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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S II-1는 파트 A(일반) / B(구획 및 복원성) / C(기관파트) / D(전기설비) / E(무인기관실)로 구성됨

제8차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 8) 결과

※ 후속조치 사항 : 통신작업반 참여
▶

보고서

통신작업반 논의 시, 아국의 산업계 현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초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

3. MODU 석면이 함유된 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MSC 회람서 개정(의제 11)
●

M
 ODU(이동식 해상시추장치)에서 석면이 함유된 재료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1979, 1989 MODU 코드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중국이 제안한 유예기간(9년)* 등 일부 이견이 발생하여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논의하기로

I.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함
* SOLAS 적용선박(국제항해선박)의 석면함유 재료의 사용 일부금지에서 전면 사용금지까지 약 9년 유예기간

● 2022. 1.17. ~ 1.21, 화상 회의

(2002.07.01.~2011.01.01.)을 1979,1989 MODU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

※ 후속조치 사항 : 통신작업반 참여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

통신작업반 논의 시, 아국의 산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1. 선박수중소음 감소를 위한 지침서 검토(의제 14)
●

선박으로 발생되는 수중방사소음(Underwater Radiated Noise, URN)의 해양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4. 비상예인설비 확대 적용을 위한 규칙 개정안 개발(의제 12)

줄이기 위하여, 2014년 개발한 수중소음저감 지침(MEPC.1/circ.833) 개정* 필요성에 합의함
●

* (현행 지침) 수중소음 측정기준, 저감가능 기술 등 원론적인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선주·설계사 및 조선소를 통

기
 존 탱커선(20,000 DWT↑)에만 적용되던 비상예인장치*를 모든 선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적용기준**(톤수 등)
등을 검토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 회의(SDC 9차)에서 상세 논의하기로 결정

한 이행은 어려움 → (개정 목표) 수중소음 적용 대상선박, 소음기준, 저감목표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전면 개정

* 비상예인장치: 예인줄(체인), 선박 연결·고정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선박의 앞뒤에 설치하여, 비상 시 예인선을 통한 신
속한 예인을 지원하는 장치

●

향
 후 세부 작업계획 등의 논의를 위해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 논의하고, SDC 9(2023.1)에서 재논의하기로

** (중국) 총톤수 150,000톤(길이 300m↑), (호주, EC 등) 총톤수 20,000톤(길이 약 133m)

결정함.
* 통신작업반 작업내용 : ① 수중방사소음의 측정/분석/보고방안 식별, ② 수중방사소음의 추가적인 차단/저감 방안 식
별 및 ③ 각 방안이 IMO의 다른 규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 후속조치 사항 : 통신작업반 참여 및 아국 연구성과 문서 차기 회의 공유
▶

5. 2세대 비손상 복원성 임시지침 해설서 개발(의제 5)
●

선
 박의 복원성 기준 개선을 통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2세대 비손상 복원성 안정성 기준(MSC.1/
Circ.1627) 임시지침서가 기 승인 완료되었으며, 금번 SDC8에서는 임시지침서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 완료하고

통신작업반 논의 시, 규제화 논의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중 소음측정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MSC105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주장하고, 아국의 현황을 고려하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

※ 후속조치 사항 : MSC 105차 회의결과 확인 후, 승인된 지침을 산업계에 전파

2. SOLAS II-1장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안전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의제 9)
●

SOLAS II-1장 요건에 대한 대체설계지침*(MSC.1/Circ.1212/Rev.1)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기설비

6. 화물창 수위감지기 성능기준 개정 논의(의제 13)

(SOLAS II-1장 파트 D) 대체설계 지침을 우선 마련**하였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기관설비에 대한 대체설계
지침도 개발 예정임
* 협약에서 요구하는 설계 및 배치가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대체설계나 배치를 인정 가능하나, 현

●

선
 박의 화물창 파공 등으로 인한 침수 시 화물창 내로 유입된 물의 수위를 감지하는 수위감지기 설치가 단일 화물창에서
2개 이상 화물창을 가지는 화물선으로 확대(SOLAS II-1/25-1규칙, 2024.1 발효)됨에 따라, 기존 수위감지기의
성능기준(MSC 결의안 MSC.188(79)) 개정안*을 개발 완료하고 MSC 105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행 지침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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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 내용) 청각(Audible) 경보에만 요구되던 수위별(Low, High) 알람구분 요건을 시각(Visual) 경보로 확대 등

* 선체부식 방지,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하여 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선박 건조 시 보호도장(Paint) 성능기준.
도장 횟수, 두께, 모서리 처리, 도장검사 요건 등을 규정

※ 후속조치 사항 : MSC 105차 회의결과 확인 후, 개정 사항을 산업계에 전파

11. IMO 안전, 보안 및 환경 관련 협약 규정에 대한 통일해석(의제 11)
7. 2011 검사강화제도(ESP Code)* 개정(의제 6)
●
●

단
 일선체 유조선의 국제항해 불가에 따라 단일선체의 탱커선을 산적화물선으로 개조한 스텔라데이지(Stellar

모
 호한 협약요건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통일해석을 논의하는 의제로, 본 회의장 또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작업반에서 세부 논의를 한 결과, 협의 완료된 아래의 통일해석 초안을 MSC105차에 승인을 위해 제출함

Daisy, 마샬아일랜드선적, 총톤수 150,000톤)호 침몰사고 이후 산적화물선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선박
평형수탱크의 보호도장 상태에 따른 보호도장 검사주기 강화**를 포함한 검사강화기준(안) 개발을 완료하고 MSC
105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Enhanced Survey Programme(검사강화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산적화물선, 유조선 등)에 일반 선박 보다
검사 범위 및 개소 등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안전요건

▶ SDC 8/10/2 : 1988 및 1966 ICLL 37(3)규칙에 대한 통일해석(IACS)
▶ SDC 8/10/3 : 개조 경하중량과 관련된 복원성 및 적하자료 개정에 대한 통일해석(IACS)
▶ DC 8/10/5 : 워크숍에서 소음에 대한 요구사항의 해석(IACS)
▶ SDC 10/9 : 손상 복원성 요건 내에 명시된 목재 갑판 화물에 관련된 통일해석(IACS)

** (기존) 5년에 2회 보호도장 상태(Good, Fair, Poor)를 검사, 평형수탱크 검사결과 도장상태가 불량(Poor)인 경우에 한해
이후 검사부터 매년 주기로 검사해 오던 것을 → (강화) 보호도장 상태가 보통(Fair)인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검사 실시

