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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명칭 ‘피마자 열매(BEANS), 박분(MEAL), 포마스(POMACE), 후레이크(FLAKE)’ 중 박분, 포마스, 후레이
크는 산적운송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조항 위치 변경

제7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3. IMDG Code*와 부속서의 개정
*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 개 요
●

통
 신작업반은 IMDG Code의 규정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별규정 적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 등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의 문구통일 등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다수의 국가가 지지함

● 회의명 : 제7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The 7th Session of Sub- 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7)
●

● 일시/장소 : 2021.9.6.(월) ~ 9.10.(금) / 원격회의

전
 문위원회는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특별규정 및 관련 IMDG Code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챠콜**의
특별규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기로 결정함

● 참가국 : 104개 회원국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해사안전소식

** 숯의 일종으로 챠콜 중 규정 적용이 면제된 비위험물 운송과정에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챠콜에 배정된

● 참가인원 : 24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650명 참석

특별규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18.9월∼)

4. IMO 안전, 보안, 환경 관련 협약조항의 통일 해석
●

1. 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 연료 지침서 개발

전
 문위원회는 IGC/IGF Code 일부에 대한 통일 해석이 Code보다 강화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일
해석보다는 Code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8차 CCC에 Code 개정안 제출을 요청함

* IGF Code(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가스 또는 저인
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코드

●

IGC Code 내 ‘덕트’ 용어 정의에 대해 회원국 의견(우리나라 포함)을 반영하여 통일해석안*을 마련하였으며,

●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선박의 임시안전지침’ 개발이 완료되어 제105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105) 승인 요청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승인을 위해 제105차 MSC에 제출될 예정임
* 전통적인 타입의 덕트 개념을 추가하고 가스밸브 유니트 룸(Gas valve unit room)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됨

예정
- 우리나라가 제6차 CCC(’19.9)에 제안한 ‘LPG 연료추진선박의 임시안전지침’은 회기 간 통신작업반 논의 → 제8차
CCC(’22.9) 지침 개발 → 제9차 CCC(’23.9) 지침 개발 완료 → 제107차 MSC(’23.12) 승인 계획
●

제
 104차 MSC(’21.10)에 제안된 ‘암모니아 연료규정 개발 시 고려사항’의 결정사항에 따라 회기 간 통신작업반에서

5. 2개년 과제 현황보고 및 차기 회의 잠정 의제
●

전
 문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간 제약 및 업무 과부하 등으로 회의 기간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국
의견을 요청함

암모니아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개발하여 제8차 CCC 논의 예정

* 전문위원회 회의 기간을 5  →  8일로 연장하되, △ (1안) 하위 작업반 E&T를 현행과 동일하게 전문위원회 종료 후 개최
●

IMO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수소, 암모니아) 안전지침 개발을 위한 작업반 계획이

하는 방안 또는 △ (2안) E&T를 전문위원회 기간 안에 포함하여 병행하는 방안

수립됨
- 1안에 대해 다수 회원국이 지지함(우리나라 포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운영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승인을
위해 제105차 MSC에 제출 예정임

2. IMSBC Code*와 부속서의 개정
* IMSBC Code(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

지
 난 제33차 E&T**에서 채택된 ‘IMSBC Code의 피마자 제품에 대한 개별화물 일람표 개정***(대한민국 제안)’

6. 임원 선출
●

전
 문위원회 의장으로 Ms. Mary Anne Adams(마샬 아일랜드), 부의장으로 Mr. David Anderson(호주)이 선출됨

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제35차 E&T(9.13~9.17)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
** E&T(Editorial and Technical Group of the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 CCC
전문위원회 하위 편집기술 작업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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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Global Warming Potential): CO2 1톤 대비 다른 온실가스 1톤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 한 값이
며, 온실가스는 대기 잔류기간에 따라 온난화 영향이 달라짐

제9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

** GWP 20의 값이 GWP 100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온실가스가 대기에 잔류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나, 단기간
지구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함
●

I. 개 요
● 회의명 : 제9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ISWG-GHG 9)
● 배경 : IMO는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이행을 위한 연료유의 생산·이송·연소 全과정 평가지침서 개발 등에 관해
작업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 연료의 생산·이송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계수
●

(내용) 구체적인 배출계수 및 계산 방법을 제안한 문서는 없으며,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자는 내용
(노르웨이 등)과 공식 작업반에서 논의하자는 내용(EU)이 제안됨

●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앞서 개최하는 작업반 회의

해사안전소식

*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
**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 선박온실가스 관련 의제에 대한

(결과) 지침서에서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GWP100을 사용하되, 비교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GWP20을

(결과) 전문가의 과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구성 및 세부 계산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논의의제 : 연료유의 생산·이송·연소 全단계에서 온실가스 측정방법,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메탄
배출량 계산방식 등 논의

4. 선박연료 연소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계수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

생산연도(모델)까지 고려할 것을 제안함

대비 28배의 온실효과가 발생함

(내용) 대다수 회원국은 이산화탄소 등 3종*을 온실가스로 간주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블랙카본**(BC)도

- 바이오연료의 경우 연료 생산단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경우 노르웨이 등은 선박배출 CO2량을 제로로 하자고 주장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3종의 온실가스를 고려함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 LNG의 주성분인 메탄 중 일부가 엔진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채로 대기 중 방출되는 현상이며 메탄은 이산화탄소

1. 국제해운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온실가스 종류
●

(내용) 노르웨이 등의 회원국은 메탄슬립* 발생량 계산에 사용되는 배출계수 개발 시 엔진타입(제조사 등)뿐 아니라

는 반면, EU는 현재와 같이 실제 선박에서 배출하는 CO2량으로 하자고 주장함
●

** 극지 운항선박의 중질유 사용으로 BC의 빙하 착색 등으로 인한 온난화 효과를 고려하여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결과) 메탄슬립 및 바이오연료 계산 방법 등 회원국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합의 및 결정사항은 없으며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함

900(CO2의 GWP=1)으로 산정(환경단체 자체보고서)
●

(결과) 지침서 범위는 IPCC*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온실가스 물질로 한정하되, 블랙카본 적용 여부는 향후

5. 선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제어방안

논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

(내용) 캐나다 및 노르웨이는 선박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를 위해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화물창 내
압력제어설비 설정값을 상향하자고 제안함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정부 간 국제협의체

- 육상터미널에 대해 IMO의 직접적인 규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육상시설은 제외하고 탱커선의 설비 변경으로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배출 최소화 방안을 제안함

2. 지구온난화지수(GWP) 적용방안 결정
●
●

(내용) 회원국 및 환경단체는 지구에 2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지수 GWP*20과 100년 동안의

(결과) 선박에서의 규제 방법 및 협약 이행·개정사항 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PPR(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로의 의제 이관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함

GWP100 사용을 각각 주장함
- (환경단체) 메탄, 블랙카본의 경우 GWP100에 비해 GWP20이 크므로** 단기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GWP20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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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제71차 기술협력위원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IMO 전략계획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ITCP
지표개발 작업반 개설
-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대륙)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체화*하였으며 제72차 기술협력위원회에서 작업반 재개
설하여 추가 논의 예정

I. 개 요

* 기존 지표에 지역(대륙)별 성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를 삽입하는 등 양식 수정·보완

● 회의명 : 제71차 기술협력위원회(The 71st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 71)

전략계획

● 일시/장소 : 2021.9.20.(월) ~ 9.24.(금) / 원격회의

ex) S DG5(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해사 분야 여성 활동 강화

● 참가국 : 72개 회원국

기존 지표
■ 해사 분야 여성 취업자 수

변경 지표
■ 해사 분야 여성 취업자 수

● 참가인원 :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 등 총 240명 참석
해사안전소식

(표 없음)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통합기술협력사업(ITCP*)

4. 2016∼2019 ITCP 활동 평가

* ITCP(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통합기술협력사업
●

●

사무국은 2016∼2019년 ITCP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회원국 의견수렴

사무국은 2020년 ITCP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콜롬비아는 통신작업반(TC 70) 결과인 ‘ITCP 지식정보 관리 및

ITCP 활동 평가 발표 개요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보고 양식**’을 회원국에 소개

▶ (평가근거) 기술협력 기금(TC Fund)의 운용규칙(TC.1/Circ.73)에 따라 4년 주기 시행

* ITCP를 통해 습득한 지식·정보의 관리 및 전파·보고를 위한 양식

▶ (평가주체) IMO 내부감사·윤리실(IOEO, Internal Oversight and Ethics Office)
▶ (주요내용) ’16∼’19년 ITCP 활동사항을 6개 평가기준(① 연관성, ② 일관성, ③ 효용성, ④ 효율성, ⑤ 영향

-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통신작업반 결과를 지지하며, 위원회는 ITCP 지식정보 관리 등 세부 논의를 위한 통

성 및 ⑥ 지속성)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사항*을 제시

신작업반 재개설(’22년) 승인

* ① 소규모 기술협력 활동은 일관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 ② 사업별 예산할당 시 명확한 기준 필요, ③ ITCP 활동

2. 자원 동원 및 협력관계
●

우리나라는 IMO 파트너십을 통해 2021~2024년에 걸쳐 진행되는 “GHG SMART PROGRAMME”*의 경과

참여자로부터 IT기반 피드백 필요 등
●

ITCP 내 권고사항 반영 등 세부 사항을 제72차 기술협력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소개 및 회원국의 관심·참여 요청
* Green House Gas-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Training PROGRAMME : 개도국의 온실가스(GHG) 감축
역량 강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5. IMO 기술협력사업의 개편 및 장기 전략
●

●

사무국은 ITCP 회원국 담당자(NKPO**) 지정을 독려하였으며 우리나라 포함 다수 회원국이 지지 표명

사무국은 ITCP 효과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10년(’21.~’30.) 전략’을 개발하고 제32차 IMO 총회(’21.12.) 채택을
위한 위원회 승인 요청
목적 및 주요 내용

** NKPO(National Knowledgement Partnership Officer) : 장기 재원마련 및 기술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
원국별 업무 담당자(’21.9. 현재 34명 지정)

▶ (목

적) IMO 회원국의 해양정책 개발·구현 및 협력 지원

▶ (주요내용) ① IMO 내부 조직 개혁·간소화, ② 회원국의 해사분야 발전 지원, ③ 지역 주재소 운영방식 향상,
④ 글로벌 교육·개발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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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회원국의 지지 표명에 따라 위원회는 동 전략의 이사회 상정(’21.11.)을 승인하고, 전략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04

제72차 기술협력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을 결정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
6. IMO 지역 주재소 및 협력
●

사무국은 IMO 지역 주재소 추가 설립을 포함한 개편*(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포함 다수 회원국은 지역

I. 개 요

주재소 유치국가의 선정, 역할, 예산 등 세부 검토 필요성을 제기
* 지역 주재소 확대 개편(現 3→8개)에 따른 중장기 재정영향, 비용분담 방안 등

● 회의명 :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The 104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4)

- 사무국은 지역 주재소 확장 시 회원국의 추가 기금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며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추가 검토 예정임

● 일시/장소 : 2021.10.4.(월) ~ 10.8.(금) / 원격회의

을 언급

● 참가인원 : 115개 회원국, 55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1,028명
해사안전소식

7. 역량강화: 해사 분야 여성 영향력 강화
●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사무국은 해사분야 여성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IMO 회원국 및 다양한 여성협회*들의 활동 현황(워크숍, 교육·훈련
등)을 소개함

1. 강제협약 개정안 검토·채택

* △ WIMA(Womenin Maritime Association, 세계해사여성협회), △ WMUWA(WMU Women Association,
WMU 여성협회), △ MAMLa(MAMLa Network, 라틴아메리카 여성네트워크)

●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및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 다수 회원국이 지지함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및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모든 선박에 적용하기로 결정함

●

다수 회원국의 지지에 따라 의장은 ‘해양 여성의 날’(5.18, IMO 공식 기념일) 지정안을 차기 IMO 이사회(’21.11.)

* 손상복원성 계산 시 침수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치하는 수밀문의 요건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힘

●

●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8. 2022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일치시킴(원격조작 미닫이형 수밀문 + 여닫이형 수밀문 추가)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 시험 기준 승인) 전폐형, 부분폐형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위한 환기장치 요건에 관한
개정안을 MSC 106차에서 승인하고, 2026.1.1.부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 회원국이 지지함에 따라 現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해 ’22년까지 1년 연임을 승인함
※ 現 의장 Mr. Laurent Parenté(바누아투) 및 부의장 Ms. Mandana Mansoorian(이란)은 ’19년에 선출되어 2번째 연

2. 내항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표준규정(Model Regulation) 개발

임으로 최대 4번까지 연임 시 ’23년까지 의장직 수행 가능
●

작업반에서 업데이트한 표준규정 초안 및 작업계획이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결의서는 MSC 105차에서
채택될 예정임
- 일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조항은 위원회 승인 뒤 진행될 Explanatory Manual 개발 과정에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합의됨

3.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
●

위원회는 제1차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 유지보수감사(2018년) 시 식별된 IACS 선박구조규칙 부적합사항 및 DNV
GL 선박구조규칙의 재검증감사 시 식별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들이 교정되고 해당 규칙들이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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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연료 연소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계수
●

‘해적행위 예방 및 진압,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결의서 A.1069(28)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
결의서 내 EU의 CMP* 시범사례 추가에 대한 비공식 작업반을 개설해 논의 결과를 총회에 제출하기로 함

05

제10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

* CMP : Coordinated Maritime Presences, EU의 국제해양안보를 위한 함정 및 항공기의 해상주둔 및 활동
●

I. 개 요

국제해운회의소(ICS)의 아덴만 고위험해역(High Risk Area) 범위변경과 새로운 위험평가 방식 도입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지지함

● 회의명 : 제10차 선박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ISWG-GHG 10)

5.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
●

● 배경 : IMO는 온실가스 단기 감축조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중·장기 감축조치**에 대해
작업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함

코로나와 관련하여 증서발행 조치 종료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GISIS 모듈에 각 회원국의 조치사항을 담을

●

으며, ’23년부터 시행 예정
**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부과 제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2인 이상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원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 여부를 포함해서, 일반상선에
other personal이 승선하는 경우의 교육/훈련 사항을 HTW 8차 회의에서 논의하여 MSC 105차에 제출하도록
결정함

● 논의의제 :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 이행을 위한 지침서 추가 개발, 단기조치 영향평가 개선사항 발굴, 중·장기조치
개발 착수 등

6.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

해사안전소식

*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1.6. MARPOL을 개정하여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 CII)를 도입하였

수 있도록 조치 예정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장 및 관련 IMO 문서 개정이 승인되었으며 MSC 105차에서 채택 및 2024.1.1.일 발효 예정임
*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전세계 해사 조난 및 안전시스템
- 현존/향후 개발될 해상통신기술을 선박에 도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작업으로서, 현존 선박에 추가/수정 탑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무선통신 및 통신설비 관련 IMO 문서 개정안 승인) ’12년부터 실시한 GMDSS* 현대화 작업에 따른 SOLAS IV

1. 선박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조치 개발
●

(내용) MEPC 76차에서는 중·장기조치 논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3년 이전에 중·장기조치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재되어야 하는 설비는 없음

중·장기조치 작업계획
■ (1단계) ’21.봄∼’22.봄까지 회원국들의 중장기조치 제안을 목록화하여 식별

7. 작업계획(Work Programme)

■ (2단계) ’22.봄∼’23.봄까지 식별된 제안된 중장기조치 후보조치 식별
■ (3단계) 선별된 조치에 대한 영향평가, 협약이행 체계 구축 및 이행일정 수립

●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개발’을 MSC 105차(’22.5월) 회의부터 정식의제로 상정하고
작업반에서 세부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논의를 ’25년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함
- 첫 번째 작업으로 MASS 운항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개발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MASS 협
약을 개발하기로 함

●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코로나 상황으로 검사원이 직접 입회하지 않는 원격 선박검사 시행 중이나 관련 국제적
기준 및 지침 등이 부재하여 우리나라에서 신규 지침 개발을 제안함
- 원격 선박검사 및 심사(ISM, ISPS)에 대한 신규 지침 개발 작업이 승인되었으며, ’24년 완료를 목표로 III 8(’22.8)에
서 작업 진행 예정임

-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일정한 부과금을 지불하는 탄소세 규제를 도입하고, 부과금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
제해운 탄소중립에 기여
* (제안국가) ICS 등 선주단체와 마샬·솔로몬이 제안하였으며, 마샬·솔로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100달러
의 부과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100달러는 벙커C유 1톤 당 약 300달러의 부과금에 해당하며, ’21.9. 기준 벙커C유
1톤 가격은 약 550달러로 연료가격이 155% 증가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 선박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허용량 초과 선박은 시장에서 배출권 구매, 배출량이 적은 선박은 배출권
을 시장에 판매
* (제안국가) 노르웨이가 제안하였으며, 허용량 대비 배출량이 적은 선박은 배출권 판매가 가능하여 대형선사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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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며 중·소형선사의 퇴출을 유발할 수 있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연료유 온실가스함량 제한) 개별 선박의 연료유 온실가스 배출함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한 함량 초과 시 페널티

* MEPC 76차는 단기조치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데이터 부족 및 시간 제약으로 일부 항목에 대

부과

●

한 영향을 분석하지 못함

* (제안국가) EU, 미국, 노르웨이가 제안하였으며, 저탄소연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EU, 미국) 단기조치 영향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향후 중·장기조치의 영향평가

(결과) 구체적 중·장기조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나지 않았으며 차기 회의에서 발전된 제안사항을 고려할 예정임

- (개도국) 완료되지 못한 단기조치 영향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마무리하고, 기존 평가항목을 영향평가 절차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제안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함

2. 탄소집약도지수(CII) 가이드라인 제·개정 방안

●

(결과) 단기조치 영향평가 방법론 검토를 위한 특별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MEPC 79차까지 교훈사항 학습을
완료하기로 합의함

●

(자발적 제출데이터)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시범 CII*에 대하여, 기존 CII와 같이 의무적 검증방법 적용이 필요한지
- 특별전문가 워크숍(Ad-Hoc Expert Workshop)은 ’22년 2월 셋째 주(2.14.~2.18.)에 이틀간 진행 예정이며,
해사안전소식

