 배후단지에 수출자동차 야적장 추가확보 및 관련 업체 입주 등을 위한 단지 조성

●  사 업 량 : 배후단지 485천㎡, 지반개량공 1식

●  총사업비 : 45,160 백만원

●  사업기간 : ’15.3. ~ ’21.7.

■  추진현황

●  ’15.03. ~ ’16.03.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6.07. : 항만공사 시행고시 및 실시계획 공고

●  ’17.06. ~ ’21.07. : 공사 시행(48개월)

■  (사업효과) 자동차 14천대 야적(211천㎡), 업무편의시설 부지(115천㎡) 

■  계획평면도

※ 필지당 면적

① 104,066㎡ ② 103,374㎡ ③ 45,972㎡ ③ 45,972㎡ ③ 45,972㎡

⑥ 38,720㎡ ⑦ 9,412㎡ ⑧ 14,320㎡ ⑨ 11,593㎡ ⑩ 13,900㎡

⑪ 1,387㎡ ⑫ 1,332㎡ ⑬ 7,053㎡ ⑭ 3,509㎡ ⑮ 3,559㎡

■  조감도

■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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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 민간부두의 경비·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2021년 8월 11일부터 시범 

운영하여 각종 장비점검 및 시설보완 등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울산항 종합상황실은 울산항 민간부두(27개)의 CCTV(79개)를 연계하여 항만보안 및 감시체계를 총괄 지휘하는 

종합상황실로서, 기존의 경비종합상황실(울산항만공사 관리)이 국유부두에 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울산항 종합상황실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부두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울산청은 지난해 사업설명회(’20.1.22)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전기·통신공사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항만보안 

시설 확충) 약 25억 원을 들여 종합상황실을 구축(’20.12.30 준공)하였으며, 이후 장비점검 및 근무자(청원경찰) 

채용·교육 등을 실시하며 상황실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울산항 종합상황실은 항만을 통한 밀수, 밀항, 밀입국자 등 보안사고 및 테러 등의 발생 징후에 대하여 감시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민간부두 보안책임자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전파 및 협조 요청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울산해수청장은 “이번 울산항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울산항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항만보안 감시활동을 통하여 울산항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해수청, 울산항 종합상황실 운영
- 울산항 민간부두(27개) CCTV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항만보안 감시 -

05 참고    울산항 종합상황실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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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화)부터 9월 10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었으며,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기존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선원진정 발생 취약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적극 유도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중·소형 어선 항행안전을 위하여 포항시 동해면 임곡항·발산2리, 환호동 환호항, 구룡포읍 

하정1·2리항에 방파제등대 4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등대는 소형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끝단에 설치돼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한 출·입항을 돕게 된다.

이번 등대는 국비 약 3억25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직경 0.4m, 높이 약 9m 규모의 등대로 

야간에는 약 12km 해상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간조업 중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방파제 인지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어업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포항해수청장은 “어선의 통항 안전을 위해 관내 위해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상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해수청, 추석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8.17.~9.10., 4주간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06

포항해수청, 포항 임곡항 등 방파제등대 4기 확충
- 소규모 항포구 출·입항 여건 개선으로 해상교통안전 확보-

07

참고    포항해수청 방파제등대 4기

▲ 임곡항북방파제등대

▲ 하정1,2리항북방파제등대

▲ 환호항북방파제등대

▲ 발산2리항북방파제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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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1년 8월 30일 “소리도등대* 무인화 정비공사”가 준공되어, 소리도등대가 111년간 

등대원(현 표지운영)들과의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위치/최초점등일 : 전남 여수시 남면 덕포길 133번지 / 1910. 10. 4.

해양수산부는‘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에 따라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유인등대 13곳을 

무인등대로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무인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첨단 ICT 기술로 원격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소리도등대가 무인화되면 여수지역 유인등대는 오동도등대, 거문도등대 2곳만 남는다.