※ 후속조치 사항 : MSC 105차 회의결과 확인 후, 개정 사항을 산업계에 전파

8. 산업인력 수송선박 안전기준(의제 4)
●

12인 초과 산업인력을 수송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SOLAS 제15장 제정안과 IP Code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MSC 105차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함
* IP Code(산업인력 수송선박의 안전 코드) : 산업인력 13인 이상을 수송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선박안전기준(구명
설비, 선박 복원성, 화재안전설비 등)

※ 후속조치 사항 : MSC 105차 회의결과 확인 후, 제정 사항을 산업계에 전파

9.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 선박을 위한 안전 대책(의제 3)
●

극
 지해역운항 SOLAS 비적용 선박*에 대한 안전 지침서 개발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 제출된 문서가 없어 별도
논의하지 않고 다음번 회의(SDC9차)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24m 이상의 어선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람요트

10. 모든 선박의 Void의 보호도장 성능기준 개발(의제 8)
●

선
 박 안전강화를 위해 보호도장 성능기준(PSPC)*을 기존 평형수 탱크와 화물선의 이중선체구역에서 보이드
스페이스(빈공간)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최근 몇 년간 제출된 문서가 없어 별도 논의
없이 논의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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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GMDSS* 현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STCW-F 협약을 개정**함
*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전 세계 해상 및 안전조난 제도

제8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 폐지된 결의서와 관련된 참조 삭제, SOLAS 협약 문구를 케이프타운 의정서로 대체, GMDSS 통신사의 정의 추가 등

(HTW 8) 결과보고서

- 다만, STCW 협약의 GMDSS 통신사는 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STCW-F 협약의 GMDSS 통신사 관련 문구 개
정에 대해 차기 회기에 추가 논의 예정
●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적당직 교육훈련 지침에 대한 결의서 작업은 시간제약으로 인해 차기 회기로 논의를 연기함
-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고위험 해역(high risk area)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과 선상 무기소지 문제에 대한 이

I. 개 요
● 회의명 : 제8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The 8th Session of HTW Sub-COMMITTEE)

유로 지침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
●

STCW 협약상 기초안전교육은 STCW-F 협약상 교육내용과 동일한 경우* 이수실적을 인정하기로 함
* 개인생존기술(section A-III/1-1), 화재예방 및 대응(section A-III/1-2), 기본 응급치료(section A-III/1-3), 개인

● 일시/장소 : 2022.2.7. ~ 2.11.(5일간) / 원격회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section A-III/1-4)만 인정

● 의 장 : Mr. Haakon Storhaug(노르웨이)
●

시간제약으로 논의되지 못한 규정 등 논의를 위해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하고, 통신작업반 과업범위
(ToR) 초안*을 마련함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 STCW-F 협약 초안 마무리, 상선선원 건강검진 지침을 고려하여 어선원 건강검진 지침 초안 마련

1. STCW-F 협약 전면개정 검토(의제8)
2. STCW 협약에 따른 의무승선실습 촉진을 위한 조치 개발(의제10&11)
1) 주요 논의사항
1) 주요 논의사항
●

STCW-F 협약 전면개정을 위한 관련 세부 논의
●

의무 승선실습을 승선과 육상훈련으로 재분배하는 문제

●

의무 승선실습 이행의 문제점 식별 및 회원국의 승선실습 이행 관행 조사 필요성

2)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
●

명서 정의의 종류를 세분화*하자는 우리나라 등의 제안에 따라 개정하기로 합의
* (현행) 교육이수증(CoP) → (개정안) 해기면허증(CoC), 교육이수증(CoP)

2)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

어선 길이 12미터에 대한 상응톤수를 협약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주관청이 어선 길이 12미터에 상응톤수 결정

재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사와 전자기관사의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가능)
●

통신작업반 개설

기관장, 일등기관사 및 당직기관사 자격증명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개정함
●

●

●

- 추진기관 750kW 이상 어선의 당직기관사 자격증명을 위해 12개월 이상의 승선경력을 요구하고, 필요 시 최대 6개월

금번 회기 중 STCW 협약을 개정(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승선실습 대체)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는 부정적이었으며, 시뮬레이터의 활용 등 새로운 기술에 의한 승선실습 대체에 대해 다소 우려스럽다는

은 특별교육(공장실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 개정

어망, 함정어구 등 어구류를 지칭하는 용어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의무승선실습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다양한 이행 방법의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 제안(대한민국)
에 다수 회원국이 지지 의사 표명

STCW 협약과 일관되도록 추진기관 3,000kW 이상 어선의 기관장의 자격을 위한 승선경력을 24개월에서 36
개월로 개정

●

시뮬레이터 교육이 승선실습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1년의 의무 승선실습을 승선과 육상훈련으로

의견도 있었음
●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각국의 의무승선실습 이행 관행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며, 장·단기로
분류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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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우리나라 대응 필요사항

03

후속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 적극 참여

제8차 선박계통·설비 전문위원회(SSE 8)
결과보고서

① (의제 6) STCW 협약 이행
② (의제 8) STCW-F 협약 개정 논의
③ (의제 10) STCW 협약에 따른 의무 승선실습의 품질보장을 위한 조치 개발
(의제 11) 의무 승선실습 이행에 대한 문제점 식별 및 이행 방안 논의
●

STCW-F 논의경과 등 산업계 전파

I. 개 요

- 어선원 자격훈련 협약 개정논의 경과를 원산협회, 수협 등 관련 산업계에 공유하고 향후 논의과정에 관련 업계와 협력
대응 추진
●

신규 작업과제 제안
- 선원 사이버보안 교육 개발을 차기 MSC 회의에 신규 작업과제로 제안하기로 발언한 바, 후속 조치 추진

● 회의명 : 제8차 선박계통·설비 전문위원회
(The 8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8)
● 일시/장소 : 2022. 2.28. ~ 3. 4(5일간) / 원격회의
● 의 장 : Mr. U. Senturk(터키)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생존정의 환기요건 및 환기장치 시험요건 개발(의제 3)
1) 주요 논의사항
●

생존정 내부에서의 열 순환 및 호흡 등 생존환경 확보를 위해 전폐형·부분폐형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환기요건
업체확인사항과 시험요건을 개발

2) 논의결과
●

전폐형 구명정은 동력 환기장치로 일정 환기율(5m3/hr/인)을 충족하고, 부분폐형 구명정 및 구명뗏목은 동력 및
자연환기를 모두 고려하여, 환기율 충족 또는 CO2 농축농도(5,000ppm) 미만 유지를 요구

●

개정안(2026년 1월 1일 발효 및 2029년 7월 1일 이후 탑재되는 생존정부터 적용 예정)에는 모두 합의되었으나,
합의된 개정안에 보완이 요구되는 연구결과 제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SSE 9차에 의제로 유지하기로 함.