여부를 검토함

자세한 사항은 회람 서한(Circular letter)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탄소집약도지수 이외에 선종별 운항 효율성을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추가 검

토를 목적으로 제출하는 시범 지표
- (결과) 시범 CII에 대하여 기존 CII 검증방법과 동일한 의무적 검증 적용
●

(선종·톤수 변경) 선박개조 등을 통해 선종이나 톤수가 변경될 경우 CII 계산을 위해서는 1년간 데이터가 필요하며,
선박운항효율지수(CII) 와 선박효율 등급을 산정하는 방안 논의
* 선박 개조로 선종 및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데이터는 CII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제 미이행 선박이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선종, 톤급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도 회피가 가능함
- (결과) 선종 및 톤수 변경 시, CII 산정 방법을 협약 개정이 아닌 관련 가이드라인(데이터 검증 및 산정 가이드라
인 등)에 명시
●

(CII 보정계수) 화물 및 운항 특성상 과다한 감축이 요구되는 선종·선박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특정한 조건(황천운항, 빙하지역 등)에서 선박별로 보정계수를 적용할지 선종별 보정계수를 일괄 적용할지에 대
한 결정이 필요함
* 특정한 조건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운항 조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특정 조건을 증명하는 객

관적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결과) 보정계수 관련 사항은 보정계수 가이드라인(G5)에만 명시*하고, CII 산정 가이드라인(G1)에 따른 CII 산
정 시, 이를 적용(선박별 적용)
 정계수의 선박별 적용이 아닌 선종별 적용을 위해서는 기준선(G2) 및 등급 부여(G4)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
*보
요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함

3. 영향평가 절차의 개선사항 식별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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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부기관(NGO)에 대한 IMO 자문지위 부여

제34차 특별이사회

●

4개* NGO에 IMO 자문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고, 일본,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한 ‘환경보호
기금(EDF**)’은 의장의 제안대로 회기간 작업반을 개설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
* △ 국제풍력선박협회(IWSA), △ 곡물거래업협회(GAFTA), △ 선박평형수설비제조협회(BEMA), △ 글로벌테스트넷
(Global TestNet)

I. 개 요

** 환경문제(지구온난화, 생태계 복원 등)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67년, 미국 소재)된 환경보호단체

● 회의명 : 제34차 특별이사회(The thirty-thre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4)
● 일시/장소 : 2021.11.8.(목) ~ 11.12.(금) / 원격회의(서면 · 화상)

5. 대면회의 재개

● 참가국 : 74개 회원국
●

● 참가인원 : 20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376명 참석

사무국의 대면회의 재개여부 결정을 위한 회원국 의견 요청에 대해 케냐, 중국, 미국 등은 하이브리드(영상+대면)
해사안전소식

회의 방식을 지지함
- 사무국은 하이브리드 방식 회의를 위한 회의장비, 회원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제126차, ’21.12.16)에 공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유하기로 결정함

1. 2018-2023 전략계획 수정
●

호주, 캐나다 등에서 “2018-2023 전략계획”의 전략방향(SD, Strategic Directions) 중 ‘인적요소’ 항목에
양성평등 문구를 포함하자는 제안* 검토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성평등 증진이 언급되어 있으며, 제31차 총회 결의서(’19)에는 IMO가 해사분
야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
- 독일, 나이지리아, UAE 등 다수 회원국이 지지함에 따라, 양성평등 문구가 포함된 전략계획의 결의서 초안 승인

2. 기술협력위원회(TC) 보고서 검토
●

기술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금 운영규칙 개정안*, 태평양 지역주재소 설립, 세계해양여성의 날 지정(매년 5월
18일) 등 승인
* 신규 기금 확보 시, 기존 ITCP 문서의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기금의 활용이 가능함

3. 총회 의사규칙 개정안 승인
●

우리나라, 독일, UAE 등 다수 회원국이 지지한 성평등 용어 등이 포함된 총회 의사규칙 개정안* 승인
* △ 일부 표현(Chairman 등)을 ‘성중립 단어’로 수정 △ 기타 참석자에 대한 정의(IMO 회원국은 아니지만 IMO에서
제·개정한 협약 등의 당사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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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작업범위 및 논의사항 초안을 승인함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2) 배기가스 세정장치 세정수 배출에 대한 평가 및 규정통일 합의
- 2022년 검토완료를 목표로 PPR 9차에서 추가 논의 예정
3) 배기가스 세정장치 고장 시 대처방안에 관한 지침서 개정안 승인
- 주관청 및 항만당국 협의하에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부적합유 사용 가능

I. 개 요

4) 풍력추진시스템 검증을 위한 [MEPC.1 Circ.815] 개정안 초안 승인
- 풍력보조 추진시스템 검증 방법 개정안 반영됨

● 회의명 :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The 77th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7)

5) IMO GISIS MODULE 개선사항 검토

● 일시/장소 : 2021.11.22.(월) ~ 11.26.(금) / 원격회의

- “Flashpoint” 보고에 관한 필수요건은 선박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임에 따라, 본회의가 아닌 MSC 105차 회의에서 논
의 후 검토 예정

● 참가국 : 109개 회원국

해사안전소식

● 참가인원 : 준회원국/정부 간, 비정부 간 기구/국제기구 대표 약 340여명

3. 선박으로부터 GHG 감축
※ 관련한 대부분 논의를 차기 회기 간 작업반(ISWG-GHG 11차, 12차)으로 이관하여 논의하기로 함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

(ST-GHG) 설립과 중·장기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었으며 ISWG-GHG 12차에서

1. 선박평형수 내 유해생물
●

계속 논의하기로 함

현대중공업의 HiBallast NF BWMS가 IMO 최종 승인을 취득하였고, 그 외 2건의 BWMS*가 IMO 기본 승인/
●

IMRB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 차별적 적용원칙(CBDR-RC*)의 부재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 RADCleanⓇ BWMS(이란): 기본승인 취득 / JFE BallastAceⓇ(일본)에 대해 최종 승인 취득
●

주장하여 ISWG-GHG 12차에서 중·장기조치 중 하나로써 재논의하기로 함
* CBDR-RC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차이와 경제적·기술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온실가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운전 시험(생물제거 성능)의 의무 시행일*을 최초 또는 정기 검사

스 감축의무의 차이를 둔 UNFCCC 원칙

완료일로 정한 통일 해석안이 승인됨
* 제75차 MEPC의 평형수 협약 개정안 채택으로 ’22. 6. 1.부터 시운전 시험이 의무화됨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설립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였으나,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최종 승인 취득함

ISWG-GHG 10차 결과와 함께 선박온실가스감축 회기 간 작업반(ISWG-GHG)을 대체하는 상설기술작업반

●

IMO 초기전략 개정 및 2050년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하여 선진국 그룹은 감축목표 상향을, 개도국 그룹은 목표 상향
시 차별적 적용원칙(CBDR-RC)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MEPC 78차에서

●

수질 악조건을 가진 항만(PCWQ)에서 평형수 교환·처리(BWE+BWT) 방법*의 지침 개발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초기전략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함

식별**하여 다음 회기에서 지속하여 논의하기로 함
* 고탁도 해역 등 평형수처리설비 운전이 불가한 해역에서 처리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평형수 적재 후, 운전 가능 해역으
로 이동하여 처리한 물로 교환하는 방법
** 평형수처리설비 운전이 불가한 요건(수질인자, 상황, 시기 등), 배출기준(D-2) 만족 여부, BWMS 우회 운전 조건(비

4. 해양 플라스틱
●

상상황 등), BWE+BWT 수행가능 구역 지정 등

해양 플라스틱 주요 원인인 선박 기인 유실 어구 감축을 위한 어구 표식 의무화 제안과 자발적 조치 제안이 결론나지
않아 차기 PPR 전문위원회에서 세부 논의하기로 결정함
- 강제적 조치 지지 : 슬로베니아, 프랑스, 독일, 팔라우, 캐나다, 마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

2.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위원회는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주요 과제에 대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아래 과제가 논의됨
▶ 작업반 과제

- 자발적 조치 지지 : 미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필리핀, 대한민국, 파나마, 태국, 브라질, 러시아
●

IMO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비전(2025년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제로)과 목표가 포함된 “IMO 해양플라스틱
감축 전략”을 검토(작업반) 및 채택하고 향후 전략 기반의 IMO 주최 해양 플라스틱 감축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1) 2021 배기가스 세정장치 지침서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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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브라질 등 다수 회원국은 IMO 기구의 모든 의사규칙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위한 단일/공동 작업반 운영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제32차 총회
3. IMO 협약 개정안 검토
●

I. 개 요

이사국 개편 관련하여 이사국 수(40 → 52개국), 이사국임기(2 → 4년) 및 의사 정족수(26 → 34개국)으로 하는
IMO 협약 개정안이 채택되었음
- 추가로 바누아투의 제안대로 신속한 IMO 협약 개정안 수락을 독려하는 별도의 결의서도 채택됨

● 회의명 : 제32차 총회(The thirty-second regular session of the Assembly, A 32)
● 일시/장소 : 2021.12.6.(월) ~ 12.15.(수) / 대면(IMO 본부) 및 원격회의

4. 전략, 계획 및 개선

● 참가국 : 163개 회원국
● 참가인원 : 45개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700 명

코로나 19에 따른 선원교대, 예방접종, 성평등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전략방향(Strategy Direction) 및 성과지표

해사안전소식

●

(Performance Indicator)에 인적요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 채택
* 코로나 상황에서 선원의 위기를 다루고, 성평등 및 해상 분야 여성해기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8-2023년 6개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년 IMO 전략계획 개정안

1. IMO 차기(’22~’23년 2개년) 이사국 선출

●

이사회 개편 작업계획, IMO 협약 제17조(회원국 범주) 적용을 지침,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채택 및 추인됨

●

차기(’22~’23년) 이사국(A그룹 10, B그룹 10, C그룹 20)을 선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으로서 11년
- 네덜란드, 브라질 등 다수 회원국에서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IMO 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및 IMODOCS

연속 진출에 성공함

문서 대중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구분

구성

국가명(득표수)

A그룹

주요 해운국
(10개국)

그리스(150), 대한민국(146), 일본(145), 러시아(145), 이탈리아(143), 파나
마(143), 영국(142), 중국(140), 노르웨이(137), 미국(137)

주요 화주국
(10개국)

아랍에미리트(142), 스페인(139), 캐나다(138), 프랑스(136), 브라질(135),
네덜란드(133), 독일(133), 인도(133), 호주(130), 스웨덴(124)

5. 외부기구와의 관계
●

A그룹

탈락

지역 대표국
(20개국)
C그룹

탈락

IMO와 비정부간기구(NGO)와의 관계에 관한 결의서가 채택됨
- 금번 NGO 자문지위 승인을 요청한 ZESTAs(Zero Emissions Ships Technology Association)에 대해 국제단체 및
전문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127차 이사회(’22.7월)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아르헨티나(119)
싱가포르(145), 이집트(135), 사이프러스(133), 몰타(133), 바하마(129), 말
레이시아(128), 인도네시아(127), 칠레(118), 케냐(118), 사우디아라비아
(117), 자메이카(116), 벨기에(115), 모로코(115), 터키(115), 멕시코(112),
필리핀(112), 바누아투(112), 카타르(111), 덴마크(107), 태국(107)
* 기존 이사국인 쿠웨이트는 미출마

Ⅰ. 국제 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으로 재선출(유효 157표 중 146표 득표, 2위)

6. 기타사항
●

남아프리카공화국(103), 나이지리아(100), 페루(98), 방글라데시(88), 폴란
드(79), 파키스탄(71), 콜롬비아(64)

해사 분야 여성을 위한 국제의 날(매년 5.18일) 개최를 위한 총회 결의서가 채택됨
- 방글라데시, 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들이 해사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및 성평등 강화를 촉진하는 동 결의서의 채택을 지지함

※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이번 선거에서 이사국으로 신규 선출된 국가

7. 위원회 상정 결의서(총 12개) 채택
2. IMO 총회 의사규칙 개정안
●

기구의 양성평등을 위해 총회 의사규칙 중 일부 표현을 성중립 단어로 변경하고, 총회 의사규칙 명확화를 위해 기타
참석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제34차 특별이사회(’21.11월)에서 마련한 총회 의사규칙 개정안이 채택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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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회에서 승인된 12개의 결의서가 금번 총회에서 최종 채택됨
- 해사안전위원회(MSC)가 승인한 “선박교통서비스(VTS) 지침” 등 6개 결의서, 법률위원회(LEG)가 승인한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조치” 등 4개 결의서. 기술협력위원회(TC)가 승인한 “통합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자
금 조달 및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결의서 개정안” 등 2개 결의서가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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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차 이사회
I. 개 요
● 회의명 : 제126차 이사회(The 126th Session of the Council, C 126)
● 일시/장소 : 2021.12.16.(목) / 대면 및 원격회의
● 참가국 : 전체 40개 이시국, 회원국 및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명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페루(Edmundo Deville Del Campo)가 제32차 총회에서 시행된 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출함
- 이사회 의장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투표*를 통해 Mr. Victor Jiménez(스페인)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추대를
통해 Mrs. Amane Fethallah(모로코)가 선출됨
* 총 투표수 40표 중 ① Mr.Victor Jiménez(스페인) 24표 / ② Mr.Mohamad Halim Bin Ahmed(말레이시아) 14표
/ ③ Mr.Laurent Parente(바누아투) 2표 획득

2. 제127차 이사회 일정
●

24

제127차 이사회는 ’22.7.11∼7.15일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진행 방식은 추후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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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 해사동향

1. ICS, 선원과 해운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침서(Ver.2) 발행

23. 일본선주협회, ‘2050 Net Zero GHG’ 동참

2. 코로나 상황 속 런던 국제해사주간(LISW) 성공적으로 개최

24. 바칠라(Wärtsilä), LNG-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연구

3. ClassNK, ‘Call for Action for Shipping Decarbonization’ 선언에 동참

25. 해운 탈탄소화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

4. 북극 해빙 감소: IMO의 즉각적인 블랙카본 배출 감축조치 도입 촉구

26. 영국의 선원복지 기금 기관 “Seafarers’ Charity” 홈페이지 개편

5. ‘Autonomous Ship Technology 심포지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논의

27. COP 26에서 무공해 해운 항로에 대한 클라이드 뱅크 선언 발표

6. 첨단 풍력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28. IMO-ICS-GCF, 150만 달러 재정 지원을 통한 IMRF 활성화 논의

7. 호주, 싱가포르 벌크선 입항 금지령 발표

29. 싱가포르의 선원 백신 접종 현황

8. WISTA, 코로나19가 해사 산업 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착수

30. 마샬제도공화국, 탈탄소화 기술 발전에 동참

9.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해운·물류 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심각

31. 해상 무역은 COVID19 폭풍을 극복했지만, 광범위한 연쇄효과에 직면

10. 유휴(Idling) 선박 증가 및 수온 상승에 따른 선박 바이오파울링 영향

32.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해상운송의 주요 과제

11. 코로나 상황에서의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착수

33. MIT 테크놀로지 리뷰, 해양 분야 친환경 선도국가 순위 발표

12. 미국, 첫 수중 파력 에너지 기술 시험 착수

34. 제77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진행 상황

13. 중국 대표 조선사 중 하나인 텐진신강중공업 파산

35. 파나마해사청(PMA), ClassNK와 사이버보안 강화 목적의 MoU 체결

14. 2021년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 발생 최저치

36. Eagle 社는 GoodFuels 社의 바이오 연료로 첫 항해 완료

15. UN 사무총장, 항공 및 해운 부문에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 설정 요구

37. 신조선(newbuildings) 수주 현황과 전망

16. IRENA, 수소와 바이오연료 기반의 해운 CO2 감축 시나리오 제시

38. MV X-프레스 펄호(X-Press Pearl) 사고가 가져온 환경 위기

17. NYK, 자사의 LNG 운송 선박에 첫 인도네시아인 선장 임명

39. 세계해사기구(IMO), 북극 블랙 카본 규제에 첫걸음

18. 이탈리아 항만 근로자들, 강화된 코로나19 규정에 대해 시위

40. 아마존, 월마트 등 세계 최대 소매업체들이 항만 혼잡과 오염 악화

19. 아마존 등 9개 다국적기업 ‘2040 탄소제로’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 선언

41. 국가별 상이한 방역 규정으로 선원 이동 제한 및 백신 중복 접종 증가

20. 선체오손(Biofouling)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42. 미국 Crowley 社, 2050 탄소 제로 선언

21. 세계해사포럼, COP 26에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탈탄소화 촉구

43. 머스크 社,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기본설계 공개

22. 2021년 3분기 선원 행복지수와 시사점

44. 탈탄소 기술(Decarbonisation technology) 평가 프레임워크 공개
45. 코로나 상황 속 운송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그룹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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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선원과 해운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침서(Ver.2)
발행

코로나 상황 속 런던 국제해사주간(LISW) 성공적으로 개최
(출처 : Ship technology, ’21.9.21)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9.13)
●

●

지난 9월 15일 런던 국제해사주간(LISW, London International Shipping Week 2021)이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됨

2021 런던해운주간(London International Shipping Week) 개최 첫날인 9월 13일, ICS*는 코로나19 감염

- 동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선원 복지, COP 26* 및 탈탄소화를 포함한 해사 분야 현안과 미래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짐

방지를 위한 선원의 백신접종 및 이와 관련된 해운 회사의 실용적인 대응을 위해 업데이트된 아래 사진의 지침서
(Ver.2)를 발행했다고 밝힘

* COP 26(Conference of the Parties): ’21.10.31~11.12 동안 190개국 정상이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

* 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 전 세계 선주의 이
익 증진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해운 규제와 관련된 기술, 법 및 정책 사안을 다룸. 1921년 설립되어 본부는

해사안전소식

런던에 있음 (www.ics-shipping.org)

주요 내용

1. 코로나 상황 속 선원 문제
●

코로나로 인한 항공 여행의 감소로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데 선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원 교대 위기, 의료지원에 있어 정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함이 언급됨