여수해수청에서는 무인화되는 소리도등대 부지 및 시설물 활용을 위해 여수시와 협업하여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해양문화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수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2022년 10월 

시설입주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장은 “소리도등대는 무인화를 계기로 단순한 등대의 역할을 넘어 국민과 더 가깝고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수해수청, 소리도등대 111년 만에 무인화 등대로…
- 소리도등대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 - 

08 참고    소리도등대

▲ 소리도등대 전체 전경

▲ 숙소 1동(문화 창작공간) ▲ 숙소 2동(해양문화 갤러리)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5.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9. 선박직원법

10. 선원법

1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법령 제·개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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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 3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불대장”을 “출납대장”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중 “수불대장”을 “출납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불자”를 “출납자”로 한다.

제4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매니폴드”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6) 중 “침로(針路)”를 “침로(針路: 선수 방향)”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안벽”을 “안벽(부두 벽)”으로, “잔교”를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로, “램프”를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로 한다.

   별표 4의 보안시설(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의 세부 기준란 제1호라목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보안시설(조명시설)의 세부 기준란 제1호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선석규모”를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의 규모”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명기되어”를 “명확하게 기록되어”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선석(船席) 규모”를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의 규모”로 한다.

제5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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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오니(汚泥)류”

를 “오니류(오염 침전물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밀성(水密性)”을 “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목 4)의 표 중 “수고압력”을 각각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수밀문(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으로, “수밀통로”를  

“수밀통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통로)”로, “수밀폐쇄장치”를 “수밀폐쇄장치(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폐쇄장치)”

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2)가)(1)(라) 중 “램프게이트”를 “램프게이트(경사식 진출입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1)

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원동기와”를 “[원동기와”로, “조향장치”를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2)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목 4)의 표 중 “수고압력”을 각각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 중 “거선(擧船)한”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 중 “경하(輕荷)상태”를 “경하[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 안의 청수(淸

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것]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중 

“시체스트”를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로, “빌지킬”을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로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후단 중 “명기한다”를 “명확히 적는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라목4) 전단 중 “개스킷붙이”를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붙이”로, “수밀강제덮개”를  

“수밀강제덮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강제 덮개)”로, “폰툰부선”을 “폰툰부선(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부선)”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FRP선체 건조를 할 때에 사용재료”를 “강화플라스틱

(FRP) 선체 건조를 할 때에 사용재료”로, “소형선박의 FRP선체”를 “소형선박의 강화플라스틱 선체”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절취재료시험”을 “잘라 낸 재료 시험”으로 한다.

  별표 15의2 제2호다목 중 “밸러스트흘수선”을 “평형수흘수선”으로 한다.

  별표 15의4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복원성 기준란 본문 중 “횡메타센타”를 “횡메타센터”로 한다.

  별표 24 제3호나목2) 중 “칭량”을 “측정가능무게”로 한다.

  별표 31 제2호나목 단서 중 “하이드로릭바란스”를 “하이드로릭밸런스”로 한다.

   별표 32 제1호가목 표 중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을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로, “예인삭 

연결용체인”을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으로, “예인훅”을 “예인용 고리(Hook)”로, “캡스턴”을 “캡스턴(예인용 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중 “예인삭”을 각각 “예인용 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예인훅”을 “예인용 고리”로, “예인삭”을 “예인용 줄”로 하고, 같은 목 4) 및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4) 중 “예인삭”을 각각 “예인용 줄”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1면 중 “용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로 하고, 같은 서식 8면 중 “1. 1. 1 

DSC 인코더”를 “1. 1. 1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로, “DSC 청수수신기”를 각각 

“DSC 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Ⅶ 표 중 “청수시간”을 “수신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6면 중 “DSC 청수수신기”를 각각 “DSC 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4면부터 6면까지 중 “명기된”을 각각 “명확하게 적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9면 중 “DSC 