2. 로로여객선 차량 구역 등의 화재 안전요건 강화(의제 6)
1) 주요 논의사항
●

로로여객선의 차량 구역과 특수분류구역에서의 화재 사고 및 손상 최소화를 위해 SOLAS 및 FSS(화재안전) Code
개정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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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결과
●

현존선에 CCTV 운용요건 및 연기·열 동시 탐지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신조선의 차량구역 개구부

5. 하역설비 및 앵커 핸들링 윈치에 관한 지침서 개발(의제 9)
1) 주요 논의사항

배치요건(탈출설비에 영향 없을 것) 및 개방갑판에 차량을 적재하는 경우 소화설비(물 방사기) 설치요건을 합의
●

●

선박에 설치되는 하역설비 및 앵커 핸들링 윈치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

개구부와 탈출설비의 이격거리 및 물 방사기 설치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등의 사항은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예정임

2) 논의결과
●

3. 가스운반선용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지침 개정(의제 7)

기존에 규제하지 않던 하역설비와 앵커 핸들링 윈치의 설계·검사·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MSC
107차에 승인 요청

1) 주요 논의사항

6. 컨테이너선 화물구역 화재안전설비 규정 개정(의제 10)
●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적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소화약제 및 소화성능시험 기준 정비(아국
제안, 2017년)
* 승인지침에 등재된 주성분(SB, PB)에 대해, EU는 SB 사용제품을 금지토록 유권해석하면서,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제

1) 주요 논의사항
●

3의 성분(PS, EU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소화 약제)은 허용하는 이중적 해석으로 특정 기업(아국)에 불이익 조치(recall

강화 검토

53척) 및 EU 기업을 보호

* ’00. ~ ’15. 56척의 컨테이너선 화재 사고로, 약 1조원의 손실 발생

** SB(Sodium Bicarbonate), PB(Potassium Bicarbonate), PS(Potassium Sulfate)

2) 논의 결과

2) 논의 결과
●

●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선의 화물창과, 개방갑판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화재탐지·소화 설비에 대한 규정

성능기반원칙으로 소화약제를 허용하고(아국 및 미국의 제안사항이 반영됨), 소화성능시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MSC 105차(2022. 4)에서 전문가그룹(EG)을 개설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 및 FSA*를 진행하기로 함
* FSA(Formal Safety Assessment) : 인명·해상·환경·재산 보호 등 해상 안전 향상을 위한 IMO Rule Making 기법

개발하여 MSC 106차에 승인 요청

(위해도 식별 → 위해도 평가 → 제어옵션 결정 → 비용수익 분석)
* 성능시험을 통과한 다양한 소화약제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사용자의 소화약제 선택폭 확대, 관련 제품의 기술개발 촉
진 및 선박의 안전 강화 등이 기대됨
- 아국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화약제의 사용금지 등 안전 요건 신설 필요성을
발언하였으며, 발언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기록(Statement)함

4. 의복의 영향을 고려한 구명조끼 수중성능 시험방법 개발(의제 8)

7. 기타 논의사항
1) 화물선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에 관한 규정 개정(의제 11)
●

원칙적으로 화물선의 조타실, 화재제어실 및 비상발전기실 등의 제어장소에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CO2 저장실과 같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의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음

1) 주요 논의사항
●
●

업무구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설된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예정

착용자의 의복이 구명조끼의 복원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명조끼의 수중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개발*
* (배경) ’17년 영국 해양사고 조사국(MAIB)은 평온한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얼굴을 아래로 한 채 3명이 사망
한 사건 조사 결과, 구명조끼의 수중성능과 착용자의 의복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함

2) 논의 결과

2)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를 포함하는 폼 소화설비의 사용 금지(의제 12)
●

신조 및 현존선에서 PFOS*가 포함되는 폼 소화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SOLAS 및 HSC Code의 개정에
동의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 MSC 106차에 승인 요청
* PFOS(Perfluoroctane Sulfonic acid) : 유기 오염 물질의 하나로, 2009년 9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

●

시험방법은 시험 결과가 항상 일관*되어야 하고,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통신작업반에서 관련한

름 협약에서 규제 필요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만성 신부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표준의복을 착용한 시험방법은 시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논의 제외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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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대응반(해운·조선·기자재사 등)을 구성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3) IMO의 협약 요건에 대한 통일 해석(의제 15)
●

SOLAS Reg.II-2/9.7.3.1.2 및 9.7.3.2의 덕트 관통부 요건에 대한 아래 통일 해석안에 동의 및 MSC 106차에

6. 화물선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에 관한 규정 개정(의제 11)

승인 요청
●

- (SOLAS RegII-2/9.7.3.1.2) 통풍덕트가 A급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요구되는 방열은 방열된 구획과 같은 면의 덕트

국내 조선소 선박 건조 표준 등을 고려하여, 통신작업반에서 논의 예정인 SOLAS II-2 및 관련 규정 개정안 개발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혹은 슬리브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 450mm까지 연장되어야 함
- (SOLAS RegII-2/9.7.3.2) 통풍덕트가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SOLAS Reg.II-2/9.3.2 및 SOLAS Reg.II-2/9.7.3.2
에 따라야 하며, 덕트와 구획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함

04

4) 소각기 기준에서의 소방 설비 요건 개정(의제 19)
●

제109차 법률위원회(LEG 109) 결과보고서

소각기와 쓰레기 저장소에 대한 화재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Res.MEPC.244(66)* Annex 2의 요건과 SOLAS
요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Res.MEPC.244(66) Annex 2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에 동의하였으며, 개정안은
MEPC 79차의 채택을 위해 제출
* Res.MEPC.244(66) : 2014 Standard Specification for Shipboard Incinerators

I. 개 요
III. 주요 의제별 우리나라 대응 필요 사항
1. 생존정의 환기요건 및 환기장치 시험요건 개발(의제 3)
●

부분폐형 구명정 및 구명뗏목, 그리고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 요건에 대한 개정 논의 결과에 주목하고, 관련

● 회의명 : 국제해사기구(IMO) 제109차 법률위원회(The Legal Committee)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2. 3.21~ 3.25, 원격회의
● 주관기관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참석자

기관(제조사 등)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대표단 : 주영대사관 류재형 해양수산관, 김재근 IMO 참사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박형영 서기관,
김희곤 사무관, 김용진 주무관), 법무부(박정현 서기관, 임세영 전문위원), 외교부 천신혜 사무관 등 총 17명