■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
러스 특징 소개

●

코로나 기간 동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원 복지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제기구
수준에서는 각 회원국에 대해 선원 교대를 강제하거나 협약 미준수를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함

■ 해운산업에서 선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백신 우선

- 일부 회원국에서는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해사노동협약(MLC)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접종의 중요성 강조

■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주요 Q&A 및

하다 주장하나 ILO 측은 이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일 뿐이라 언급함
●

또한, 코로나 이후 산업계, 국제기구 간 글로벌 협력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도 엿볼 수 있음
Ⅱ. 국제 해사동향

보건 지침을 소개

-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해 온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와 같은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뿐만 아니
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협력이 증대됨

■ 코로나 감염 증상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감염 시
조치사항을 소개

2. 디지털화
●

ICS 사무총장인 Guy Platten 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 해운이 위기를 겪었음을 언급하며,
특히 선원은 업무 특성상 고립된 상황에서 교대, 휴가 등에 많은 차질을 빚었음에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점에 감사를 표함
- 추가로,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국제 해운에서 선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선원이
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함

●

산업계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 산업 내에서는 선박 안전 및 선원 복지를 중점으로
디지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위성이동통신 기업 Inmarsat 社는 위성을 통한 5G 연결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대의 네트워크인 “Rockets”를
개발 중이라 밝힘. 또한, 이 회사는 선원에게 선박-육상 간 원활한 통신을 제공하고, 무료 통화, 건강관리 앱(App), 선
원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박 통신의 재정적, 기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원 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지난 3월, 선원의 안전한 백신접종과 이해를 돕기 위해 ICS는 국제해양보건연합(IMHA), 국제운수노조연맹(ITF)
및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침서 초판을 발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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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

03

새로운 도전이자 산업계 전반이 녹색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덧붙임

ClassNK, ‘Call for Action for Shipping Decarbonization’
선언에 동참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에너지 분야 부교수 Tristan Smith 씨는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압력으로 기업이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9.22)

MO 사무총장은 회원국 및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추가적인 미래연료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해운업계에

탄소배출 경감을 위한 행동을 진행하는 데 전과 달리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2050년까지 국제 해운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Call for Action for
Shipping Decarbonization’에 일본선급협회*(Class NK)가 동참하며 다양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인증 서비스
등의 개발 계획을 밝힘
* 일본선급협회(NIPPON NAIJI KYOKAI) : 선박 혹은 해양 구조물이 일본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본선급협회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함. 2021년 8월, 총 2억 6,500만 GT를 초과하는 9,141척의 선박 검사를 담당
해사안전소식

하고 있음(www.classnk.or.jp)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지지
■ 해운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선박 추진 연료 전환을 위한 노력
■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
지지 및 이행을 위한 노력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 목적의
Ⅱ. 국제 해사동향

다양한 국제협력 및 프로젝트 추진
■ 서명: 대우조선해양, 로이드 선급, ABB, A.P.MollerMaersk, 파나마 운하청, MAN Energy, Shell 등
약 150개 기관

●

ClassNK CEO인 Hiroaki Sakashita 씨는 국제 해운산업에서 탈탄소화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점에 주목하며, 최신 기술의 안전한 적용을 위해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업계와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밝힘
- 또한, ClassNK 社는 선급으로서 선박용 기자재에 관한 포괄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급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훈련을 지속해서 제공함

●

‘Call to Action for Shipping Decarbonization’는 해운 업계 탈탄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고 있으며, 선언에는 국제적인 해운 회사, 항만 및 금융회사 등 해양 전체의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15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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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해빙 감소: IMO의 즉각적인 블랙카본 배출 감축조치
도입 촉구

‘Autonomous Ship Technology 심포지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논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9.24)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9.24)

●

미국 국립 빙하자료센터(US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NS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절기 빙하가

●

역대 12번째로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다년생 해빙(최소 한 해의 여름을 넘겨 존재하는 얼음)의 양은 1984년에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선박(MASS) 상용화를 위해 IMO 조치를 포함한 충돌 방지 기술, 사이버 보안 및 선원의

시작된 빙하기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 전 세계에 대략 1,000척 이상의 자율운항 선박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최소한의 운항 규정을 충족하는 유인 선박임.

2021: Physical Science Basis”가 발표된 후, 11월 개최되는 IMO MEPC 77차 회의에 앞서 북극에서 운항하는

IMO는 현행 규정 검토를 통해 선박의 원격제어, 항해사의 권한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 국제운항을 위한 규정 개발

선박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 배출의 즉각적인 감축을 촉구함

로드맵을 발표
●

NGO

해사안전소식

환경단체 Clean Arctic Alliance*는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 “Climate Change

* Clean Arctic Alliance: 북극에서의 HFO 선박 연료 사용 금지를 지지하는 22개의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

2021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Autonomous Ship Technology’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Metropolitan Solutions’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의 기관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내항 수로용 물류 운송 등 목적의 모듈 방식
무인선박 ‘Roboat’의 개발 경과 및 도입 계획을 언급

수석 고문 Dr. Sian Pior 씨는 “올해 북극 하절기 해빙의 최소치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년생 빙하의
양은 기록된 가장 최저 수준이고, 매년 약 80,600km2의 해빙이 손실되고 있으며, 블랙카본을 포함한 단기 기후
요인의 시급한 감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덧붙여, 현재 IMO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욕 수준과 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11월 MEPC 77차에서
채택 예정인 블랙카본 배출 감축 조치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함

●

또한, 블랙카본은 선박 기후 오염물질 배출량의 20%를 차지하지만, 북극 주변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은 근접성으로
Ⅱ. 국제 해사동향

인해 다른 지역에서의 배출과 비교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설명함
- 블랙카본은 육지나 바다에 정착하기 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대기에 남아 있는 단기 기후 요인으로, 특히 북극의 눈과
얼음에 쌓이는 블랙카본 침전물을 줄이는 것은 온난화 영향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

▲ RoBoat 조감도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

또한, 미국의 L3Harris* 社는 국제해상충돌예방방지규칙(COLREGs)을 준수하는 자율운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선박 식별이 가능한 센서 개발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 개발 중임을 밝힘
* L3Harris: 2019년 설립된 무선 장비 관련 항공 및 선박 시스템을 생산하는 미국의 방위산업 회사로서 대한민국과도 국
방산업 관련하여 기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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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Technologies의 CEO, John Cooper 씨는 해당 기술은 풍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업 운송을 위한 옵션은 아니지
만, 글로벌 탄소세 도입 및 고가의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전환에 따라 해당 기술 설치 비용을 만회할 수 있

첨단 풍력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을 것이라 덧붙임

(출처 : CNN, ’21.10.4)

●

최근 해운 업계의 탈탄소화에 따라, 타이어 제조 업체 Michelin 社의 거대한 팽창식 돛, 스웨덴 조선사의 엔진과
함께 작동하는 WindWings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돛이 출시됨

●

Michelin 社에서 개발한 팽창식 돛은 유연한 재료와 자동화 기술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팽창 및 수축하여 연료를 20%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
- 크기, 재료 및 자동화 기술로 현대의 돛은 과거보다 더 많은 바람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 날개와 유사하게 적은 공
해사안전소식

기 저항으로 바람 방향에 수직인 양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됨
- WISAMO(wing sail mobility project) 프로젝트 리더 Benoit Dailliez 씨는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해운의 탈탄소화
에 기여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임
●

팽창식 돛은 40ft 규모의 요트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나 1,000ft2 규모의 돛은 아직 설계단계에 그쳤으며,
Dailliez 씨는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벌크선이나 유조선에 설치하기 위해서 보다 큰 규모의 실증 시험 필요성을
강조함

▲ Bar Technologies의 WindWings 조감도, 출처: Bar Technologies

●

이처럼 높은 연료 절감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이 널리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 비용에 비해 연료 절감률이 낮은
점과 선주가 아닌 용선자가 연료비를 지불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풍력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함
Ⅱ. 국제 해사동향

▲ 스위스에서 실증한 Michelin의 팽창식 돛, 출처: Michelin

●

또한, 영국에 본사를 둔 Bar Technologies와 미국 해운사 Cargill은 2022년까지 용선한 산적 화물선의
“WindWings”를 개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

●

“WindWings”는 강철로 만든 150ft 높이의 구조물로, 비행기 날개처럼 작동하여 갑판에 수직으로 세우거나
다리를 통과하거나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 수평으로 접을 수 있으며, 연료 효율을 25~30% 개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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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싱가포르 벌크선 입항 금지령 발표

WISTA, 코로나19가 해사 산업 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착수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0.4)

(출처 : Seanews, ’21.10.4)
●

호주해사안전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은 지난 9월 6일 애들레이드에 입항한 싱가포르
벌크선 Western Callao* 에 근로계약 위반 건으로 향후 6개월간 호주 항만 출입을 금지함
●

* Western Callao: 37,000 DWT 급 싱가포르 Bright Star Shipmanagement 社 화물선으로, 어선원 노동 협약 위반

2021년 9월, WISTA*는 브라질의 Universidade Federal do Espírito Santo 대학교와 협력하여 약 3,800명의
WISTA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해사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업무 및 생활 등에 미치는 다각적인

건으로 경고를 받고 브리즈번 항으로 이동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던 중 해당 금지령을 받음

측면의 영향 조사 추진 계획을 밝힘
* WISTA International(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 : 201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 전 세계 5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해운산업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1974년 설립됨. 본부는 런던에 위치함
해사안전소식

(www.wistainternational.com)

Ⅱ. 국제 해사동향

▲ 호주 애들레이드 항에 정박한 Western Callao선, 출처: Maritime Executive

●

AMSA는 해당 선박 조사 중, 13명의 선원이 총 3,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점과 근무 계약 기간이 9
개월이었음에도 12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었음을 적발함

●

WISTA 회장 Despina Panayiotou Theodosiou 씨는 가정과 직장의 균형 유지가 중요한 직장인에게 코로나19
는 재정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 AMSA Executive Director인 Michael Drake 씨는 과거에도 이처럼 비윤리적으로 승선 계약 기간을 위반한 선박들

영향 조사 배경을 밝힘

이 많았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각종 관련 행위들은 강력히 처벌될 것임을 경고함

- 변화의 일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가정에

- 이번 건으로 Western Callao 선은 호주가 2014년 이후로 출입 금지령을 선언한 25번째 선박이 되었으며, 2021년

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도 점차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장기적인 측면

기준 세 번째 선박임

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호주는 선원의 권익을 위해 노동계약 준수에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선박 유지보수, 안전 관리,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의
개선에 앞장서고 있음

●

WISTA 기관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사 산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활동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살피는 등 UN SDG 5(Gender Equality)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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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해운·물류 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심각

유휴(Idling) 선박 증가 및 수온 상승에 따른 선박
바이오파울링 영향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0.5)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0.7)
●

해운·항공 물류 부문의 데이터 전문분석 기관인 XENETA* 社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 지연, 검역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전 세계의 소비·수요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함을 언급하며, 특히 해운·물류 부문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을 강조함

●

스웨덴 기술 회사 I-Tech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유휴 기간의 증가로 발생한 바이오파울링*으로
선박 운영자 애로사항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유휴 선박이 크게 증가하여 2020년 5월 최고치를 기록함

* XENETA :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운·항공 부문의 물동량 변화 및 경제 데이터 분석 등을 전문적으

- 전 세계 선대 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유휴선박은 2009년 25.4%에서 2020년 5월 35%로 증가하였으며,

로 수행하며 자문 서비스를 제공 (www.xeneta.com)

선대의 증가를 고려할 때 증가한 유휴선박의 절대 수는 두 배로 추정됨
해사안전소식

* 바이오파울링(biofouling):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인공 구조물의 표면에 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물질 및 수생 미생물
이 쌓여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 현상
●

항구 혼잡이 심화되고 전 세계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바이오파울링 핫스팟*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선박이 새롭고 강력한 바이오파울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25도 이상 수온의 해역은 선박의 과도하게 단단한 파울링 축척을 유발하는 바이오파울링 핫스팟으로 분류되며, 동 연
구에서는 바이오파울링 핫스팟에서 유휴선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함

●

바이오파울링은 연간 최소 1억 1천만 톤의 탄소를 추가 배출할 수 있으며,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규제와 개인의
저공해 연료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한 사건들은 여전히 탈탄소화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음

●

I-Tech의 CEO Philip Chaabane 씨는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2015년 유가 폭락, 최근
코로나 펜데믹과 항만 혼잡 등 외부 요인으로 예측이 불가하지만, 선박 운영자는 바이오파울링 영향을 최소화하기
Ⅱ. 국제 해사동향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해운·물류 부문의 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① 물류 부문에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② 물류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 ③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이직률
저감 방안 마련
- 물류 산업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시간
및 자본을 절약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 해운·물류 부문의 젊은 인재 유입을 유도하고 발전적인 장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코로나19 상황으로 물류 산업에서 대규모 인력 변동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사전조치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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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서의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착수

미국, 첫 수중 파력 에너지 기술 시험 착수

(출처 : Cyprus Shipping News, ’21.10.7)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0.11)

●

코로나 기간 동안 물리적인 선박검사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가 대안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원격

●

검사의 범위 또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미국 CalWave Power Technologies 社는 지난 9월 16일 시범사업으로 파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xWave’를
개발해 샌디에이고 앞바다 인근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6개월간의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도와 성능 등을
검증할 예정임

- 그러나 검사 범위, 방법 등 나라, 검사기관별로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원격 검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부재함에 따라
선박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통일된 지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사안전소식

‘원격 선박검사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함
- 일부 해운업계에서는 지침 개발로 인해 선박 및 선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우려했으나, 코로나와
같이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원격 검사 지침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육상 운송분야의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지침 적용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현장검사에서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촬영 및 검사하는 기존의 원격검사기술 (Remote Inspection Techniques,
RIT)과 확실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됨
- 이 밖에도 원격 검사·심사 적용 조건에 대한 명문화(전시상황, 자연재해, 전염병 등), 적용 범위(원격 검사 가능 항목,
조사 계획 등), 책임 문제를 포함한 기국 및 검사 기관 간 협의, 검사원 정보 제공 문제(영상, 음성 기록 및 정보 보안),
실제 검사 이행 여부 및 검사방법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등이 지침 개발 시 고려될 예정임
●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격검사 지침 개발을 통해 현장검사와 거의 동일한 품질보장이 가능하며, 해상인명·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소요 시간을 줄여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Ⅱ. 국제 해사동향

●

▲ 파력 에너지 시제품(바다에서 6개월간 시험 착수), 출처: CalWave

구체적인 지침은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적절한 상황에서 동 지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원격검사 지침 개발이 기구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함

- xWave는 해수면 아래로 잠수해 이동하여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아 파력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뿐만 아니라 개발자인 CalWave 측에선 동 시스템은 해안으로부터 다양한 거리와 수심에서 작동되며 거친 파도와
태풍에도 안전할 것이라 밝힘
●

CalWave의 CEO인 Marcus Lehmann 씨는 파력 에너지가 세계에서 풍력과 태양 에너지 다음으로 큰 재생
에너지이지만, 현재까지 가장 사용되지 않는 재생 가능 자원임을 강조하며 풍력 및 태양 에너지와 달리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함
- 미국 에너지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파력 에너지는 2019년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0퍼센트 가량을 제공할 정
도의 양으로 다른 재생자원들이 사용 불가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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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조선사 중 하나인 텐진신강중공업 파산

2021년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 발생 최저치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0.13)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0.14)

●

중국 대표 조선사 중 하나인 텐진신강중공업(Tianjin Xingang Ship Heavy Industry)* 社는 최근 조선업 활동을

●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이하 IMB)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년을

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을 마지막으로 운영 중단을 발표함

통틀어 올해 가장 적은 수의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텐진신강중공업: 1940년에 설립된 대련조선공업회사(DSIC) 자회사 조선소로 2000년에 파산 신청하였으나 2001년 운

* 국제경제협력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내에 설립되어 선박의 전반적인

영을 재개함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해상 불법행위 및 해적대응을 위한 중심기관이며 관련 단체와 정보교환 및 협력을 실시하는
실무 기관

●

상하이 국제해운연구센터(Shanghai International Maritime Information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동 조선사는

** 1991년 설립된 IMB 해적보고센터(Piracy Reporting Centre, PRC)는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보고를 위한 부서로,

부채로 인한 파산 신청이 두 번째이며 이윤 미달로 이미 직원들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월말을 끝으로 사업 종료가

해사안전소식

대응 기관 간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고 해적 동향 보고서 및 선박에 해적 안전방송 등을 제공하여 선박 보안을 위한 원

보고됨

활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 아래 수치는 모두 해당 연도의 1~9월 3분기까지의 수치를 나타냄
- 2021년 총 97건의 해적 행위 및 무장 강도 사건이 보고(승선 시도: 85회, 공격 시도: 9회, 선박 나포: 2회, 선박 납치:
1회)되었으며, 이는 1994년 이후 최저 수치임
- 위와 같이 해적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선원에 대한 위험(납치 51명, 인질 및 협박 13명, 부상 및 사망
6명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기니만 내 해적 행위
- 기니만 지역에서의 해적 행위 및 납치사건은 각각 2021년 28건, 납치된 선원 수 1명으로 2020년 46건, 31명에 비해
크게 감소함
Ⅱ. 국제 해사동향

- 2020년에는 선원 납치가 주로 육지와 100해리(약 185km) 사이 해역에서 이루어졌으나, 2021년엔 대부분 선박이 항
구 앞 바다에서 정박 중에 발생하였음
- IMB는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 선원 납치 및 불법 해상 활동 억제를 위해 연안국 및 이해관계자 간 해상보안 대
응 조치 강화, 국제기구 차원의 선언문 채택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니만에서의 해적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함

▲ 텐진신강중공업의 Global Mercy 병원선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

해적 행위 증가 사례
- 싱가포르 해협 내 무장 강도 행위는 지속적으

●

텐진신강중공업은 2017년부터 500,000톤급 선박을 건조하고 300,000톤급 선박을 정비해 왔으며 약 300ｍ

로 발생하고 있음. 2019년 1건, 2020년 15

길이의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조선사로, 2021년 6월 39,000톤급의 환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건에서 2021년에는 총 20건의 무장 강도 사