청수수신기”를 각각 “DSC 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Ⅶ 표 중 “청수시간”을 “수신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면 제4호 표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DSC 청수수신기”를 각각 “DSC 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DSC 청수수신기”를 각각 “DSC 수신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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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용골(龍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을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단서 중 “유겔화제”를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사목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어유”를 “수산동물유”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안벽”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마목4)가)(1) 중 “선미종경사”를 “선미종경사(선미쪽으로 기울어진 정도)”로 하고, 같은 목 4)가)(3) 중 

“매니폴드”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만곡부”를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최소직경”을 “최소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4)바) 중 “육안검사”를 “맨눈 검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 중 “에폭시라이닝”을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에폭시 접착재를 대는 일)”으로, “F.R.P 라이닝”을 “F.R.P 라이닝(F.R.P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강화플라스틱 약품재를 대는 일)”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라목2)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적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7) 중 “노즐직경”을 “노즐지름”

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 중 “동점도(動粘度)”를 “운동점성계수”로 한다.

   별표 12 제3호나목1) 중 “선수단”을 “선수단[선수(船首)쪽의 끝점]”으로, “선미단”을 “선미단[선미(船尾)쪽의 

끝점]”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라) 중 “메타센타”를 각각 “메타센터”로 한다.

   별표 26 제4호나목5) 본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1)가)(3) 및 같은 목 1)라) 중 “성상”을 

각각 “성질ㆍ상태”로 하며, 같은 호 라목2)가) 중 “파이프내경”을 “파이프안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내경”

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2)라) 중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한다.

  별표 28의2 제3호다목 중 “경하중량”을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중량)”으로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별표 30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비고 제1호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20쪽 제7호의 7.4.1.2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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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의 개정)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자목 및 타목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모타”를 “모터”로 하며, 같은 표 제

3호다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제2호 중 “양묘기”를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로 한다.  

제15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선석(船席)”을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으로,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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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매니폴드(MANIFOLD)”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리벳”을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적재하여야”를 “적재해야”로, “총햇치선”을 “총해치선”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

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햇치선등”을 “총해치선등”

으로 한다.

   제17조 중 “양륙(揚陸)”을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참관하여야”를 “참관해야”

로 한다.  

   제27조제6항 후단 중 “수밀(水密)”을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로, “수밀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

를 제외한다)”를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수밀

화물적재함”을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수밀(水密)”을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밀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를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

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벽”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제19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돌”을 “굴뚝”으로 한다.

  제223조제1호 본문 중 “수밀(水密)구조”를 “수밀 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조제7호 신설).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3조의2 신설).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지정함(제23조의3 신설).

  마.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함(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877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7호, 2021.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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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遊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한 개발사업”을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개발사업을”을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음주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면허취소 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 운항자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1차례 거부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 받게 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측정 순응자와의 형평성 및 법적 제재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제재 강화를 위해 음주 운항자가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1회만 

불응하더라도 해기사 면허를 취소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5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선박직원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59호, 2021. 4.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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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음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하며, 

   또한,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86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

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 2021. 7. 16] [법률 제18286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3조 중 “여성선원에게”를 “여성선원이 청구하면”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112조제5항부터 및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부터 제11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제6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을”로, “수장하였을”을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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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제12호 중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96조를”로 한다.

제173조제1항제9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4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4의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제179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산업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업무 분장(제4조 및 별표 3, 제5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

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 및 산업혁신성장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에너지산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나.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ㆍ개편 및 인력 증원(제14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분야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 및 

전력계통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함.

     3)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석탄전원에서 친환경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폐지함.

     4) 수소경제 육성 지원 및 수소 안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함.

     5)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전지역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다. 개방형 직위 확대(제48조)

    국장급 직위 증가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를 6개에서 7개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931호(2021.8.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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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비상임심판관의 위촉·해촉 사무와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973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11조 중 “중앙심판원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통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통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고·통지 또는”을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로 한

다.

제76조제1항 중 “통고·통지 또는”을 “통지나”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주소를 모르거나”를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

달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고·

통지 또는”을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고·통지 또는”을 “통지나”로 한다.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심판원장”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73호, 2021. 9. 7,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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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바, 해양폐기물의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5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 

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8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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