2. 로로여객선 차량 구역 등의 화재 안전요건 강화(의제 6)
●

●

관련 규정(SOLAS II-2 및 FSS Code)의 개정이 내용에 따라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개정안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주목하고, 향후 진행될 논의 결과를 관련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기관 등에 전파 필요

3. 가스운반선용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지침 개정(의제 7)
●

여타국 : 97개 회원국 참석

소화약제 요건 및 소화성능시험 기준의 개정 결과에 주목하고, 관련 기관(소화 장비 제조사 등)에 해당 내용을 전파

1. 사무총장 기조연설
●

필요

흑해 및 아조프해 인근의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회의에서 선원 유기 및 허위
선박등록 방지대책, 자율운항선박 신규 작업과제 제안 등에 진전된 논의 및 결과 도출을 희망함

4. 의복의 영향을 고려한 구명조끼 수중성능 시험방법 개발(의제 8)

2. 2010 HNS 의정서 발효 및 조화로운 해석 촉진(의제 3)
●

개발 중인 부력재 이용 시험방법 등 다양한 시험방법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련 규정 개발 지원 필요

5. 컨테이너선 화물구역 화재안전설비 규정 개정(의제 10)

1) 주요 논의사항
●

위원회는 2010년 위험·유해물질협약(HNS Convention) 의정서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가 개최 준비
중인 국제워크숍 정보(2022년 9월 예정)를 공유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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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프해에서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우리나라 비준 준비현황) ’19년 국내법으로 수용을 위해 법안 초안 마련 후 검토 중이며, 협약 비준 시 필요한 자료 제
출을 위해 ’20년 분담화물량 보고시스템을 구축, 매년 화주로부터 화물량 보고를 받고 있음

* 특별이사회는 IMO 각 위원회에서 선원·선박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과

* HNS(위험·유해물질) 의정서 발효요건 : ① 비준국가수 12개국(현재 6개국 비준), ② 선복량 200만톤 이상 4개국(충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IMO 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이

족), ③ 물동량 4,000만톤/1년(현재 1,532만톤/1년으로 미충족)

2) 논의 결과
●

위원회는 에스토니아는 2022년 1월 6번째로 동 의정서를 비준하였음을 언급하였으며,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LEG 109/10/add.1, para. 3.11)

2) 논의 결과
●

필리핀 등이 동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준비 중임을 밝힘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험증서 등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의제로 채택하고
회기 중 작업반을 개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작업반이 개발한 지침(안)을 회람서로 승인*함
* 마샬아일랜드를 의장으로 한 작업반은 프랑스가 제안한 보험증서와 관련한 기국 및 항만국의 조치를 골자로 한 가이드
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흑해 및 아조프해에서의 사태가 보험 또는 재정보증 증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침(Guidance)”

3. 선원의 공정한 대우(의제 4)

을 회람서로 마련하여 본 회의에 보고함

1) 주요 논의사항
●

국제운수노련(ITF)은 ’19년 9월 우리나라 울산항에서 환적작업을 위해 계류 중이던 케이먼제도 국적의
케미컬운반선 스톨트 그로에랜드호 폭발사고와 관련 러시아 국적의 선원 3명(선장·1등 항해사·3등 항해사)이
수사 및 재판 등으로 출국이 금지되어 선원의 공정한 처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5. 선박 허위등록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제 6)
1) 주요 논의사항
●

●

선원유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항만당국 및 기국 지침서*, 해상범죄 혐의로 구금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 IMO/ILO

통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논의함

공동데이터베이스 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지침서의 주요 내용) 선원 유기사건 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사후 조치 등을 수록
** 프랑스, UAE, 일본,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등은 IMO/ILO 공동데이터베이스에 유기된 선원의 개인정보(성명, 선원수

위원회는 선박 허위등록 방지 조치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한 연구그룹 개설 및 동 의제의 논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2) 논의결과
●

첩번호, 선원신분증명번호 등)를 입력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를 언급

위원회는 연구그룹 개설 및 동 의제의 논의기한 연장에 대해 우리나라·파나마 등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함에 따라,
동 의제의 논의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2) 논의 결과

- 우리나라는 연구그룹의 작업 위임사항(TOR)에“형사처벌, 행정조치 등과 같이 허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
제적이고 실효적인 법적제재 수단은 무엇인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르헨티나·그리스 등 다수의 국가들의

●

지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안사항을 작업 위임사항에 포함하기로 함

ITF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외국적 선원의 장기간 국내체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및 재판은 국내법에
따라 지연 없이 비차별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발언함*
*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담은 발언문(Statement)이 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Working paper)에 첨부될 예정임

●

선원유기 사건에 대처하기 방안 등에 대해 IMO/ILO 공동으로 3자간(정부·선원·선박소유자 대표) 작업반에서

6. 책임한도액 개정 필요성 평가 방안(의제 7)
1) 주요 논의사항

검토하여 그 결과를 차기 회의(LEG 110)에 보고하기로 함
●
●

IMO/ILO 공동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선원유기 사건 및 국제운수노련(ITF)에서 제출한 선원유기 사건 통계

방안*에 대해 논의함

보고에 대해 홍콩, 중국, 바하마 등은 선원유기 선박의 국적, 제원 등 보고서의 일부 오기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청함

4. IMO 협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 및 지침(의제 5)
1) 주요 논의사항

위원회는 우리나라, 호주 등이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IMO 협약상 선주의 책임한도액 개정 필요성 평가

* 평가방안 개발 원칙 및 절차, 사고 경험데이터의 변화 및 화폐가치의 변화 등

2) 논의 결과
●

위원회는 동 평가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위해 공식적인 회기 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LEG 110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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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자료 제공 방법, 화폐가치 변화 평가 방법 등을 추가 검토

7. 선박연료유협약 보상청구매뉴얼(의제 8)

2) 논의 결과
●

잠정의제로 포함하여 동 작업을 ’25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선원 문제 극복을

1) 주요 논의사항
●

위원회는 우리나라,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G P&I Clubs), 캐나다 등이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통해 개발한

위한 조치사항 관련 총회 결의서 초안을 승인함
●

「선박연료유협약」보상청구매뉴얼 초안**에 대해 논의함

부속서 5장의 어구(쓰레기) 정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사무국에 요청함
●

위원회는 동 「선박연료유협약」 보상청구매뉴얼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공식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

* 법률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의제 5번(IMO 협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 및 지침)에서 관련 논의를 하여 지침안을 회람서로

* 조지아를 의장으로 하여 동 매뉴얼 최종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IOPC Fund 매뉴얼과의 차이점 표시, 회람서 또는