가장 큰 민간 병원선 ‘Global Mercy’을 완공하고, 2021년 6월 코스코쉬핑(COSCO Shipping Bulk) 社 위탁으로

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최대치임

길이 300m, 210,000톤급 벌크화물선 두 척을 건조한 이력이 있음
●

추후 텐진신강중공업의 건조 사업은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 산하의
Dalian Shipbuilding Industry 社에, 정비 사업은 Shanhaiguan Shipbuilding 社에 분담될 것으로 보임

- 페루에서도 소규모 어선을 공격해 물품을 강
탈하는 경미한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1991년 이후 최대치인 15건의 사건이 보고
됨
▲ 2021년 1~9월까지 발생한 해적 행위, 출처: 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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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무총장, 항공 및 해운 부문에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
설정 요구

IRENA, 수소와 바이오연료 기반의 해운 CO2 감축
시나리오 제시

(출처 : Climate Home News, ’21.10.14)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0.14)

●

UN 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2021년 10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한 운송

●

회의(United Nations Global Sustainable Transport Conference)에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

국제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 및 파리협정에 따른 전 지구 기온 1.5℃ 상승 제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연료

기구(IMO)의 기후 목표가 지구 평균 온도 3℃ 상승과 일치함을 지적하며, 파리협정의 1.5℃ 목표에 따라 국제 항공

기반의 CO2 감축 시나리오 제시

및 해운 부문 기후 목표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함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09년 설립되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기구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각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 이어, 2035~2040년 도로 운송에서 오염 차량 생산의 단계적 폐지,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제로 배출 달성 및 항공 배

해사안전소식

연례보고서 등을 발행하여 재생에너지 기술 및 지식에 관한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 (www.irena.org)

출량 65% 감소 등 세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2021년 10월, IRENA*는 ‘A pathway to Decarbonise The Shipping Sector by 2050’ 보고서를 발행하여

IMO는 2018년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배출량 50% 저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ICAO는 2016년 항공 여행 탄소 중립 성장을 위한 야심찬 목표에 합의하여,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 상쇄 계획을
수립함

●

Guterres 사무총장은 해운 부문에 대해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제로
배출 선박이 상용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항공 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s, SAFs) 사용을 시작해야 하며,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Transport & Environment(NGO)의 항공 부서장, Anderw Murphy 씨는 많은 SAFs가 곡식의 연소에 기반하기 때
문에 산림 및 식량과의 토지 사용 경쟁을 우려하며 SAFs의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재생가

●

Ⅱ. 국제 해사동향

능 에너지 개발을 통한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언급함

이외에도 도로 운송의 경우 주요 차량 제조 국가를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2040년까지 연장할 것을 언급함

●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선박추진용 바이오연료 사용을 통해 급진적인 CO2 배출량 감축 가능, ②
암모니아 연료가 대두되며 해운 부문에만 대략 183백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③ 연구·개발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 ④ 조기 투자가 중요하며 전력 및 석유화학 산업과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단기적인 측면에서 선박추진용으로 고급 바이오 연료가 매력적인 대안이며, 선박 적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을
언급하였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 기반의 선박추진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

●

IRENA 사무총장 Francesco La Camera 씨는 국제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운 부문의 효율적인 탈탄소화 이행을 위해 수소 연료 기술 개발에 관련 산업체가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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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K, 자사의 LNG 운송 선박에 첫 인도네시아인 선장 임명

이탈리아 항만 근로자들, 강화된 코로나19 규정에 대해 시위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0.14)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0.15)

●

2021년 10월 8일, 글로벌 해운선사인 NYK* 社는 자사 LNG 운반선의 선장으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인(아래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이탈리아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19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탈리아 가장 큰 항만들의

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히며, 선박 안전 운항 측면에서 선원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과 높은 전문성 지닌 선원 양성의

근로자들은 파업에 이르렀으며, 정부에 코로나 검사 비용과 그린패스(Green Pass)*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필요성을 강조함

전파되고 있음

* NYK LINE(Nippon Yusen Kaisha): 일본 3대 해운회사(NYK, MOL, K-Line) 중 하나로 미쓰비시 상사와 함께 미쓰

* 그린패스: 애플리케이션 내 백신 접종 증빙 서류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 그리고 최근 코로

비시의 원류 기업이며, 1885년 설립된 해상물류 글로벌 회사 (www.nyk.com)

나19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 등에게 발급됨
- 본 그린패스는 10월 15일 이후 모든 직장 출입 시 제시해야 하며, 확인 없이 출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

해사안전소식

1천 700유로(약 2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됨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인구 86%가 이미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트럭 운전사 등 무역업 종사자의
경우 접종자는 70%에 불과하여 항만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트리에스테 항만 근로자들은 정부가 그린패스 규제 시행일을 늦추지 않으면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 항만
의 약 천 명 근로자 중 4백 명은 미접종자임을 밝힘
-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동부의 안코나 항만과 북서부의 제노바 항만에서는 항만 주 출입구를 막은 채로 시위가 진행 중
이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이탈리아 물류 협회 대변인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경을 통해 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 트럭 운전사들의 약 30~40%
가 그린패스 규정으로 정상 근무가 불가할 것이라며 염려함

▲ LNG 운반선 선장 Asep Dadang Kurniawan, 출처: NYK

●

Ⅱ. 국제 해사동향

- 항만 협회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2020년도 코로나 여파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타격에 더해 유럽 내에서도 가
장 엄격한 그린패스 규정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이탈리아 정부에 전달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함

선장으로 임명된 Asep Dadang Kurniawan 씨는 2002년부터 NYK 선사에서 컨테이너 및 케미컬탱커 항해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8년에 LNG 선박으로 근무 선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승선하는 LNG 선박은 ‘Tangguh
LNG 프로젝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일본, 멕시코, 한국 등으로 운송하고 있음

●

NYK 社는 선원 부족과 인력 양성 필요성을 예측하여 2007년부터 필리핀에 Maritime College를 설립하는 등
선원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며, 이번 LNG 운반선의 인도네시아 선장 임명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임을 언급함
- Asep Dadang Kurniawan 씨는 본인의 선장 임명을 결정한 회사에 감사를 표하며, 함께 근무하는 여러 인도네시아 출
신의 선원이 선박에서 고위 사관으로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힘

▲ 그린패스 규제 시행에 대한 파업이 진행 중인 트리에스테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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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 9개 다국적기업 ‘2040 탄소제로’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 선언

선체오손(Biofouling)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0.25)

(출처 : BBC NEWS, ’21.10.20)
●

●

스웨덴의 방오도료 회사 I-TECH 社는 최근 바이오파울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높은 수온 또는 선박의
접안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바이오파울링이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한다고 밝힘

2021년 10월,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 주관으로 시행하는 국제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캠페인에 아마존,

- 최근 항만 혼잡으로 인해 선박의 정박시간**이 늘어나면서 생물오손 축적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으며, 14일 이상 선박

이케아 및 미쉐린 등 9개 다국적기업은 204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목표를 설정한 선박에만 당사의 화물 운송을

의 유휴 상태가 지속될 시 따개비 개체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이 나타남

허용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함

* 바이오파울링(Bio-fouling, 생물오손)은 선체에 따개비, 조류, 박테리아와 같은 물질 및 수생 미생물이 쌓이는 현상으로

* Aspen Institute: 1949년 설립되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초당파적·중도적 성향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경제, 건

구조물이 부식되고 마찰력이 증가해 연료 효율이 나빠짐

강 및 복지 등 여러 부문의 국제사회 문제를 분석 (www.aspeninstitute.org)

해사안전소식

** 미국 서해안, 중국 동해안 등의 항만에서는 접안을 위한 선박의 평균 대기시간이 13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바이오파울링은 연료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수온 상승을 일으키며, 이는 다시 바이오파울링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함
- 연구에 따르면, 선체 면적의 약 10%가 바이오파울링으로 뒤덮인 선박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출력을 36% 증
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체오손 제거를 통해 매년 약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고 최대 20%의
연료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됨

●

또한, 바이오파울링은 선박평형수와 함께 대표적인 유해 외래 해양생물 유입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해양환경에 의존하는 관광업, 어업 등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선체 청소가 필요함
Ⅱ. 국제 해사동향

●

이에 따라, 바이오파울링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I-TECH 社는 따개비 유충의 선체 부착을 방지하는 방오 도료 성분 Selektope를 개발하였으며, 노르웨이의 수중 선
체 청소업체인 ECOsubsea 社는 로봇을 이용해 선체의 방오 코팅 손상 없이 약 97% 이상의 바이오파울링 물질을 제
거하여 이를 바이오 연료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음

●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는 선언에 동참한 9개 회사를 기반으로 coZEV(Cargo Owners for Zero Emission
Vessels) 네트워크를 조직했으며, 국제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화주(Cargo Owner) 역할의
중요성과 국제사회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
- ‘coZEV’ 네트워크의 다섯가지 조직 목표: ①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② 화물
수요를 고려해 경제적인 해상 운송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 ③ 탈탄소화 전환을 가속하고자 노력하는 화주의 입장 대변,
④ 해상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투명한 데이터 추정, ⑤ 실용적이며 행동 지향적인 조치 및 국제협력을 통한 파리협
정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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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해사포럼, COP 26에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탈탄소화
촉구

2021년 3분기 선원 행복지수와 시사점
(출처 : gCaptain, ’21.10.27)

(출처 : Valley news, ’21.10.27)
●

●

2021년 3분기 선원 행복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발간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선원의 행복 지수가 이전 5.99에서 6.59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

2021년 10월 27일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해사포럼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파리협약 목표에

년 3분기 지수까지 회복함

부합하는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Call to Action for Shipping Decarbonization”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 26) 의장단에 전달함

* 선원 선교회(The Mission to Seafarers)는 2015년부터 선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매 분기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선종, 직급, 나이 등에 따른 행복 지수 및 시사점 보고서를 제공함 (https://www.happyatsea.org/)

- “Call to Action for Shipping Decarbonization”은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및 Friends of Ocean Action 간의 파트너십인 ‘Getting to Zero Coalition’이 소집한 다자간 대
●

보고서에서는 선원 복지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코로나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이 상당수 완화되었으나,

해사안전소식

책위원회에 의해 개발됨

선원 교대 및 육상과의 통신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을 언급함
●

국제 해운을 대표하는 200명 이상의 업계 리더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세계해사포럼은 국제 해운의 완전한

- 선원 교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선원의 승선기간이 불가피하게 증가(응답한 선원 중 5%는 1년 이상, 13%는 9개월 이

탈탄소화의 시급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정부가 해운 업계와 협력하여 글로벌

상 승선)했으며, 데이터 배급량 및 구매비용이 선원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남

공급망 및 세계 경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정책과 투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해사포럼 CEO, Johanah Christensen 씨는 “행동 촉구 선언은 다음 주 개최 예정인 COP 26에 강력한 신호를

●

보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약속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COP 26에서 기후 영

선원의 행복지수와는 반대로 많은 선원이 교대 지연,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은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하선한 대다수의 선원이 이직 의사를 밝혔음

웅이 되기를 원한다면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기후 영웅이 되어야 하고, 국제 해운의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긴급조

- 해운업계에서는 이미 선원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국제해운회의소의 공동 서한에서도 이러한

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특히, 서명자들은 정부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함: ①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약속, ② 국가 행동을

- 선박에서의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해 선박안전과 무역 공급망에 위험요

통해 산업계의 무공해 운송 프로젝트 지원, ③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운송을 기본 요건으로 만드는 정책 및

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 26은 파리협약 및 UNFCCC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가속화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임

●

Ⅱ. 국제 해사동향

조치 제공
선원은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한 혼란의 시기에 세계 무역을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세계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보고서에서는 모든 선주,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해 선원 교대, 복지 문제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함

▲ 선원 행복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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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주협회, ‘2050 Net Zero GHG’ 동참

바칠라(Wärtsilä), LNG-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연구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1.1)

(출처 : Natural Gas World, ’21.11.3)

●

일본선주협회(The Japanese Shipowners’ Association, JSA) 대표 Junichiro Ikeda 씨는 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1월 2일 핀란드의 선박 기술 전문 회사인 Wärtsilä 社는 암모니아와 LNG의 혼소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르웨이 해운 회사, Simon Mokster Shipping 社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해운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와 제77차 해양환경 보호위원회(MEPC 77)를 앞두고
‘2050 온실가스 순 제로(2050 Net Zero GHG)’에 동참할 계획을 발표함
●

두 회사는 주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엔진의 타당성 조사에 전념할 것이지만, 대안으로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임
- Simon Mokster Shipping 社의 CEO, Anne Jorunn Mokster 씨는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해사안전소식

한 걸음으로, 203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205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할 것”이라 강조함
- Wärtsilä 社의 노르웨이 영업부 책임자인 Cato Espero 씨는 “우리는 광범위한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 미래의 청정 대체
해양 연료 채택을 선도하고 있으며, 암모니아를 매우 유망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임
●

또한, Wärtsilä 社는 2021년 9월 삼성중공업과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신조선 개발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블루수소*와 유사하게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사용할 예정임
* 블루수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하여 생산한 수소에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한 형태로, 연소과정에

▲ 출처: Hellenic Shipping News

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음
●
●

Ikeda 씨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함

Wärtsilä 社는 이미 70% 암모니아 비율의 혼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테스트하였으며, 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2023년까지 암모니아 연료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 언급함

- 일본 해운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울 위해 ‘2050 Net Zero GHG’를 실행하며, 이 과업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것
Ⅱ. 국제 해사동향

임
- IMO의 강화되는 규제에 따라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보호 규제를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선박 및 연
료의 개발,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저탄소 연료 및 탄소가 포집된 메탄 연료의 공급 등이 필요함
- ‘2050 Net Zero GHG’ 달성에는 해운업뿐만 아니라 항만업, 조선업과 관련 투자자, 화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임
- 일본의 조선업은 2050년까지 1년에 약 12조 원을 투자하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연료 개발에 힘쓸 것임
●

일본 해운업계는 현재 세계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탄소 중립 활동 및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임
- 2050 Net Zero GHG와 관련하여, JSA는 일본 해운업계와 협회의 입장 및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다음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jsanet.or.jp/GHG/pdf/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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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탈탄소화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

영국의 선원복지 기금 기관 “Seafarers’ Charity” 홈페이지
개편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1.8)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1.9)
●

해운은 세계 무역 90%를 운송하며 3%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2050년 배출량이 17%까지
상승할 전망임
●

- 유럽의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운과 항공 부문의 배출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올해 처음으로 상승하였으며 2050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해운산업에서 선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년에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홈페이지를 통한 자사의 다양한 활동 이력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후원 및 파트너십을 요청함

- 올해 10월 아마존, 이케아, 유니레버 등 9개 대기업들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해운의 영향을 강조하고 2040년부터

* The seafarers’ charity :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희생되는 많은 젊은 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1917년 영국의 왕 King

탄소 제로 선박만을 이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Maersk, MSC 등 대표적인 해운 회사들은 2050년 이전 대체 연

George 5세의 선원기금으로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출처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선원복지 향상 활동에 기여 (www.

료 사용을 목표로 탈탄소화에 힘쓸 것이라 밝힘

theseafarerscharity.org)

해사안전소식

●

영국에 있는 선원복지 부문의 자선단체 ‘The Seafarers’ Charity’ 기관*이 개편된 홈페이지를 공개하였으며, 전

2021년 11월 6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와 관련하여 개최된 유럽 정부 대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해운 탈탄소화 추진의 문제점을 발표함
-①
 기술 부족: 제로 배출 연료로 장거리 운항할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항만에서는 배터리 연료를 충전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 ② 의견 분열: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 구매지, 선박 출발지, 도착지, 등록지 중 어느 국가 할당량
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지난 2008년 4월, 세계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2023년에 감축목표를 재설정 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임

●

Ⅱ. 국제 해사동향

COP 26에서는 IMO의 배출량 관리 규제가 시급하며 국가 간 의견 통합과 최대한 많은 국가가 2050 탄소 제로
선언에 동참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함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선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선원의 가족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39개의 기관에 총
2,818,702파운드(한화 약 45억)의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기관의 목록 및 상세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Sefarers’ Charity 최고경영자 Catherine Spencer 씨는 선원의 복지 및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써 홈페이지 개편을 기쁘게 생각하며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이 선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힘

5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55

www.imokorea.org

27

28

COP 26에서 무공해 해운 항로에 대한 클라이드 뱅크 선언
발표

IMO-ICS-GCF, 150만 달러 재정 지원을 통한 IMRF 활성화
논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1.11)

(출처 : Hellinc Shipping News, ’21.11.11)

●

영국은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 26에서 클라이드 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을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회의소(ICS) 그리고 녹색기후

발표하였으며, 서명국들*은 2개 항구 간 무공해 해운 항로 ‘Green Shipping Corridors’의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기금*(GCF)은 중앙아시아, 태평양, 카리브해, 동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선박 기인 탄소배출 감축 기술 증진

포부와 의지를 밝힘

및 요구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함

* 22개 서명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 Green Climate Fund: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

마샬 군도,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금 설립이 승인된 UN 산하 기구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
해사안전소식

진 기후변화 특화기금(www.greenclimate.fund)
●

동 선언문은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MI 2.0)의 탄소 배출 제로 선박(Zero-Emission
Shipping Mission) 분과*의 일환으로, IMO의 작업을 보완하도록 설계됨
* 미션 이노베이션은 2015년 11월 개최된 COP 21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정
부·공공기관·기업 등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청정 수소”, “녹색 전력의 미래”, “탄소배출 제로 선박”
의 기술 분과로 구성됨

●

영국 해양산업진흥연합회(Maritime UK) 최고 경영자, Ben Murray 씨는 “클라이드 뱅크 선언은 주요 항로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로, 이를 통해 해운 부문은 탈탄소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 강조하며,
“그 성공에는 COP 26 이후 정부의 지원과 공동 투자에 달려있으므로 미래의 청정 선박의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 배출 선대의 현실화에 필요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임
클라이드 선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s://ukcop26.org/cop-26-clydebank-declaration-for-

Ⅱ. 국제 해사동향

●

green-shipping-corridors/)

▲ 임기택 IMO 사무총장, Guy Plattern ICS 사무총장, Javier Manzanares GCF 이사장

●

지난 2021년 7월 GCF가 승인받은 사업준비자금*(PPF)을 활용하여 IMO가 추진 중인 IMRF 촉진을 위해 15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GCF 이사장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원사업이 전개 중임을 언급하며, 동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 추진 방향을 밝혔고, ICS 사무총장은 GCF 지원이 IMO의 혁신적인 계획인 IMRF 사업 시작의 좋은 발판이 될 것임
을 강조함

●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준비자금(PPF)은 GCF가 인증기구의 사업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원
재정 규모는 사업당 최대 150만 달러이며, 지원 범위는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사회 영향평가, 양성평등 영향평가,
리스크 평가, 평가지표 설정, 입찰·계약 표준마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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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선원 백신 접종 현황

마샬제도공화국, 탈탄소화 기술 발전에 동참

(출처 : The straits Times, ’21.11.16)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1.16)

●

싱가포르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성명서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총 팔

●

천명 이상의 외국 국적 선원이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함

마셜제도공화국(RMI,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은 미국선급협회(ABS, American Bereau of
Shipping), 현대미포조선소(HMD, Hyundai Mipo Dockyard), 한국조선해양(KSOE, Korea Shipbuilding and
Offshore Engineering)과 협업해 6개월간 공동개발 프로젝트(JDP, Joint Development Project)를 진행할

- 2021년 4월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수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선원 5,200명과 크루즈 선이나 지

계획이라고 발표함

역 여객선에서 근무하는 비거주 외국 선원 2,860명이 접종하였음

- RMI, ABS, HMD, KSOE 간 JDP의 주요 목표는 차세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liquefied CO2 carrier) 개발임
●

싱가포르 교통부는 국가 비축분과 별개로, 선원에 대한 모더나 백신 12,000회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 일반적으로 조선 분야 JDP는 조선소가 새로운 선박 기술과 디자인, 법 규정, 해운 안전과 보안 등을 제안 및 제시하는
해사안전소식

말까지 12,000명의 선원에 대한 1차, 2차 또는 부스터 샷 접종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힘

협력 프로젝트이며, 2020년 현대중공업(HHI)과 ABS, RMI는 JDP로 평형수 탱크의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를 개발해낸 바 있음

- 또한, 외국인 선원 접종 비용은 해운업계가 전액 부담할 것임을 언급하며, 국제 해양 중심지이자 거점 항구로써 앞으로
도 선원에 대한 백신 접종 촉진과 원활한 선원 교대를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함
●

외국 선원들은 2021년 4월과 8월에 각각 시행된 ‘해상 항공 예방접종(Save)’ 및 ‘선원 예방접종(Seavax)’
프로젝트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음
- Save 프로젝트를 통해 싱가포르항 내 선박에 승선하는 국내 체류 외국 선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Seavax 프로
젝트를 통해서는 비거주 외국 선원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짐
- 백신 접종은 싱가포르해운협회 주도하에 싱가포르해사청(MPA), 싱가포르해군연합, 싱가포르선원기구, 국제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ITF), 국제해양고용협의회가 협력하여 설립된 “해운노사정연합 회복(Star, Shipping Tripartite Alliance
Resilience)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Star 위원회는 백신 접종 프로젝트 이외에도 선원 교대 촉진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를

Ⅱ. 국제 해사동향

●

포함한 주요 선원국에 대해 선원을 위한 30개 이상의 검역, 의료 시설을 인가한 바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싱가포르의 선원 교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상기 프로젝트가 해운업계의 코
로나 극복을 위해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함
- 싱가포르는 2020년 3월부터 총 19만 명에 가까운 선원 교대를 진행했으며, 2021년 안에 총 20만 명의 선원 교대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유병용 KSOE 상무, 남영준 HMD 전무, Chris Greenwood ABS 이사,
Amarjit Kauchhur 마셜제도 선박등록처(The Marshall Islands Registry) 부사장

●

현재 대한민국을 선두로, 조선·해운 분야는 국제적으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기술영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RMI의 해양부 청장 Thomas Blenk 씨는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진행하는 탈탄소화 관련 연구 개발을 응원한다”
며 “동 JDP 등의 협업에서 우리가 배우고 얻는 것이 머지않아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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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수요, 소비자의 쇼핑 습관 및 지출 패턴 변화와 관련된 부가가치 서비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해상 무역은 COVID19 폭풍을 극복했지만, 광범위한
연쇄효과에 직면

* 리쇼어링(제조업이 본국에 회귀하는 현상), 다원화(제품과 시장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 및 성장하는 방식), 복제화(대규
모 산업활동에서 소규모 분산 제조업으로의 투자 전환), 지역화(경제활동이 특정 지역(또는 국가)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현상)

(출처 : UNCTAD, ’21.11.18)

** 적기공급생산은 재고를 쌓아 두지 않고 필요할 때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비상대비시스템은 만약의 상황
을 대비해 재고 및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함

●

11월 18일 발표된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상 무역 성장률이 2.9% 상승한 것에 반해 2022년
~2026년에는 2.4%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며, 2020년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이 해상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

UNCTAD는 스마트·탄력적·지속가능한 해상 운송과 전 세계적 백신 접종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회복이 이뤄질
것이며, 산업계, 정부 및 국제기구에 선원을 주요 근로자로 지정하고 예방 접종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할 것을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연쇄적으로 광범위한 해상 운송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 예측함

촉구함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개발도상국의 산업
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

- 2020년의 해상 무역량은 3.8% 감소하였지만 연말에 반등하여 2021년에는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 무
역에 대한 중기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위험과 불확실성에 따라 예측은 변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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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전문은 다음을 참조(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rmt2021_en_0.pdf)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해상운송의 주요 과제
(출처 : UN News, ’21.11.18)

해상 무역량 역풍: 글로벌 공급망 대란, 해상 운임 급등, 소비자 및 수입업자 물가 상승, 무역 패턴의 변화 잠재력,
무역의 탄력성 추구 등이 발생

●

UN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무역은 2020년 약 3.8%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했으며, 올해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각종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UNCTAD 사무총장 Rebeca Grynspan 씨는 “해상 무역의 회복은 감염병 양상에 달려 있으며, 역풍의 완화 여부는 백
신 출시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COVID19 위기는 군소도서국과 최빈개도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 덧붙임

- UNCTAD의 2021 해상운송 리뷰(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1)에서는 2021년 중반기 해상운송 전망은 긍
정적이나, 운임 급등 및 소비자와 수입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인상 등의 각종 문제가 제기됨

●

UNCTAD는 팬데믹이 해사 산업 기존의 문제, 특히 노동력 부족과 인프라 요구를 폭로했으며, 모든 국가가
해사노동협약(LMC 2006)을 비롯한 관련 국제규제를 비준하고, 기국, 항만국 및 노동 공급 국가는 승무원 교체

●

위기 종식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소비자 물가 상승: 감염병으로 인해 장비 및 컨테이너 부족, 서비스의 낮은 신뢰도, 항구 혼잡, 과도한 지연 등의

개발도상국에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전 세계적인 COVID19 백신 접종에 달려있음
●

●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컨테이너 운송의 공급 부족은 해상 무역을 뒤흔들었으며, 2020년 신조선 발주량은 16% 감소해 전년 대비 감소세를

- UNCTAD는 팬데믹으로 인해 해상운송 산업의 당면 과제, 특히 인력 부족과 인프라 문제 해결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2021년 3월 에버그린 호의 수에즈 운하 봉쇄 사건 이후, 운임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수입업자 및 소비자 물가

음을 언급함
●

물류 문제, 치솟는 운임(Logistical challenges, soaring rates) :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문제’로 장비와 컨테이너의

모두 크게 상승할 것을 경고하였으며, 이러한 비용 증가 및 지속적인 시장 혼란에 따라 시장 행동 모니터링과 요금,

부족, 신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및 혼잡한 항만 문제가 드러남.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공급망 병목현상

수수료 및 할증료 책정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해소가 필요함

- 운임 인상으로 인해 세계 수입 가격 수준이 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주로 해상 운송에 수입을 의존하

- 해운업계는 현재 높은 운임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UNCTAD는 컨테이너 운임 급등이 지속될 경우, 수입 및 소비자

는 군소도서국은 최대 24%의 인상을 직면할 수 있음
●

당면 과제의 부각(Existing challenges exposed) : 산업계, 정부 및 국제기구는 선원들을 주요 근로자로 지정하고

물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경제회복을 방해하고 있음

이어갔으나, 2021년 신규 발주 급증으로 선적 한계에 대응하고 있음

해상 운송의 메가 트랜드: 팬데믹은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해상 운송을 변화시키는 메가
트렌드를 가속화함

Ⅱ. 국제 해사동향

●

백신의 중요성(Vaccine roll-out critical) : 세계 경제 회복은 스마트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상운송과

물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임을 경고함
●

시장 동향의 모니터링(Monitor market behaviour) : 세계 수입 물가 수준이 평균 11%, 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SIDS*의 경우 최대 24%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해상운송 메가트렌드**의 비용절감 효과
분석이 필요함

●

리쇼어링(reshoring), 다원화(diversification), 복제화(replic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의 혼재, 적기공급생산
(Just-In-Time) 및 비상대비시스템(Just-in-case)**의 “하이브리드” 공급망 운영 모델의 등장, 유연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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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작은 섬 개발도상국

●

산업계와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집중 수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관련한 정책

** 메가트렌드(megatrends) :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츠의 저서인 ‘메가트렌드’에서 유래된 용어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기간 동안 개인, 사회, 세계적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의미함
●

- 핀란드 정부는 2021년 5월 국제기구에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결

기후 회복력 구축(Build climate resilience) : 해운업계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속히 대체 연료를 찾아야

의안을 채택함

하지만, 기후 적응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UNCTAD의 기술 및 물류 담당 Shamika N. Sirimanne 씨는 “COVID19 대유행으로 기후 회복력 구축 필요성이 주

덴마크(3위), 핀란드(5위), 노르웨이(6위) 및 스웨덴(8위)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해운 및 어업

●

대한민국(9위)은 상위 10위권 내에 든 나라 중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로서 지난 10년간 해양 지속가능성 기술
특허가 미국의 3배 이상 되는 해양기술 강국으로, 조석파 에너지에 강점을 두고 관련 기업을 다수 보유함

목받고 있으며, 기존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세계화 및 미래 공급망에 대한 논쟁이 되살아났다”고 언급함
●

일부 경제 대국은 해양 보호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11위)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연구개발(R&D) 주도형 산업경제를 육성 중이나 탄소 배출량 감소와 해양 보존
측면에서 더딘 진전을 보임
해사안전소식

- 중국(17위)은 막대한 투자로 친환경 기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해양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나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인해 해양 보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하위권에 위치한 국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해양개발과 보존과의 균형에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그중에서도 해양 생태계 보호 노력이 돋보인 개발도상국으로는 탄자니아(52위), 콜롬비아(32위), 이집트(37
위), 코스타리카(40위) 등이 있으며, 각 정부에서 해양 보존을 경제 발전의 일부로써 수행할 것을 확고히 함

▲ 출처: Unsplash/Maksym Kaharlytskyi

- 2030년까지 국내 해안 도시 28개를 국내 총생산액의 2/3로 만들려는 베트남(47위) 정부의 개발계획은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이룩이라는 베트남 정부 목표를 다소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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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테크놀로지 리뷰, 해양 분야 친환경 선도국가 순위 발표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국장은 “Blue” 해양기술 개발과 “Green” 육상기반 노력의 통합은 파리 기후 협정
이행과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관여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이에
Ⅱ. 국제 해사동향

따라 해양 보존을 위한 노력이 그 기업의 경쟁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작용하게 됨을 언급함

(출처 : Newswire, ’21.11.22)
●

●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전 세계 66개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척도를 나타낸 “블루 테크놀로지 지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11/22/1040367/the-blue-technology-barometer/

(The Blue Technology Barometer)”를 발표함
- 해당 지표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남획 및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가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
이 네 개로 나뉨										
① 해양 환경(탄소 배출 감소, 해양오염 방지 노력) ② 해양 활동 (지속 가능한 어업 장려, 해양보호구역 유치) ③ 기술
개발 (친환경 해양기술 특허, 신생기업 수) ④ 정책 수립 (국제 협약 비준, 이행 수준)
* 미국 MIT에서 발행하는 기술 분석 잡지로, 미래기술에 대한 분석 부문에서 신뢰성을 인정받는 간행물 중 하나임
●

영국(1위)과 독일(2위)은 종합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올랐으며 기술개발 부문에서 강점을 보임
- 영국은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국으로 다수의 해양기술 신생 기업이 존재하
여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독일은 해양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홍수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해양 보존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독일 함부르크는 약 100km에 이르는 방조제 개조를 위해 30년간 약 5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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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진행 상황

파나마해사청(PMA), ClassNK와 사이버보안 강화 목적의
MoU 체결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1.23)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1.25)
●

세계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주일간 제77차 해양환경
보호 위원회(MEPC,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진행했으며, 지구온난화에 관련해 많은
환경단체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선박과 항만에서의 데이터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격 등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파나마
항만청은 사이버 위협 방지 및 체계적인 선박·항만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 선급 ClassNK*와 MoU 체결

- 환경단체 ‘Ocean Rebellion’의 대변인 Sophie Miller 씨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해운 시장을 만드는 등 IMO의

*ClassNK : 1899년 설립되었으며 일본 도쿄에 본부가 있음. 주요 업무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조 선박과 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존 선박 모두에 적용되는 규칙을 개발하고, 선체 구조뿐만 아니라 안전 장비, 화물, 선박 기계 등의 표준규칙 등을 검증
하고 관리함
해사안전소식
Ⅱ. 국제 해사동향

●

동 MEPC에 참석한 일부 섬 국가 대표단은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관련하여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2050년
해운 탈탄소화의 목표 달성과 대표단의 의견수렴은 쉽지 않아 보임

●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여러 산업 부문에서 시도되는 기술적 접근방식을 활용해 선박의 사이버보안

-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2015 파리 협정에 따라 해운에서의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등은 2050년 탈탄소화 결의안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힘

강화 체계 구축 계획을 밝히고,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 그리고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함

- 유럽연합, 노르웨이, 대한민국 등은 현실적으로 현재 IMO가 목표하는 탄소 배출 감축량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
며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 지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ClassNK 개발 부서 이사 Hirofumi Takano 씨는 “항만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PMA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

PMA 담당자 Rafael Cigarruista 씨는 “파나마는 세계적인 선박 기국으로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선급의 숙련된 지식과 항만청의 다양한 인프라 및 기술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유익한

●

탈탄소화 문제 외에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간 대체에너지 개발과 전환비용의 차이 및 탄소세 적용의 불공평성

성과가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힘

등의 이슈가 남아있는 가운데 열린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해운사와 환경단체의 이목을 끌면서 11월 26일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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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社는 GoodFuels 社의 바이오 연료로 첫 항해 완료

신조선(newbuildings) 수주 현황과 전망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1.25)

(출처 : TradeWindsNews, ’21.11.26)

●

건화물 Supramax 및 Ultramax*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선사 중 하나인 미국의 Eagle Bulk Shipping은 글로벌

●

리서치의 Stephen Gordon 씨가 신조선 시장 수주 현황을 분석하고 수주 동향을 전망함

운송 산업의 선도적인 바이오 연료 개척자 GoodFuels과 협력하여 화석 연료 없는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 Supramax(50,000~60,000 DWT) 및 Ultramax(62,000~65,000 DWT)는 범용성이 큰 건화물선 규모
●

2021년 수주된 선박 대부분은 컨테이너선이었으며, 선박 건조 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클락슨

●

수주량 신기록 달성(Record breaker): 2020년 11월 1일까지의 컨테이너 수주량은 약 1,000건 이하, 2021년 11월
1일까지의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약 1,400건이었으나, 2021년 연간 수주량은 약 1,600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함

Eagle Bulk Shipping의 선대 환경 역량 개선 목표에 따라, 63,529 DWT의 산적 화물선인 “Sydney Eagle”은
네덜란드 테르뇌젠에서 기항하는 동안 GoodFuels 社의 고품질 해양 바이오 연료를 벙커하였으며, 이를 통해

-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2020년 전체 수주량의 10%였으나, 2021년 현재는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해사안전소식

60%를 초과하기도 함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90% 감축할 수 있음

- 2021년에는 선박의 총톤수(GT), 재화중량톤수(DWT),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GT)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 GoodFuels의 고품질 바이오 연료는 폐식용유 및 폐동물성 지방과 같은 100% 폐기물 또는 잔류물로 인증받은 재생

컨테이너선 수주량을 기록할 것이며, 2021년 10월까지 체결된 선박의 전체 수주계약 940억 달러 중 약 400억 달러

가능한 공급원료에서 생산됨

가 컨테이너선 수주계약으로 나타남
●

바이오 연료는 기존 인프라 또는 선박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탱크에 공급할 수 있으며 IMO의 황산화물 규제
만족을 보장할 수 있는 선도적인 대체 연료로,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선종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중

●

신조 비용 인상(Price hike): 2021년 상반기는 철강을 중심으로 재료비(원가)가 인상됨에 따라 신조 비용이 인상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는 2025년까지 꽉 찬 수주량으로 조선소 야드(yard)가 부족해져 높은 비용이 유지될 것임

하나임

- 2021년 전반적인 선박 신조 비용은 약 30% 상승했으며, 일부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비용은 최고 50% 상승함
- (중국) 신조선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중국 조선소가 가장 호황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중국 기업은 수주량 증가에
대비하여 파산한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 조선소가 고가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 부두를 개방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에 높은 수주량을