승인하였으며 이를 제127차 이사회(’22.7.11~15)에 보고 예정

결의서 등의 채택방식도 함께 고려하기로 함

1) 주요 논의사항
●

위원회는 제107차 LEG 이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관련 정보를 제공함

제35차 특별이사회(’22.3.10~18)는 각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선박 및 선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IMO
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논의 결과를 LEG 110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8.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의제 9)

제45차 FAL(’21.6.1~7)에서는 회기 간 작업반(’21.10.12~14)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규정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으며, 제46차 FAL에서 승인될 예정임

2) 논의 결과
●

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1.6.10~17)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대책수립을 위한 작업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어구표식 규제방안 개발은 제9차 PPR(’22.4.4~8)에서 추가 논의하고,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 해운 선진국의 13개 조합으로 구성, 자금력과 피해보상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외항선복량의 95% 점유
** 매뉴얼 목적, 보상청구서 제출 및 평가, 다른 유형의 보상청구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등 포함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21.10.4~8)는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 신규 작업과제를 제105차 MSC(’22.5월)

10. 해사분야 법제 관련 기술협력 활동(의제 11)
1) 주요 논의사항
●

위원회는 2021년 해사분야 법제 관련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의 기술협력활동 및 국제해사법대학원(IMLI)
활동에 대한 사전보고서, 논문 및 연구 목록, 해사법제 초안 등을 보고하였음

* 해적의 정의(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 :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
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장소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

2) 논의 결과

나 재산에 대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폭행·억류·약탈 행위를 하거나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이들 행동을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행위

●

위원회는 미얀마 Mr. Si Thu Aung의 최우수논문 사무총장상 수상을 축하함

** 해상무장강도의 정의(국제해사기구 A.1025(26)) : 일방 체약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선
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억류·약탈행위와 이러한 교사, 고의적 방조 행위

2) 논의 결과
●

위원회는 해사안전위원회의 의제 제목과 통일하기 위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로 제목을 변경하였음을

11.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및 기타 조약 채택현황 검토(의제 12)
1) 주요 논의사항
●

상기시키며, 제107차 LEG 이후 해적 관련 정보에 주목함

9. 타 위원회 작업 관련(의제 10)
1) 주요 논의사항

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의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과 기타 조약의 채택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논의 결과
●

위원회는 제공된 정보에 주목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아직 수용하지 않은 IMO 협약에 대해 조속히 비준 또는
가입을 촉구하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지함

●

위원회는 제108차(’21.7.26~30) 법률위원회 이후 개최된 다른 위원회의 작업결과 중 법률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작업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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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규 작업 프로그램(의제 13)
1) 주요 논의사항
●

(책임보상협약 이행) 캐나다, 덴마크 등이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G P&I Clubs) 회원이 아닌 보험사와 관련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2. 책임한도액 평가 필요성 회기 간 작업반
●

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의견 개진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O 책임보상협약의 적절한 이행 및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작업을 제안함

통신작업반에 참여 필요

* IG P&I Clubs에 속하지 않은 보험사에 가입한 선박의 사고 시 책임한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험사의 보상 거절 사
례, 보험공백, 비협조적인 보험사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IOPC Fund와 관련된 147건의 사건 중 44건은 보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03건 중 20건이 IG P&I Clubs에 속하지 않은 보험사였음

3. 보상청구매뉴얼 회기 간 작업반
●

●

(자율운항선박 법적체계 마련) 우리나라, 캐나다가 공동 제출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신규 작업 제안 문서*와 일본

「선박연료유협약」 보상청구매뉴얼을 완성하기 위한 공식적 회기 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의견 개진을 위하여 통신작업반에 참여 필요

등이 제출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문서 및 해사안전위원회·법률위원회·간소화위원회(MSC-LEG-FAL) 공동작업반
개설 요청 문서에 대해 논의함

책임한도액을 최신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위해 공식적인 회기

4. 책임보상협약 이행 회기 간 작업반

* 해사안전위원회는 소관 MASS Code(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 과정에서 법률위원회, 간소화위원회의 소관 협약과 상
호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개발 제안

●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G P&I Clubs) 회원이 아닌 보험사의 책임한도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IMO
책임보상협약의 적절한 이행 및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비공식적 회기 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해운 및 보험 산업계에서 동 지침 개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2) 논의 결과
●

(책임보상협약 이행) 캐나다, 덴마크 등이 제안한「IMO 책임보상협약의 적절한 이행 및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

5. 자율운항선박 공동 작업반

작업을 2024년 작업완료를 목표로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함
●

※ 동 의제 관련 비공식 회기 간 작업반이 개설될 예정이며 캐나다가 의장을 맡기로 함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주요 공통사항에 대해 IMO 위원회(MSC-LEG-FAL) 공동작업반에서 논의가 예정된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주요 기술 등이 IMO 협약 개정사항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에 적극적·전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자율운항선박 법적체계 마련) 우리나라, 캐나다가 공동 제출한 신규 작업 제안 문서는 일본 등이 제출한 문서와
통합하여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2025년* 작업완료를
목표로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하고, 차기 회의(LEG 110)에 작업범위, 로드맵 초안 등에 관한 제안문서 제출을
요청함
- IMO 각 위원회의 공통 식별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해사안전위원회·법률위원회·간소화위원회(MSC-LEG-FAL) 공동
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 해사안전위원회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작업과제 완료 목표일과 맞추기 위해 2025년까지 목표기한 설정

13. 임원 선출(의제 14)
●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Ms. Gillian Grant(캐나다), 부의장으로 Mr. Ivane Abashidze(조지아)가 재선출됨

III. 주요 의제별 우리나라 대응 필요사항
1. 선원유기 회기 간 작업반
●

IMO/ILO 공동 3자 간 작업반을 통해 선원유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항만당국/기국 지침서 및 선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동 작업반에 참여하여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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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결과

제35차 특별이사회(C/ES.35*) 결과보고서

●

(선언서) 우리나라, 미국 등*이 공동 제안한 흑해 및 아조프해에서의 해사안전, 선원 보호 등을 위한 선언서를 다수
회원국이 지지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8개 회원국

* The 35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

(해상안전통항로) 파나마 등*은 흑해 및 아조프해 내 ‘해상안전통항로’ 설치를 제안, 아국, 미국 등 다수 회원국이
지지

I. 개 요

- 사무총장이 조속히 회원국과 협의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 회의명 : 제35차 특별이사회(Council extraordinary)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파나마, 칠레, 바누아투, 영국, 필리핀 등

● 일시/장소 : 2022.3.10. ~ 3.11. (2일간) / 원격회의
● 의 장 : Mr. Victor Jiménez(스페인)

●

(특별총회 개최) 이사회는 일부 회원국(호주, 바누아투 등)의 특별총회 개최 요청에 대해 별도 결정 없이 관련
논의에만 주목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 IMO 법률국장은 특별총회 사전개최 통지를 예외없이 개최 60일 전 실시하여야 함을 부연

1. 의제의 채택 (의제 1)
1) 주요 논의사항
●

사무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흑해 및 아조프해 내 선박 및 선원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정의제 채택 요청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회원국에서 특별이사회 개최 요청

2) 논의결과
●

러시아, 중국 등은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및 잠정의제 채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미국, 호주 등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함에 따라, 사무국에서 제안한 잠정의제를
채택하기로 결정

2. 흑해 및 아조프해의 상황이 선박과 선원에게 미치는 영향 (의제 3)
1) 주요 논의사항
●

미국은 해사 안전 및 선원 보호 등을 위한 선언서*를 마련, 특별이사회에 제출, 그리스 등은 해당 해역내 선박·
선원의 안전을 위한 ‘blue safe maritime[corridor/ passage](해상안전통항로**)’ 설정 요청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선박의 항행안전, 선원 안전 및 해양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중단 등
촉구
** 선원·선박 피난 등을 위해 지정된 통항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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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92 Fund Assembly Chair will invite
nominations for the Chair and Vice-Chair
positions once the Assembly has elected the
incoming Executive Committee. Should the
Chair resign from their position before the end
of their term, at the open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session, the Director shall chair until
the Executive Committee has elected a Chair for
the session. Should the Vice-Chair resign from
their position before the end of their term, the
Chair of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preside
over the election of a new Vice-Chair.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
결과보고서

집행위원회 회의 개회 시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회의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부
의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위
원회 의장이 새로운 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I. 개 요
● 회의명 : 2022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3월 회의							
(The March 2022 Sessions of the IOPC Funds' Governing Bodies)

2) 논의결과
●

● 일시/장소 : 2022. 3.29. ~ 3.30(2일간) / 원격회의

러시아는 제19조에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대로 두되 의장/
부의장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만 사무국장이 주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의장단
●

- 1992 Fund 행정이사회* : Ambassador Antonio Bandini(이탈리아)

UAE는 개정안의 같은 부분에 대해 ① 의장/부의장 모두 사임하는 경우, ② 의장단 중 1명만 사임하는 2개의 경우
등 총 3가지 경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개정안 마련 방안을 제안함

* 정족수(전체 회원국 119개국의 과반수) 미달로 인해 총회 대신 행정이사회가 개최됨

- 1992 Fund 집행위원회 : Mr Samuel Soo(싱가포르)

●

1992 Fund 의장은 두 국가의 제안을 반영한 IOPC/MAR22/1/5/WP.1 문서를 논의할 때 해당 조항의 개정안
마련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의/채택을 연기하고, 10월 회의에서 재논의/채택할 것을 제안함. 러시아 및 UAE는

- 추가기금 총회 : 김성범 국장(대한민국)

사무국장의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10월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2. 2010 HNS 협약(의제 5)
1) 주요 논의사항

1. 1992 Fund 집행위원회 진행규칙 개정(의제 1)
1) 주요 논의사항
●

총회는 1992 Fund 집행위원회의 진행규칙(Rules of Procedure) 제18조에 의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이 정의되어

●

2010 HNS 협약의 발효 촉진을 위해 사무국이 그간 추진한 HNS 관련 업무경과 및 주요 동향 보고

●

캐나다가 IMO 및 IOPC Funds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HNS 국제워크숍*에 관한 정보 제공

있지만, 의장단이 임기 도중 사임할 경우 대체자 선출 시기 및 선출 절차의 주재자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 △ (시기) 2022년 9월경 (2일간), △ (참석대상)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IGO, NGO) 및 산업계 대표

정의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검토 및 논의
영문 개정안(Rule 18)

국문 개정안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elect a Chair and
a Vice-Chair from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mmittee members, at each regular
session of the 1992 Fund Assembly. The Chair
and Vice- Chair shall hold office at all sess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from the conclusion
of the regular sessio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next regular session of the Assembly.

집행위원회는 1992년 기금 총회의 각 정기회의마다 위
원회 회원국 대표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
장 및 부의장은 정기회의 종료부터 차기 정기회의 종료
시까지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차기 집행위원회가 선출되면 1992년 기금 총회 의장은
차기 집행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직의 추천을 받는다.
의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

2) 논의 결과
●

우리나라 포함 일부 국가는 HNS 협약과 관련된 내부 업무추진 경과를 공유함
- (우리나라) HNS 분담화물 수령량 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HNS 분담화물 수령량 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20년∼) 및 국제동향 공유를 위한 관련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18년∼)에 관한 내용을 공유함
- (프랑스) 제출문서 IOPC/MAR22/5/1/3/Rev.1를 소개하면서 2023년 말까지 비준하는 것이 목표임을 발언함
- (벨기에) 2022년 국내법이 의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을 공유함
- (네덜란드) 2022년 2월 산업계와 비공식 협의를 거쳤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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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포함 다수의 국가는 HNS 국제워크숍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에 감사를 표했으며, 동 워크숍에

●

참가할 예정임을 표명함

사무국장이 제안한 사무국 고위직 승진 및 보직 신설에 관한 논의 및 승인(보직신설 및 D1 이상 고위직의 승진은
총회의 승인 필요)
* 부사무국장으로 겸직하게 될 Mrs. Liliana Monsalve의 승진(D1→D2)과 통합된 관리부서에 재무과장 보직 신설을 제
안함

3. IOPC Funds 내부규칙 및 재정규칙 개정(의제 6)
1) 주요 논의사항
●

2) 논의 결과

사무국 조직개편 및 보직자 변경에 따른(의제 7 참조) 내부규칙 및 재정규칙의 개정안 검토 및 논의

●

우리나라 포함 다수의 국가는 사무국장이 제안한 Mrs. Liliana Monsalve의 D2 직급 승진 및 재무과장 보직
신설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총회의 동의를 받아 승인됨

2) 논의 결과
●

부사무국장(Deputy Director)과 재무관리부서장을 겸직하고 있는 Mr. Ranjit Pillai의 은퇴가 임박함(2022년 6월

5. 기타 논의사항

6일부)에 따라 조직개편 및 보직자 변경 후 IOPC Funds의 일부 규칙에서 권한위임 대상자에 관한 조항을

1) 옵서버 자격을 가진 국제 비정부간기구(NGO)의 자격유지 검토(의제 5)