●

Ⅱ. 국제 해사동향

기대하고 있음

새해 전망(New year promise): 선주의 선박 신조 비용 부담과 조선업계가 직면한 수주 물량 포화에 따라, 2022
년 신조선 시장은 대체로 조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일부 신조선 브로커는 최신 선박의 뛰어난 경제성*이 2022년 신조선 시장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유조선) 기존 선박의 구매 비용이 신조 비용과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으므로, 일부 선주는 선박 신조를 선택할 수 있음
- (LNG선) 선박이 2026년 인도 예정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일부 선주는 더 나은 선박 건조 공간(attractive
delivery slots)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
- (컨테이너선) 대형 선사의 지속적인 선대 교체에 따라 컨테
이너선 발주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함
- 철강 가격 안정으로 2022년 신조 비용도 안정될 것이며, 기

▲ 출처: Unsplash/Maksym Kaharlytskyi

타 수요가 신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예시) 신조선 7,000TEU와 중고선 4,500TEU가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함
▲ 출처: Unsplash/Maksym Kaharlytsk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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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X-프레스 펄호(X-Press Pearl) 사고가 가져온 환경 위기

세계해사기구(IMO), 북극 블랙 카본 규제에 첫걸음

(출처 : TradeWindsNews, ’21.11.26)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1.29)

●

2021년 5월 스리랑카 앞바다의 대형 컨테이너선 X-프레스 펄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스리랑카는 컨테이너선

●

화재로 인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는 북극 지역에서의 해운 활동에 대한 각국의 블랙 카본* 배출 감소를 장려하기 위해서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의서를 채택함

- 플라스틱 원료(nurdles)로 알려진 플라스틱 펠릿(pellets) 약 11,000톤이 스리랑카 해변에 떠내려왔으며, 현재까지 약
3,500톤 수거되었으나 정화 작업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결의서 내용: ① 블랙 카본은 기후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단명(short-lived) 원인이며, 4차 IMO GHG Study에 따라 증
류유(distillate)로의 전환은 블랙 카본을 감소시킴을 인지하며; ② 회원국 및 선박운항자들은 자발적으로 증류유, 기타

- 난파선(X-프레스 펄) 제거는 중국 기업이 수행 할 것이며, 조만간 인양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업 종료 시

친환경 대체연료 또는 안전하고 블랙 카본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방법 등을 북극 또는 북극 인근지역에서 사용할

기는 예측할 수 없음

것을 촉구함

해사안전소식

●

지난 11월 넷째 주에 영국에서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블랙 카본(Black carbon): 석탄, 석유 등에 함유되어 있던 탄소가 선박 연료로 사용되며 불완전연소하여 먼지나 검은

해안으로부터 약 175km 떨어진 곳에 좌초된 난파선에서 유출되고 있는 플라스틱 및 기타 오염물질은 현재

그을음 등으로 배출된 형태. 극지에서는 태양열을 흡수해 빙하의 용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

스리랑카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에 머무르며 온실효과를 일으키기도 함
- 해안의 약 750km가 플라스틱 펠릿으로 오염되어 어업 피해 및 일상의 식품 변화를 일으키며, 플라스틱 펠릿이 점차
미세 플라스틱 입자로 침식되어 먹이사슬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조류(tides)로 인해 플라스틱 및 기타 오염물질

●

이 인근 국가까지 이동할 수 있음
●

블랙 카본은 국제해운 지구온난화 기여도의 약 20%를 차지하며, 북극해를 지나는 선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배가량 증가함

스리랑카는 제77차 MEPC(’21.11)에 다음 사항을 제안함(MEPC 77/8/3)
①M
 ARPOL 부속서 3, 5 및 IMDG Code에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원료(all pellets, flakes and powders)를 세분화하
여 화물의 표시, 선적 및 취급 방법 개선
②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플라스틱 펠릿의 비상대응절차에 관한 국제적인 요건 및 지침 개발
③ 유류 오염과 같이 복구 기금(Funds) 설립 등의 특별한 대응 메커니즘 수립
Ⅱ. 국제 해사동향

④ 플라스틱 펠릿을 공급하는 회사와 협력하여 공급망(supply chain) 전체에 대한 관리 강화
⑤ 플라스틱 펠릿 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연안 국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교육 시행
⑥ 유출된 플라스틱 펠릿 추적 및 복구를 위한 연안 국가 네트워크 강화 및 기금(Funds) 설립

●

동 회의에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등 11개국은 북극해 운항 선박의
자발적인 청정 연료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는 다른 27개국 대표단의 지지를 얻음
- 하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앙골라는 이에 반대하였음

●

▲ 출처 : TradeWindsNews

▲ 출처 : Asha de Vos

청정북극동맹(Clean Arctic Alliance)의 수석고문 Sian Prior 박사는 “IMO의 블랙 카본 감축 대응 의지에 감사하며,
의견이 대립된 대표단들로 인해 결의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지만, 동 기회를 발판삼아 블랙 카본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것”을 강조함

●

머스크(Maersk)의 최고경영자 Soren Skou 씨는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각 회원국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고 친환경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힘

6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69

www.imokorea.org

40

41

아마존, 월마트 등 세계 최대 소매업체들이 항만 혼잡과
오염 악화

국가별 상이한 방역 규정으로 선원 이동 제한 및 백신 중복
접종 증가

(출처 : CNN Business, ’21.11.30)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2.6)

●

해운 공급망은 대규모 정체에 직면하였으며, 혼잡한 항만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인접 지역사회의 미립자 물질,

●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허용되는 백신 종류가 상이하여 일부 선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항 허가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 2021년 11월 29일(월요일) 기준,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84척의 선박이 정박 대기 중이었고, 37척은 로스앤젤레

허용하는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발생함

스 항구 밖에서, 나머지 47척은 롱비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음
●

국제해사포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선원의 국가 간 이동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으며, 국가별 방역 지침 및

* 국제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 : 비영리 재단으로서 국제 해양 산업 전반의 고위급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
NGO, 전문가, 기타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권자 및 정책 전문가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정당 회담 (www.

타깃(Target), 아마존(Amazon), 이케아(Ikea)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난 2년간 2천만 톤의

globalmaritimeforum.org)

해사안전소식

Stand.earth 및 Pacific Environment*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월마트(Walmart),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항만 오염의 가장 큰 기여자로 지목됨
- Stand.earth 및 Pacific Environment의 최신 보고서 “How Big Retail and their Carriers Pollute along Key Ocean
Shipping Corridors”는 다음 링크에서 참조(https://shipitzero.org/wp-content/uploads/2021/11/FINALShip-it-Zero-Campaign-Report.pdf)
- 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가 지난 2년 동안 1,150만 톤, 타깃이 640만 톤, 아마존은 1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Stand.earth는 2000년에 설립된 환경단체로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 정책 및 정부 법률을 변화시키고 멸종 위기에 처
한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함. Pacific Environment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1987년 설립된 환경단체로 태평양 연안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소매업체들은 204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제로에 대한 포부와 각 社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해 밝힘
- 아마존은 2030년까지 운송의 50%를 탈탄소화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40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
Ⅱ. 국제 해사동향

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서약(Climate Pledge)에 서명함
- 타깃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운송의 탄소 발자국을 저감하고 운영 및 공급망 모두에서 순 배출량
제로를 기록할 것이라 밝힘
- 월마트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과학기반 목표(science-based target)를 설정한 최초의 소매업체로 미국의 월마

▲ 출처: INTERCARGO

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2/3가 국내에서 제조·재배·조립된다고 덧붙임
- IKEA는 해상 운송의 탄소 배출이 중요한 주제이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힘
●
●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3개 회사와 달리 IKEA의 배출량은 지난 2년 동안 감소하였으며, 2018~2020년 사이 130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주요 5개국
출신이며,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8~2019년 사이에 16%,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8.5%
감소하여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IKEA는 공급망 혼잡 해소 및 탄소 배출 저감 전략으로, 선박이 아닌 철도를 통해 중국에서 유럽으로 물품을 운송하고

●

결과적으로 일부 선원은 WHO 미승인 백신 접종으로 인해 승인된 백신의 추가 접종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소매업체 배출량 저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함
- 싱가포르의 경우 2021년 12월 2일,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여행한 이력이 있는 선원은 싱가포르항
●

2021년 10월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항구 혼잡은 적어도 2022년 중반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만에서 교대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처럼 국가별 항만의 방역 규정이 상이하여 선원의 이동에 여전히 여

로스앤젤레스와 롱 비치 항만 외부에만 약 240억 달러의 상품이 대기하고 있다고 추정함

러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Group): 투자 및 증권 업무와 기타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으로 1869년 뉴욕에 설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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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rowley 社, 2050 탄소 제로 선언

머스크 社,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기본설계 공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2.6)

(출처 : TradeWindsNews, ’21.12.10)

●

미국 선주사 Crowley Maritime Corporation*는 최근 지구온난화 이슈에 관련하여 2050년까지 탄소 제로(0)

●

목표를 선언함

공개하였으며, 한국의 현대중공업을 통해 2024년까지 1만 6,000 TEU 급의 선박 총 8척을 건조할 예정이라 밝힘

* Crowley Maritime Corporation: 1892년에 설립된 물류, 운송 전문 선주사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두고 있음.
지난 2016년 7월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13번째로 큰 민간기업 순위에 오른 바 있음
●

글로벌 선사 머스크(AP Moller-Maersk)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메탄올 컨테이너선의 기본설계를 최초로

●

머스크 社 최고 기술책임자 Palle Laursen 씨는 “이번 설계의 목표는 새로운 선박이 탄소중립 운송 목표에
기여하며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독특한 설계를 통해 운송 컨테이너 당
20% 향상된 에너지 효율과 연간 약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 덧붙임

Crowley 社는 탄소 제로 목표를 위해 연간 4.2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매년 약 90만 대
●

- Crowley 社 회장 Tom Crowley 씨는 미국 내 가장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도전적인 물류 기업이 되고자 하는 포

해사안전소식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준함

선박은 길이 350m, 폭 53.5m로, 기존 선박과는 다르게 승무원 거주구역과 선교를 선수(bow)에, 최소화된 크기의
굴뚝을 선미(aft) 한쪽에 위치시켜 화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부를 밝히며, 이를 위해 가치 사슬 내의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업해 이루어 낼 것이라고 덧붙임

Ⅱ. 국제 해사동향

▲ 머스크가 설계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출처: AP Moller-Maersk
▲ Crowley 社가 선보인 전기 예인선 조감도, 출처: Crowley 社
●
●

선대 기술 책임자 Ole Graa Jakobsen 씨에 따르면, 선박 가격은 각 1억 7,500달러로 책정됨

Crowley 社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 배출량 감축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임
- 배출량 추적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여 투명한 진행 과정을 보여줄 것임
- 또한, 전기 예인선과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선보일 계획이며, 회사 내 ‘New Energy’ 팀을 신설하여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함
*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국제자원
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등이 설립한 비정부 기구로,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
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탄소감축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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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기술(Decarbonisation technology) 평가 프레임워크
공개

코로나 상황 속 운송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그룹
설립

(출처 : TradeWindsNews, ’21.12.13)

(출처 : ILO Newsroom, ’21.12.13)

●

해양기술포럼(이하 MTF)*은 선주 등이 탄소저감 및 탄소중립을 포함한 탈탄소화 기술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6일 코로나 상황이 운송업 종사자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행동그룹
(Joint Action Group)을 설립함

* MTF(Maritime Technologies Forum)는 해양산업에 기술, 규제 등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출범한
비영리 기구로 3개 국가(영국, 노르웨이, 일본) 및 4개 선급(Class NK, DNV, ABS, 로이드 레지스터(LR))으로 구성되

- 동 그룹은 선원을 포함한 운송 노동자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촉진하고 국제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어 있음

초점을 두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 등

해당 프레임워크는 선주 등 산업계에 탈탄소 기술에 대한 핵심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발 및 공개됨
●

- 기술의 전체 수명 주기(full life cycl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외부 요소 등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것을 고려하

- 봉쇄조치는 운송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고, 의료용품 및 기타 필수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에 위

- 평가 기준은 총 8가지로 구성되며, 각 기준별 세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① 지속가능성&환경 (sustainability&

협이 될 수 있음

environmental), ② 안전(safety), ③ 기술현황(technology status), ④ 보안(security), ⑤ 경제성(economic feasibility),

-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유지라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이동 보장은 매우

⑥ 인력(people), ⑦ 규제(regulatory), ⑧ 엔지니어링(engineering)

중요한 요소로써 공동행동그룹은 이에 대한 대처로써 큰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함

향후 MTF는 해운분야 대체 연료 및 자동화 수준에 대한 지침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MTF의 탈탄소 기술을
평가하는 기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TF 홈페이지의 Concept pap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그룹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국제보건 규정에 따른 각국의 의무에 따라 운송 노동자의 이동 촉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 시행 촉진
Ⅱ. 국제 해사동향

* MTF Concept paper(https://www.maritimetechnologiesforum.com/documents/MTF-concept-paper.pdf)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야기하며, 특히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이후 시행된 여러
봉쇄조치가 이러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음

여 개념 및 관리방법 등의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됨

●

해사안전소식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는 2021년 12월

- 국경 이동조치에 대한 WHO의 임시 권고안 이행 국가 지원
- 운송업 종사자의 코로나 백신접종 촉진 및 선원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 요건 보장
-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 논의

▲ 탈탄소 기술 평가 프레임워크, 출처: MTF Concep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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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1.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2.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3.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4.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5. 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6.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 받는다
7. 해상부유물 감김사고는 주로 어디서? 위험해역 피하세요
8.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
9.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
10.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함께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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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 선복 및 운임 지원과 더불어 현지 내륙운송 및 물류창고 지원
- 장기운송 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 상생형 생태계 조성

■ 정부는 ’21.10.12(화)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21.8.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한편,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하고,

* (정부) 해수부 기조실장·산업부 무투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관세청 (유관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

●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통
 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입·출항,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해사안전소식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船腹,
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선박 추가투입, 선복배정 등) 미주항로 13.4만 TEU 수송하여(’20.8~’21.8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1만 TEU)
의 66.8% 해소, 중소화주에 미주·유럽항로 62회 1.2만 TEU 배정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2021년 3분기 들어 미국 등 주요 항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해운전문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 1,500억원 금융 지원
●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대기(WSJ, 9.27) / (영국) 트럭기사 부족 및 물류대란은 영국만
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전역으로 물류난 확대 가능성(CNBC, ’21.10.4)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
●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입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재까지의 양호한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는 해외물류거점 제공, 현지 내륙운송 지원, 화물기 운송 확대 등
다각적인 물류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
 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① 해외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거점을 제공하고, ②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① (해외물류센터) ’21.10.29일 로테르담 센터 개소, 바르셀로나·자바 센터는 ’22.上 개소 예정 			
(로테르담 센터: 3만㎡ 규모의 화물 보관장소 임차,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제공 등)
② (복합운송) 우정사업본부-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현지 내륙운송 지원			
(예: 해상운송(부산항  →  미국 서부 롱비치항)과 내륙운송(롱비치항  →  뉴욕 등) 연계)

●

미
 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하여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총 9,000편 이상 수송(’19년 4,291편 → ’20년 7,598편 → ’21.1~8월 7,60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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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 「극지활동 진흥법」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2021년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 중이라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주요내용

■ (목적) 극지활동을 육성·지원하여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제고에 이바지
■ (국가의 책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조약을 지키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 (계획 수립) 극지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
 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극지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실태조사 실시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 (극지활동 진흥)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제활동 진흥, 기반시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극지활동 활성화 추진
●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 남극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

●

(경제활동 진흥)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

●

(인프라) 극지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항공기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

●

(정보시스템 구축)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보호·안전관리) 극지환경을 보호하고, 극지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인력양성)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극지연구 및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연구개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효 / 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 ’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사안전소식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마련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8조~9조, 제11조)

■ (교육·홍보) 극지 및 극지활동에 관한 가치·중요성 및 지식·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법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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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03

극지 관련 사진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21년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21년 10월 14일(목)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
고 평가하는 제도(2009. 11. 시행)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2020년 12월 국무회의 및 2021년 3월

▲ 남극세종과학기지

해사안전소식

본회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법률은 △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 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항로·정박지 지정, 선박통항 금지·제한수역 설정,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 건설, 항
만·부두 개발 등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박 위치 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 위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셋째,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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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사안전법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진단대상 사업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참고 2

■ 사업개요
●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 필요
●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요

(목적) 분산된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표준화, 분석 및 정보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

(사업기간/예산) ’20.~’23.(4년) / 108억원

■ 주요 내용
(1)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인ㆍ허가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해사안전소식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근거 마련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 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 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ㆍ국방ㆍ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수행 및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 유지ㆍ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관계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

* (연계필요데이터) 일반선 항적정보·선박기본정보(해수부), 해양사고정보(해심), 해도·간행물(조사원), 어선 항적정보
(해경), 해양기상(기상청), 보험자료(수협, 해운조합,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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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 해수부,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설명회 개최 -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설명회를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1년 10월 15일(금) 국내·외 해양지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하는 과정을 거쳐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

이산화탄소 포집 및 해양지중저장 개요

해사안전소식

참고 1
2021년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층 중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e) 기술’이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에서도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국내·외 해양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발
 전소 등에서 포집한 CO2를 해양 지중에 저장

해수부 소관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이나 저장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포집된 이산화탄소 및 포집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질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특히, 런던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개정하였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2019년에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 당사국(53개국)의 3분의 2가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까지 7개국만 제출(우리나라도 수락서 미제출)

▲ CCS 개념도

** 수락서 제출, 수출·수입국가 간의 협약서 및 협정서 체결 등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는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 덮개층 : 주입된 CO2가 누출되

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하고,

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하는 퇴
적층(세일층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대규모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통합 실증 및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상용화기반 구축사

◈ 주입층 : CO2 주입이 잘되고 공

업 / 478.1억 원 / 2021∼2023년

극률이 충분한 암석층(사암층)
*C
 O2는 지하 300~800미터 사이
에 위치하는 다공성 암석층으로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주입, 암석부피의 약 10~30%를

「해양폐기물관리법」 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차지하는 공극에 저장

아울러,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지중저장 지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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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R&D)

참고 2

●

(사업추진체계)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기반구축 사업 추진체계

■ 배 경
●

제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부처* 대규모 CCUS

운영위원회

통합실증 사업 추진
실무협의체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총괄주관기관 (CCUS 다부처 공동연구 추진 사업단)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 (’19.5)

다부처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사업

1-3-1. CCUS 원천 및 실증기술 확보

1 대규모 저장소 확보 (② 반영)

① 포집·수송·저장 기술 지속적 실증 추진

2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①② 반영)

② CO2 해양저장소 확보 노력 강화

3 포집기술 평가 및 FEED 설계(①③ 반영)
4 CCU 기술 실증 및 방법론 개발(③ 반영)

④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및 제도기반 구축

5 CCUS 법·제도 기반 구축 (④ 반영)

2세부

3세부

4세부

5세부

대심도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30~50만톤)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대규모
포집기술/포집원
평가 및 150MW급
포집 플랜트 FEED
설계안 개발

탈황석고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기술 실증
및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해사안전소식

③ CO2 활용 기술 개발

1세부

■ 추진경과
●

국가CCS 종합추진계획 수립(’10.7, 녹색위)
* 중장기 추진목표 및 과제 등 제시, 이후 부처역할(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

◈ 우리부는 「100만톤급 해양 수송·저장 실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 산업부의
이견으로 예타 통과 실패(’16.12)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 ’18)

(사업추진체계)
구분
1세부

2세부

사업 내용

주관

국내 대륙붕 대규모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유망구조도출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탐사시추 위치 선정, 탐사시추, 저장소 평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CCS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
실증 모델 개발(동해안 LNG 발전소 등 ⇔ 동해가스전)

참여
KIOST 등

한국석유공사

KIOST,
KRISO 등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서부
발전 등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

●

*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CCUS 감축 할당: CCS 400만톤, CCU 630만톤)
3세부
●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다부처 정책연구용역* 시행(’18)
* (참여부처) 국조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녹색위 ’19.5.17, 국무회의 ’19.5.21)

4세부

5세부

국내 포집기술 평가, 대규모(150MW급) 포집원 위치 선정 및 포집플랜트
FEED 설계안을 도출하여 상용화에 대비한 준비 추진

광물탄산화 기술 실증을 위한 탈황석고 기준 설비 건설 및 부산물 재활용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기술 개발, CCU 기술이 탄소배출권 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CCUS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CCUS 사업의 수용성 및 국민 공감대 확보 절차, 방안 마련

신안산대학교

한국화학
연구원 등

KMI 등

다부처 공동 기획연구(’19) 및 공동사업 선정(’20.2, 다부처특위)
* (우리부 역할) 대규모 해양저장 구조 확보, CO2 주입 전·후 주변해역 비교를 위한 해역조사 및 지층 내 CO2 압력변
동 확인을 위한 해저관측 시스템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88

●

(사업명)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

(총사업비) 478.1억원(산업부 278, 해수부 92.7, 과기정통부 88, 환경부 19.4)

●

(전문기관 / 사업기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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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 선박장치 : 장비의 상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준

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 정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단계별 이행안」 발표 -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3. 선박운용·인프라 : 운용 관련 기술기준 및 제도·인프라 구축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 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1년 10월 14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이 그 취지대로 운항될 수 있도록 원격도선제도 등 도선작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항내에 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들은 도선사가 탑승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고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선원 없이 스스로

있는데, 자율운항선박의 최종 목표인 완전 자율운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도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 분야의 디지털 뉴딜

원격운항자와 도선사 간 통신체계, 도선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핵심사업이다.

계획이다. 그 밖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상태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원격진단 및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가
해사안전소식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자율운항선박은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서,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95조 원, 2025년에는 18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기술 실증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
(이하 ‘로드맵’, 총 31개 과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다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자율운항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증체계, 사고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각종 위치정보, 해도뿐만 아니라 촬영 정보를 활용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이 취득하는 항만 내 보안시설 등의 영상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03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협의회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

4. 해양안전 : 운항에 대비한 사고·안전 관련 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하여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1단계, ~ 2025년) 부분운항자율 단계 → (2단계, ~ 2030년) 운항자율 단계 → (3단계, 2030년~) 완전자율 단계

1. 운항주체 :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운항인력 관련 기준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등급
기준,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 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또한, 자율운항시스템 도입에 따라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역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정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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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인포그래픽

해사안전소식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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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 받는다
-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 21.~11. 30.)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질유 사용선박 연료유탱크 개방 면제(안 별표11)
●

제
 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준비사항을 경질유 사용 선박*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021년 10월 21일(목)부터 11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탱크 부식 등 손상 가능성이 낮음

「선박안전법」 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별표 10,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 및 용도에 따라 1종과 2

■ 선외기 설치 선박 검사준비 완화 등(안 별표15)
●

종으로 구분함

해사안전소식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5 제3호너목 신설)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입거·상가하지 않더라도 선내에서 선체손상여부 확인 가능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
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총톤수 5톤 미만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 제외)에 대해서는 입거 등을 통한 선체 외판

■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정(안 제97조 개정)

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船底: 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

개선함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현행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으로 정하는 순차적 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면허 소지자”로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기한의 지정(안 제20조 개정)
●

선사가 선박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민원 처리 기한을 고려,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이 외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하고,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2.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 등(안 제2조 개정)
●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하여,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선
 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07.11.4.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로 함

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정비함

적용 제외
**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명확화(안 별표2 개정)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법
 전부개정 전에 건조된 부선 중, 예외가 인정(법 적용대상)되는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별, 선종별로 조문을

국민권익위의 권고*(’21.2)를 수용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제2021-95호, 국민권익위 결정):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이 모호하고 복잡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국민권익 침해 우려로 통일된 지침 마련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19.1.1. 1차 처분 및 ’19.7.1 2차 처분(가중) 후, ’20.2.1 적발된 위반행위는 3차 가중처분이 아닌 2차 가중
처분으로 함(’19.1.1자 처분은 1년 초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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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해상부유물 감김사고는 주로 어디서? 위험해역 피하세요
- 해수부, 연안여객선에 「2021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해양수산부는 운항 중에 해상부유물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21 연안여객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하여 연안여객선에 배포했다.
* 폐로프·폐그물 등 해상부유물이 운항 중인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선박이 항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사고

부유물 감김사고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3,687건*의 해양사고 중 11%(1,572건**)를 차지하여 기관손상사고
(4,215건, 31%)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안여객선의 해양사고 중에서는 부유물 감김사고(38%)가
해사안전소식

가장 많으며, 재사고율(39%)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020 해양사고 통계」(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간)
** (16년) 279건 → (17년) 311건 → (18년) 278건 → (19년) 346건 → (20년) 358건

운항 중인 선박의 추진기에 폐로프·폐그물 등 부유물이 감기게 되면 대부분은 운항 지연에 그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선박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유물 감김사고 특성상 선박에서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선박검사현장(내용과 무관)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항자가 선박의 감속·우회, 경계 강화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 연안여객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하였다.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이번 현황도는 최근 8년간 연안여객선의 항로(9개 해역·항로별)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사고(총 303건)의 발생
위치와 사고빈도 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해도에 표시하였다. 특히 단계별 색상을 구분하여
(녹색-황색-적색) 운항자가 한 눈에 부유물 감김사고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황도는 연안여객선사와 관계기관 등에 보급하여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선원교육 및 부유물 예찰·수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부유물 감김사고 저감을 위해 항만 내 부유물 등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통해 수거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0년 부유쓰레기 수거량 5,449톤, 예산 8,518백만원(항만 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부유물 감김사고는 특히 기상악화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항자들의
▲ 선박수리용 상가(내용과 무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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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안여객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08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
- 해수부, 11. 1.~12. 13.「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 최근 해양 이용과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훼손과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1월 1일(월)
부터 12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 했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약 85% 증가[1,363건(2008)→2,518건(2020)]

해사안전소식

해양 이용·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일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도입
되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다른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제도내용을 찾아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총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12개조(제84조~제95조)에 압축되어 있어 내
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을 이용·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상의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영
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전체)

둘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셋째, 해양환경영향평가의 ‘공탁제’를 도입한다. 현재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
사업자로 되어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
넷째,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 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해상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논의되는 등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청군도~격렬비열도 해역·항로별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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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99

www.imokorea.org

09

다만,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
- 2024년까지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추진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

한편,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험개발 중인 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1년 11월 5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 LPG 장점 : 기존 선박유 대비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
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함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
하여 설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7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라고 말했다.
해사안전소식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목적)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
(위치·면적) 영도구, 강서구, 북구, 부산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

참고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지정기간) ’20.08.01 ~ ’24.07.31(4년)
(특구사업자) ㈜해민중공업 등 10개사 (기업 6, 기관 4)

■ 규제자유특구 현황

(규제특례)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등 3개 실증특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

규
 제자유특구명 :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Busan Ocean Mobility Requlation Free Special Zone)

●

규
 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 총 52.64 km2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으로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인데,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미터 미만)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하여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 실증 선박 2척 모습 >

▲ 24미터 미만 중형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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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함께 그린다

충청남도 연안경제 활성화 방안 개요
비전

희망의 바다, 살아나는 연안경제

목표

충남 新연안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 해수부·충남도, 11월 4일(목) 연안경제 활성화 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청남도 도지사는 2021년 11월 4일(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열린 ‘충남도-해수부 간
연안경제 활성화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충남 연안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안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희망의 바다, 살아나는 연안경제’라는 비전 아래 ① 해양 신산업 육성, ② 해양환경 및
생태복원, ③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 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담은 ‘충남 연안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추진
방향

권역별 성장거점 구축

선도 프로그램 추진

협력거버넌스 강화

해양신산업,

연안경제를 견인할

지역주도, 국가지원체계

신해양도시, 생태회복

대형프로젝트 발굴

구축

[ 살아나는 연안 ]

[ 살아있는 연안 ]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 해양환경, 생태 복원으로 =

미래가치 발굴

친환경 포용성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산업 육성)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등 해양 신산업을 충남의 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한다.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 해양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공동활용 장비, 서비스 등을 제공(’20~’23)
2

3대
중점
사업

해사안전소식

1

[ 살고싶은 연안 ]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
조성으로
연안 혁신(중장기)

(해양환경 복원) 해양환경과 생태 복원으로 친환경 포용 성장을 도모한다. 생태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부남호 역간척 등
새로운 해양환경 복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서천갯벌 등 충남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 삼아
서해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3

(신해양도시 모델)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연안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올해 말에 개통하는

해저터널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원산도 일대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서해안을 대표할 매력 있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충남연구원, 충남 소재 바이오기업 ㈜비티엔 등이 참여하여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은 해양 미세조류를 비롯한 해양바이오시장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연안경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남도에서 마련한 해양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성장이라는 발전방향에 공감하며, 연안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삶을 개선하여 어촌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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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해수청, LNG청항선 ‘여청2호’ 신규 취항
2. 여수·광양항 안전항로 조성을 위한 준설토 처리방안
수립
3. 군산해수청, 무인등대 관리업무에 촬영장비가 탑재된
드론 활용
4. 마산해수청, 견내량수도 항로표지 국내 최초 순차점등
실시
5. 동해신항, 북방교역의 중심항만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다
6.인천해수청, 국가관리항(인천항 및 연안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7. 부산항, ’21년 하반기 부산항 공컨테이너 실태조사
결과 불량률 지속 개선
8. 대산해수청, 겨울철 안전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에 앞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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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LNG청항선 ‘여청2호’ 신규 취항

여수·광양항 안전항로 조성을 위한 준설토 처리방안 수립

-환경 친화적 디젤·LNG복합 추진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 기대-

- ’21.12.20,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발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6년간 사용해 오던 노후 청항선을 대체하기 위해 281톤급 ‘여청2호’를 새로 건조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역시설을 정비(항로폭 확장, 증심준설 등)

2021년 11월 17일에 취항했다.

중이며, 항로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2021년 12월
20일(월) 발주했다고 밝혔다.

LNG청항선 ‘여청2호’는 총 사업비 약 70억원이 투입되어 2년 동안 설계와 건조 과정을 거쳐 10월 말 포항
동성조선소에서 완공되었으며, 경유와 LNG로 복합 추진하는 엔진을 탑재하였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 기술이 탑재된 청항선을 투입하는 만큼 여수 광양항이 좀 더 깨끗해질 것으로
수 있어 관련기관과의 협업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여수 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여수항 신북항 관공선부두에서 LNG청항선 ‘여청2호’의 여수항 인도를
기념하고 안전한 운항을 기원하는 취항식을 진행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의 대형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로정비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해사안전소식

기대한다”며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운영되는 여청2호가 항만청소 작업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방제작업에도 투입할

* (사업개요) 호안 7.5km, 면적 420만㎡, 수토용량 3,354만㎥ / (사업비) 3,864억원

2026년이 되면 투기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864억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22년 말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33년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약 420만㎡의 부지가 공급되어 석유·화학,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기능 등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
* ’21.12월 발주 → ’22.2월 입찰공고 → ’22.9월 설계심의 → ’22.11월 공사착수 → ’26.12월 준공

여수 항만건설과장은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수역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는 ’33년에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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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부지가 공급되어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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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03

●

(사업목적)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 시 발생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

군산해수청, 무인등대 관리업무에 촬영장비가 탑재된 드론
활용

●

(사업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전면해상 일원

- 항로표지 점검정비, 사업설계·감독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 -

●

(사업규모) 호안축조 7,476m

■ 사업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20.3. ~ ’26.12.(착공일부터 52개월) / 3,864억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1년 11월부터 무인등대* 관리 및 해양수산 관련 업무에 촬영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 무인등대란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으로 관리하는 등대

■ 계획평면도
해사안전소식

이를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드론을 2021년 10월 14일 구매하였으며, 특히,
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파손여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총 177기의 무인등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항로표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들 위주로 항공 드론 조종 교육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선박 운항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간출암 등에 등대 설치를 위한 설계자료 조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금번 드론 도입을 통해 해상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향후 드론 장비가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업무 수행시간이 단축되고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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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드론 시험운용 전경

마산해수청, 견내량수도 항로표지 국내 최초 순차점등 실시
- 시인성 개선으로 항로이탈 방지 및 안전항해 기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견내량수도’의 주 항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로등부표(녹색/좌현)의 순차점등 방식을
2021년 8월에 도입하여 약 3개월간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11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견내량수도는 각종 어선, 예부선 등이 주로 오가는 통항량이 많은 해역이며, 크고 작은 섬 등이 산재된 복잡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 2~3회의 좌초사고가 발생하여 항해 시 운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항행선박의 주 항로 이탈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항로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 항로등부표
해사안전소식

(녹색/좌현) 5기에 대하여 등화가 동시에 깜빡거리는 기존 동기점멸방식 1)에서 0.5초 시간차로 등화가 남측에서
북측으로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 2)로 개선하여 북상 시 주 항로에 대한 식별력을 높였다
1) 동기점멸 : 동시에 점·소등되는 방식
2) 순차점등 : 일정한 시간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점·소등되는 방식

마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국내 최초로 시행된 순차점등방식이 견내량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의 주 항로 식별에
▲ 항로표지 업무용 드론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행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항로표지 기능개선 및 위해요소
발굴 등 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 드론 시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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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위치 및 전경사진)

참고

동해신항, 북방교역의 중심항만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다
- 방파호안 1공구 준공으로 정온수역 확보, 선박 안전운항에 기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신항이 산업원자재 및 대북방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동해신항 방파호안 1공구’를 2021년 11월 11일(목) 준공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원자재 허브항인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3년 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7,342억 원을 투입하여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선박 이항만의 수용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하여 항구밖에서 하역작업을 기다리는 상태
해사안전소식

본 사업의 일환인 방파호안 1공구는 태풍이나 이상 파랑 등을 막는 대형 항만구조물로서, 최대 10만 톤급 선박이
머물 수 있는 석탄부두 등 7개 부두*의 잔잔한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7년 6월부터 약 5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약 2,089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호안 539m와 친수호안 733m를 축조하였다.
* 석탄1·기타광석3·시멘트2·잡화1선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8월, 동해신항 북방파제 1,700m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방파호안 1공구까지
준공함으로써 동해신항의 외곽시설을 90% 이상 개발하였으며, 마지막 외곽시설인 방파호안 2공구도 차질 없이
축조하여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파제와 방파호안이 모두 조성되면,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순차점등 등부표(5기/녹색 등화)

원자재인 광석과 시멘트, 유연탄 등의 원활한 수출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동해항을 장차 남북평화 교역과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순서 : 대석서→사서→대유도→해간도남→해간도동

북방교역의 중심 항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 것 으로기대된다. 또한, 그간 지지부진하던 동해신항의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설치 위치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방파호안 1공구 준공을 통해 동해신항 외곽시설의 2022년 상반기 완공이
가시화됐으며, 앞으로도 동해신항이 환동해권의 중심이자 대북방교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두 등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로등부표 5기
[순차점등 등화]
해간도
해간도

1

4
2

5

대유도

3

사서등대

대석서등표
진해서등표

북상 시 해간도 및 대석서등표
좌측으로 항로이탈금지
[접근금지]

주항로
▲ 견내량수도 전경(남측 도남항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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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해신항 개발사업

■ 사업개요
●

(목적) 동해항의 선박 체선율을 해소하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부두 7선석(최대 10만톤) 등 북방교역

06

인천해수청, 국가관리항(인천항 및 연안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 호안 및 방파제 등 출입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시설 확충
* (사업효과) 하역능력 22백만톤 → 41백만톤(+19), 접안능력 16척 → 23척(+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 등에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1일 인천항과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 일부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

(사업내용) (재정) 방파제 1.85㎞, 방파호안 2.3㎞, 진입(연결)도로 1식, 해안보호 대책시설 1식, 부두 2선석
(잡화, 기타광석)(민자) 10만톤급 등 부두 5선석(석탄, 기타광석2, 시멘트2)

●

(사업기간/사업비) ’13 ~ ’30 / 1조 7,342억원(재정 11,979, 민자 5,363)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인천항의 신항교 및 바다쉼터 호안 일원(3,353m, 95,850㎡)과 연안항의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1,556m, 43,281㎡)이 해당된다.
이 지역은 낚시객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항만법」제

(재정사업)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11년), 예비타당성조사(’12년), 설계 용역(’13~’16년), 환경영향평가