개정하기로 결정함
* 내부규칙 제12조(사무국장 부재 시 권한위임)의 권한위임 대상자에 관한 조항

●

총회는 IOPC Funds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제 비정부간기구 17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검토(3년마다) 후 모든 기구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

** 재정규칙 제9조(자금 관리)의 서명권자 위임 대상자에 관한 조항

*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td(ITOPF), International Group of P&I Associations
(International Group),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OCIMF) 등

4. 사무국 조직개편 및 보직자 변경에 따른 승진 제안(의제 7)
●

사무국장은 부사무국장의 은퇴가 임박함에 따라 조직개편* 및 보직자 변경에 따른 승진**에 대한 변동사항 통지
(조직개편 및 P5 이하 직급의 승진은 사무국장 재량 권한)
* 부사무국장과 재무관리부서장을 겸직하고 있는 Mr. Ranjit Pillai의 은퇴로 인해 재무관리부서와 IT 부서를 통합하여

2) 법률위원회 결정사항(회람문서 승인) 관련 논의(의제 8)
●

사무국장은 IMO 제109차 법률위원회에서 승인된 회람문서*의 내용 중 IOPC Funds와 관련이 있는 사항 공유 및
회원국 의견 수렴

‘관리부서’로 명명하며 부서장으로 기존 IT 부서장인 Mr. Robert Owen을 임명
** Mrs. Liliana Monsalve를 손해청구부서장과 부사무국장을 겸직하도록 결정하고, Ms. Clare Montgomery의 승진
(P4 → P5)을 결정함

*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IMO 협약의 원활한 이행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라 회원국에 요구되
는 권고사항에 관한 문서
- 우리나라는 법률위원회 논의사항에 주목하고 있으며, 법률위원회에서 회람문서를 통해 회원국에게 권고한 사항*을 회

조직 개편 결과
사무국장

원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산업계에 공유할 예정임을 언급함
부사무국장
(現)Ranjit Pillai(’22.6. 퇴임)→
(내정) Mrs. Liliana Monsalve
* D1→D2 승진

* ① 각 회원국은 러시아 보험/재정보증사로부터 부보한 선박에 관하여 보장계약증명서(이하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협약에 따른 선주책임제한액이 충분히 배상될 수 있는지 검증할 것 또한 기존 발급된 블루카드 또는 증명서가 만료
된 후 3개월 이내이더라도 증명서를 무효화할 것
* ② 각 회원국의 항만당국은 PSC 점검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 입항하는 선박이 러시아 보험/재정보증사로부터 부보한 경

대외·회의부서
Thomas Liebert(現)

재무관리부서
Ranjit Pillai(겸직)

⇒

손해청구부서
Liliana Monsalve(現)

IT 부서
Robert Owen(現)

관리부서 신설
* 기존 재무관리부서와 IT부서 통합
· 부서장 Robert Owen 임명
· 관리부서 내 재무과장(P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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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III. 주요 의제별 우리나라 대응 필요사항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ISWG-

1. 1992 Fund 집행위원회 진행규칙 개정(의제 1)
●

GHG 11*) 결과보고서

명확한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10월 회의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 경과 파악 필요

2. 2010 HNS 협약(의제 5)
●

* The 11th meeting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개최 일정이 미정인 HNS 국제워크숍에 관한 회람문서가 추후 공유될 경우, 워크숍 참가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국가들의 비준동향 등 국제동향 파악 필요

I. 개 요

3. 법률위원회 결정사항(회람문서 승인) 관련 논의(의제 8)
●

법률위원회에서 승인된 회람문서를 항만당국, 지방청, 선사 및 유류수입화주 등 관련 부처·산업계에 전파 및 내용
공유 필요

● 회의명 : 제
 11차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업반 회의
(The 11th Meeting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ISWG-GHG 9)
● 일시/장소 : 2022. 3.14. ~ 3.18. (5일간) / 원격회의
● 의장단 : Mr. S. Oftedal (노르웨이)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

이번 11차 작업반에서 다루어진 의제의 경우, 모두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완성된
결과물 또는 완성된 지침서 초안 등은 없음

1. 선박연료 전 과정 온실가스 및 탄소집약도 평가지침(LCA 가이드라인) 개발(의제2)
1) 배경 및 논의경과
●

(배경) 선박 친환경 대체연료를 생산에서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Lifecycle)을 고려했을 때 화석연료 배출량과
비슷하거나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음
- 현 IMO 온실가스 규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산정하므로 연료의 생산 및 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없음

●

(논의경과) MEPC 72차(’18.4월)에서 채택한 IMO GHG 초기전략의 단기조치에 대체연료 촉진을 위한 “선박연료
전과정 GHG·탄소집약도 평가 지침서” 개발 포함
- 초기전략 채택 이후 단기조치 개발 및 코로나 19 영향으로 선박연료 전 과정 평가 지침서 개발 의제가 다루어지지 못
하였으나, 9차 작업반(’21.9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

9차 작업반에서 EU와 EU 外(노르웨이, 일본, 호주 등)의 제안문서를 기반으로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쟁점사항의 경우 합의도출 난항
- (EU) 유럽연합에서 규제로 채택한 선박연료 전 과정 평가제도 및 배출계수를 IMO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
함(EU 外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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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外) 연료생산·이송과 같은 육상 배출량(WtT)과 선박연소 시 발생하는 배출량(TtW)의 중복 계산을 방지하는 산정

- 일부 회원국은 대체 연료의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화석연료의 기본값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고

방법 제안(EU 반대)

주장(호주, 노르웨이 동의)하였으며, 이후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가까운 미래에 사용가능성이 높은 대체 연료의 기
본값 개발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2) 주요 내용
●

였고, WtT와 TtW 지침서 우선개발에 대한 내용은 논의 주제에 벗어난다고 언급함

(논의진행) 의장은 LCA 가이드라인 개발 논의를 위해 1. 기본 문서(Base document) 결정, 2, LCA 가이드라인에
대한 7가지 주요 이슈 논의, 3. 통신작업반 설립의 순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

- 의장은 생산경로 식별은 공급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정리하

●

(④ 연료의 기본값 결정 방법)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기본값을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기본값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기본 문서) 의장은 EU 및 일본, 호주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LCA 가이드라인 문서(ISWG-GHG 11/2/3)를 기본

- EU, 미국 등은 LCA 가이드라인 초안에 기본값이 제공되어야 하고, 통합안에 제안된 기본값은 합의된 값이 아니므로

문서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의장의 제안에 동의함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함. 최대한 빨리 기본값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 설립을 제안함
- 다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 브라질 등이 제출한 문서(ISWG-GHG 11/2/4)를 지지하였으나 해당 문서는 구체적인 지
- 중국, 브라질, UAE 등은 현재 제안된 기본값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