●

해사안전소식

■ 계획평면도

28조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표지판(25개), 출입문(4개), 난간(경간 46개, 92m), CCTV(10개, ’22. 上 설치 예정)

(’14~’16년)
- 북방파제 1.7㎞ ’20.8월 준공(’16.5월 착공), 후속사업인 방파호안 2.3㎞ 및 동방파제 0.15㎞ ’17.6월 착공(’21.9월
말 기준 90%, ’22.上 준공 예정)

출입통제는 공고 후 30일 간의 계도를 거쳐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무단출입 시 단계적으로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진입도로(0.76㎞) 실시설계 중, 재정부두 2선석 기초조사 착수(’2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계도기간 동안 홍보활동, 주기적인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국가관리항
●

(민자사업) 석탄부두 1선석(10만톤급) 실시계획 승인(GS글로벌, ’20.10)

(인천항 및 연안항) 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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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천항 및 연안항 출입통제 구역

■ 연평도항 남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 용기포항 동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리 325-178 인근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진촌리 2622 인근

●

위
 치도

●

위
 치도

해사안전소식

■ 연평도항 동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리 325-172 인근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진촌리 2616 인근

●

위
 치도

●

위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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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항 신항교 호안 일원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69번지 일원

●

위치도

부산항, ’21년 하반기 부산항 공컨테이너 실태조사 결과
불량률 지속 개선
올 한해 부산항에서 유통되는 공컨테이너의 상태가 올 상반기부터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및 컨테이너 수리업체와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부산항 공컨테이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컨테이너
불량률이 ’20년 및 ’21년 상반기 대비 지속 개선되었으며, 유해외래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사안전소식

부산청과 BPA는 ’17년 해외에서 수입된 공컨테이너에서 유해외래생물이 발견된 후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불량
컨테이너로 인한 운송기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18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반기별 1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산항에서 반출된 공컨테이너 35,972개 중 2,674개(7.4%)를 표본 조사한 결과 347개(13.0%)
가 불량으로 판정됐다. 이는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불량률 대비 각각 38.9%p, 0.9%p 감소한 수치*로서, BPA
는 ’21년 부산항 공컨테이너 수급 상황이 ’20년 하반기보다 개선되면서, 상태가 양호한 컨테이너가 많이 수입된 것과
선사들이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이 불량률 지속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 불량률 추이 : (’20.下) 51.9% → (’21.上) 13.9% → (’21.下) 13.0%

부산청과 BPA는 조사 결과를 관련기관 및 선사와 공유하여 선사의 자발적인 공컨테이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조사

■ 인천신항 바다쉼터 호안 일원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69번지 일원

●

위치도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

자료를 누적 관리·분석하여 향후 실태조사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청 청장은 “최근 1년간 불량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수급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불량 컨테이너가 다시 많아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선사와 협력하여 부산항 반입 공컨테이너 상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BPA 사장은 “BPA에서도 공컨테이너 상태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유해외래생물 또는 불량한
공컨테이너로 인해 부산항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1년 하반기 공컨테이너 실태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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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산해수청, 겨울철 안전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에 앞장선다
- 3대 인명피해·취약분야 중점관리 및 사고대응·예방체계 고도화 등 -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요약자료

■ (대산항 및 접속수역) 겨울철 기온강하·풍랑특보 등 기상악화 및 연휴기간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접촉, 인명사상 등 발생(총 8건)
●

(사고상세) 유형별로 충돌 38%, 접촉 25%, 인명사상 25%, 기타 12% 발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취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12월~2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타
12%

* (겨울철 기상상황)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매우 크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해상기상 악화로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일수(평균 27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됨.

이에 대산해수청은 △ 3대 인명피해 사고 중점관리 △ 3대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사고대응·예방체계 고도화

인명사상
25%

해사안전소식

충돌·접촉
63%

등의 대책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겨울철 전열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세부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주요대책
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 화재취약선박 등 집중관리를 통해
대산항의 안전한 해상교통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3대 인명피해 사고 중점관리

- 선내안전사고 집중관리를 위한 화물선 및 예·부선 점검 강화
- 선박통항로 안전확보 및 항로표지시설 점검을 통한 충돌사고 예방
- 선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직무 친숙화 여부 점검

●

3대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여객선 점검 및 특별수송대책 실시
- 화재설비 점검 및 화재예방 교육을 통한 화재·폭발사고 예방 강화
- 기관손상·부유물 감김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설비 점검 및 관공선 순찰 강화

●

사고대응·예방체계 고도화
- 바다내비 정보제공 및 상황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 예·부선 및 위험물운반선 등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선박사고 예방 연구회 및 해양안전 캠페인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12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21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4. 해사안전법 시행령
5. 해사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9. 선원법
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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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498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18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로 한다.
별표 1의 동해광역구조본부의 소속 지역구조본부의 동해란 다음에 울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일부개정]
별표 3의 장비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
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수수료 환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공고된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불받을

해사안전소식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별표 4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구조업무"를 각각 "수상구조업무"로 한다.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98호

별표 5 제1호나목 전단 중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을 "최근"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를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를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각각
2021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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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중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을 "최근"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이 경우"
를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를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각각

제8조 중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제30조의3제1호"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중 "제30조의5"를 "법 제30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중 "제30조의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난구호민간인"을 "수난구호참여자"로, "사람"이란"을 "자"란"으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6"을 "법 제30조의6"으로 한다.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민간인"을 각각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로 한다.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중 "제12조의10제2항"을 "제12조의11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난구호민간인"을 "수난구호참여자"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9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수난구호"를 "해양수난구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⑧ X항목(참고사항)란 중 "DSC"를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제17조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을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Calling)"로 한다.

따른 신고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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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지하고 있는 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제12조의7제3항"
을 "제12조의11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부칙
해사안전소식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으로 본다.

Ⅴ. 주요 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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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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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26호, 2021. 10. 5.,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32026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제4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한다.

[일부개정]
제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한다.

◇ 개정이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제6조의 제목 중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중앙·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소방청"을 "국토교통부·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나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해양수산부·소방청·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편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삭제한다.

해사안전소식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주요내용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가.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2) 해상화물 분야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나.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7조)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6) 감식(鑑識) 분야

지방항공청장과 권역별질병대응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Ⅴ. 주요 법령 제·개정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 중앙·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기능(제8조 및 제9조)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급 해양수색
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제7조의 제목 중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제2
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6조제1항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2조의2 신설)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위원회에 정책조정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광역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법제처 제공>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문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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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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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제11조의 제목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지역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상청"을 "지방기상청"으로, "출장소"를 "출장소, 지방항공청"으로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를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대책위원회"를

사람"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해상수난구호업무"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제2

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대책위원회의

호·제3호 및 제4항제2호·제3호"로 한다.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를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광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를 "광역기술위원회의

제7조의2제2항 중 "제7조제2항제2호"를 "제7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로, "보고하여야 하고"를 "보고해야 하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를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로, "보고하여야

제8조의 제목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책위원회"를 각각 "기술위원회"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사안전소식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협의·조정한다"를
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5호(종전의 제4호) 중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를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제12조의 제목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해수면"을 "해양"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

"대책위원회"를 각각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비치하여야"를

호(종전의 제7호 및 제8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

"비치해야"로 한다.

12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협의·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Ⅴ. 주요 법령 제·개정

제9조의 제목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같은 항 제2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
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중 "해상
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민간 구조대"를 "법 제26조제1항에

제13조 본문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출석한"을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출석"을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해수면"을 "해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책위원회"를 각각 "기술위원회"로 한다.

한다.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1호"를 "제7조제4항제1호"로,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한다.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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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 본문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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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본문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5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사항이"로 한다.

개정이유

제31조제1항제1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9
조제4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2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로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을 확인하는

부칙

절차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한 해사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것임.

해사안전소식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절차(안 제1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 사업 현장 방문일 7일 전까지 확인 근거·목적·일시 등을 사업자,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안 제32조의2 신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Ⅴ. 주요 법령 제·개정

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의 강화(안 별표 13의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80점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를 종전에는 최근 3년간 5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3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 발생으로 기준을 강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95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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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 중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로 한다.

3.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8항"을 "법 제18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을 "제6항"으로, "정한"을 "규정한"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

제14조의2(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 또는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그 취소 절차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사업자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조사를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사안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처분기관 또는

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의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지수가"를 "평가지수가 80점 이상이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 중 "5명"을 각각 "3명"으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6)을 삭제하며, 같은 목 7)을 6)으로 하고,

2. 확인 일시

같은 표 제2호가목2) 중 "7)"을 "6)"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3개월 이내"로

3. 확인자의 인적사항

하고, 같은 목 1) 중 "4명"을 각각 "2명"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여객이 4명 이하"를 "4명 이하"로 하고, 같은 목 5)

4. 확인 사항

를 삭제한다.

해사안전소식

1. 확인 근거 및 목적

4) 운영선박에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제3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32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부칙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선박의 위치 및 입출항에 관한 정보

제2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을

4. 선박 점검·검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3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별표 13의2 제

6. 선원의 면허, 교육 및 승선·하선에 관한 정보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7.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규정에 따른다.
Ⅴ. 주요 법령 제·개정

8. 해운업ㆍ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9.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0. 해상 교량, 방파제 등 해상시설에 관한 정보
11. 항로표지 등 항행안전시설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2.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등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4. 그 밖에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통합서식)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거나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34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제3항제2호 중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한국해운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37

www.imokorea.org

해사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01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11호, 2021. 9. 24., 일부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부개정]

제7조의4(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 개정이유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안전진단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의

2.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의5(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 결과 제출 시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안전진단대상사업의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제16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시 후 3개월

* 처분기관: 항만개발사업 허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등 해양의 이용·보존과 관련된 허가·인가·승인 등의 권한을

해사안전소식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가진 행정기관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8조의2제
2항"을 각각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 주요내용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2제8항"을 "법 제18조의

가. 안전진단대상사업 확인 결과 제출시기(제7조의5 신설)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2제9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선박의 통항을 금지·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고 속력이

④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경우에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한 차례만 확인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법 제18조제2항"은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결과"로 본다.
Ⅴ. 주요 법령 제·개정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안전진단대상사업 이행 결과 제출시기(제8조의2제4항 신설)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선박의 통항을 금지·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경우에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한 차례만 이행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97조의3"을 "법 제97조의4"로 한다.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제21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표본조사 실시(제14조 신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8항"을 "제1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하며,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법제처 제공>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개정문

별표 5 제2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추월할"을 "앞지르기할"로, "추월선이"를 "앞지르기 하는 배가"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부칙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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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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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8조제1항 중 "해양시설 부근"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개정이유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제18조제2항 중 "확인"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유로 보안·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사안전소식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
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따라야 한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제1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나.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등에 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37조제1항제
제18조의2제5항 중 "시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주요 법령 제·개정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라.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제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재협의 요청, 검토의견·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무총리

정세균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 제18063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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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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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제9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98조제5호 중 "제57조의2제4항"을 "제57조의2제5항"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57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사안전소식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3조의2 및 제99조의
제2조(처분기관의 검토의견 등 이행 확인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7조제5항 전단 중 "추월선(追越船)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제3조(국가기관의 장 등의 검토의견 등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추월할"을 "앞지르기 할"로, "추월하겠다는"을 "앞지르기 하겠다는"으로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한다.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1조의 제목 "(추월)"을 "(앞지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월선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월하고"를 "앞지르기 하고"로,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월하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는"으로, "추월이"를 "앞지르기가"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한다.
Ⅴ. 주요 법령 제·개정

제77조제5항제1호 중 "추월"을 "앞지르기"로 한다.
제92조제4항제1호·제2호 중 "추월하려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해양안전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7조의3을 각각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로 한다.
제7장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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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7호, 2021. 10.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선박교통의 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추진방향과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66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의 수탁 업무의 범위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징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업무를 추가하여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그 비용도 징수할 수 있도록

* 관제시설: 선박교통관제업무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
해사안전소식

하려는 것임.

할 수 있는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말함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개정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문재인 (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문성혁

⊙ 대통령령 제3221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32057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기술개발의 지원)"을 "(기술개발의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Ⅴ. 주요 법령 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 중 "법 제122조제2항"을 "법 제122조제3항"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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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2021. 12. 23., 일부개정]

2.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반할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현행화하고,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과 예비세정절차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선박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방오도료의 범위에 디우론이 포함된 도료를 추가하여 해양생물체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사전에 순환수·보조탱크의 맨홀 등을 개방하고 배출·순환펌프
해사안전소식

일부를 분해하도록 하던 것을 순환수·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분뇨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 준비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Ⅴ. 주요 법령 제·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47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4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49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5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51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52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53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5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55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5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57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5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59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6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61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62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63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6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65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6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67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6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69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7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1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72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3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7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5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7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7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7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9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8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81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82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83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8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85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8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87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8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89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9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91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192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93

www.imokorea.org

별표 5 제5호자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든 선박
가) 사목1)라)에 따른 지속성 부유물질에 대한 예비세정절차
(1) 2
 0°C에서 50 mPa·s 이상의 점도나 0°C 이상의 녹는점을 갖는 지속성 부유물질은 예비세정의 목적상
응고성물질 또는 고(高)점성물질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예
 비세정 과정에서 소량의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화물잔류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배출시설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5 제8호가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흐름도는 선박의 선령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모든 해양에서의 배출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유해액체물질이거나 그 유해액체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은 남극해역 내 해양에서 배출할 수 없다.
해사안전소식

4) Y
 류 지속성 부유물로서 점도가 20°C에서 50mPaㆍs 이상이거나 녹는점이 0°C 이상이면서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협약」 제17장의 영문 o란의 16.2.7에 해당하는 지속성 부유물질의
경우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 제13.9규칙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의 배출은 제5호사목1)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7 제1호 비고의 가목 본문 중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을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기관구역 밖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연료유계통이 기관구역과 분리된 기관은 합계출력 산정 시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선박 내에서 기름연료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기름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0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지속성 부유물"이란 다음의 성질을 모두 가진 물질로서 유막(slick)을 형성하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1) 밀도가 해수의 밀도(20°C에서 1025kg/㎥) 이하일 것

Ⅴ. 주요 법령 제·개정

별표 5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비전통추진방식을 가진 선박과 선박의 종류와
관계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Polar Code)에서 정한 범주A 선박(다년생 얼음을 포함하여 최소한
중간정도 두께의 일년생 얼음이 있는 극지해역의 운항을 위해 설계된 선박)은 제외한다.

2) 증기압이 0.3kPa 이하일 것
3) 용해도가 액체 상태에서 0.1% 이하이거나 고체 상태에서 10% 이하일 것
4) 동점도가 20°C에서 10cSt를 초과할 것
별표 5 제5호사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 제4호의 정기검사란 나목1)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목2)를 삭제한다.
1) 순환수탱크 및 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1호사목의 지속성 부유물 중 Y류 지속성 부유물로서 점도가 20°C에서 50mPa·s 이상이거나 녹는점이
0°C 이상이면서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협약」 제17장의 영문 o란의 16.2.7에
해당하는 지속성 부유물질인 경우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 제13.9규칙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목에 따른 절차에 따라 탱크를 예비세정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가목1)다)를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2) 예
 비세정과정에서 발생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은 해당 탱크가 비워질 때까지 양하항의 육상시설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배출해야 한다.
(3) 예비세정과정 이후에 탱크로 유입된 물은 나목의 배출기준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1973/78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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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5호자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하기 위한 결의서 MEPC.203(62)에 따라 개정된 1997년 의정서에 따라"를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199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199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도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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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같은 쪽 중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203(62)"를 "as amended"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 중 "2008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MEPC.176(58)에 따라 개정된 「1978년 의정서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6호, 2021. 6. 15., 일부개정]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를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이유

(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 중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176(58) in 2008"을 "as
amended"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2008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MEPC.176(58)에 따라 개정된 「1978년 의정서

먼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따라"를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 중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176(58) in 2008"을 "as

다음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amended"로 한다.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사안전소식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마쇄소독장치에 대한 검사준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9 제4호의 정기검사란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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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문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Ⅴ. 주요 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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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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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4조제6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을"로, "수장하였을"을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제12호 중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96조를"로 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173조제1항제9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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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소식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제179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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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Ⅴ. 주요 법령 제·개정

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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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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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관리
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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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해양수산부령 제511호, 2021. 12. 9., 일부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전단 중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
라 한다)을"을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
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검색장비"를 "보안검색장비"로, "아니하는"을 "않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색장비"를 "보안검색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개정이유

를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안전과 국가보안을 위해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해사안전소식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 주요내용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안 제37조의4, 제37조의5 신설)
1)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과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으로 정함.
2)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성능 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성능시험을 요청하여 그 결과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나.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실시(안 제37조의6 신설)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검색장비의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분함.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Ⅴ. 주요 법령 제·개정

성능 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37조의7 및 별표 3의2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함.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안 제37조의9 및 별표 3의4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기본료, 인건비, 간접비용, 직접비용 등을 합산해서 산정하도록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함.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제공>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개정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령 제51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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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 제21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 제21호의8서식"으로 한다.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4제2항제4호 중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 제21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별지 제21
호의5서식"을 "별지 제21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3의2부터 별표 3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1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10서식까지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해사안전소식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소유자는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Ⅴ. 주요 법령 제·개정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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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5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안전과 국가보안을 위해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자 등에게는 1
해사안전소식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15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의 수탁기관,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의 수탁기관(안 제1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Ⅴ. 주요 법령 제·개정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대통령령 제3215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제16조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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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머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별표 2 제2호서목(종전의 머목)부터 고목(종전의 퍼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사안전소식
Ⅴ. 주요 법령 제·개정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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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61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위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도입하려는 것임.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해사안전소식

보안검색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안검색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제처 제공>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문재인 (인)

한다.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 법률 제17615호
Ⅴ. 주요 법령 제·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류와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21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217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SEAS)」를 영국 “Taylor & 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술지 제출 홈페이지
https://www.tandfonline.com/loi/tsea20

문의사항
이메일: seas@imkmc.or.kr
전화: 070-49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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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IMO 회의자료의 체계화된 관리 및 검색
-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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