침안이 없으므로 ISWG-GHG 11/2/3 문서를 기본 문서로 결정함

다고 주장함. 또한 먼저 기본값 개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방법론 합의 이후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

기본값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주요 쟁점논의) 의장은 LCA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가장 주요한 7개의 쟁점을 아래와 같이 식별하고 우선 논의할
것을 제안함

- 일부 회원국은 현재 제안된 LCA 지침서에서 이미 인증체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본값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
장함. 또한 아직 정확도가 낮은 기본값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급적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인증체계 활성화에 도움

① LCA 가이드라인의 목표 및 성격

이 됨을 강조함.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이 해당 입장을 지지함

② 지속가능성 기준 및 연료라벨 정의
③ 우선순위 연료 및 생산경로 식별

●

(⑤ 선박연료의 실제 배출량 검증 및 인증체계 기준) 독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제도에서 연료

④ WtT 와 TtW 배출계수 산정과 지리적 차이를 고려한 기본값 결정 방법

인증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ICAO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회원국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⑤ 선박연료의 실제 배출량 검증 및 인증체계 기준

(HFO, MDO 등)의 경우 다른 연료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값이 변동되지 않도록 인증체계

⑥ 기본값 및 연료 인증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과학적 절차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스페인 등이 지지함

⑦ 기타 안건

3) 논의 결과
●

(① LCA 가이드라인의 목표 및 성격) 대부분의 회원국이 LCA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도구(Technical tool)로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고려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지침서로 개발되어야 함에 동의함

●

●

작업반은 LCA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설립에 동의하였으며, MEPC 78차에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MEPC 79차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함
통신작업반 작업 범위

(② 지속가능성 기준 및 연료라벨 정의) 중국은 지속가능성 기준(sustainability criteria)이라는 용어가 의무적
규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준(criteria) 대신 측면(aspect) 또는 쟁점(issue)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지함
- 미국, 일본 등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이미 지속가능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IMO의
기준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회원국은 통합지침서 초안 문서에서 제안한 지속가능성 기준 중 연료유의 최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발언하였음

■ 현재 선박연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배출계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우선적으로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
요 연료를 정하고, 생산경로 및 공급원료에 따른 범주화 방법 식별
■ 지속가능성 기준 문제를 고려하고, 연료 전 과정 라벨(Fuel Lifecycle Label) 개발
■ Well to Tank(WtT), Tank to Wake(TtW), Well to Wake(WtW)에서의 기본 배출계수를 산출할 수 있
는 방법론 개발
■ Well to Tank(WtT), Tank to Wake(TtW), Well to Wake(WtW)의 기본 배출계수를 지속적으로 검토

*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할 수 있는 절차 개발
■ 제3자 검증 및 인증체계에 대한 지침 개발

●

(③ 우선순위 연료 및 생산경로 식별) 논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여, 국제해운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 LCA 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조, 형식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MEPC 79차에 결과 보고

하는 연료와, LCA 지침 개발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작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EU, 미국 등은 공급원료(Feedstock)를 기반으로 하여 화석기반연료(Fossil), 바이오연료(Biofuel), 재생에너지
(Renewable Fuels)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 중국, 일본, 터키는 LCA 지침 개발을 위해 우선해야 하는 작업으로 TtW 지침서를 개발하고 그 이후 WtT 지침서 개발
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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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감축조치 영향평가 개선방안(의제 4)

●

(데이터 투명성 및 신뢰성)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MO에서 승인한 데이터(GHG Study 등)
또는 외부 자문으로서 동료 평가(Peer review)가 수행된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1) 주요 논의사항
●
●

단기조치 영향평가 결과로 식별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워크숍(’22.3.8~3.9)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평가방법

(긍정적 영향평가 필요성) 브라질, 중국은 영향평가는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개도국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및 지침 개정을 제안함

- 환경단체 및 EU 등은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IMO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함

종합영향평가 전문가 워크숍(’22.3.8~3.9) 논의내용

- 다만, 아르헨티나는 긍정적 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를 중재하고자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은 평가하되, 국가에

■ (부정적 영향평가) 단기조치 영향평가 시 미실시된 식량안보, 비용부담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적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고, 강화된 평가실시 요구
■ (방법론 개선) 영향평가 시 사용된 운항거리, 연료사용량 등 기초데이터와 해양환경 영향, 경제성 분석방
법 등 평가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도록 요구

●

(논의 결과) 작업반은 영향평가 절차서(Circ.885)의 방법론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세부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영향평가 절차서의 부록(Annex)으로 추가하고 MEPC 79차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함

■ (외부자문) 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자문 기관을 통해 절차,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해 외부
자문 실시 제안

종합영향평가 수행 방법론 및 절차(안) 주요 내용
■ 종합영향평가 절차(필수 요소)

2)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① 문헌검토
② 선대에 대한 영향평가

(논의 진행) 의장은 지난주 개최된 영향평가 특별 전문가 워크숍*(’22.3.8~3.9)의 결과와 영향평가 절차, 방법론

③ 국가에 대한 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함

④ 정성적/정량적 이해관계자 분석
⑤ 누락 데이터 식별 및 내부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불확실성 및 민감도 분석

*IMO는 단기조치(현존선 에너지효율개선) 종합영향평가 시 사용된 방법론과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UNCTAD,
DNV-GL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 종합영향평가 방법론
●

- 입찰을 통해 종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회원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영향평가 절차) 중국,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은 종합영향평가 이후 보상적 조치에 대한 새로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입찰절차 검토 및 입찰기관 평가, 연구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2단계 방식을 제안(ISWG-GHG 11/4)하였으나, EU 국가들과 군소도서국(SIDS) 등은 효율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기존의 영향평가 절차(MEPC.1/Circ.885)를 유지한 1단계의 종합영향평가 수행을 주장함
●

(방법론) 일부 회원국은 종합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단계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정량적 과업을
수행한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성적 과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스페인, 아르헨티나 동의)

3. 선박 연료유 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DCS*) 개정안 검토(의제5)
* (DCS, Data Collection System)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을 산정하기 위해 연료유 사용량, 운항 정보

●

(동료평가 및 운영위원회) 중국 등 개도국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검토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등을 수집하여 IMO에 보고하는 제도

동료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EU 중심 국가들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함

1) 주요 논의사항
●

(데이터가 없는 경우의 영향평가 방법) 솔로몬아일랜드 및 바누아투 등 군소도서국(SIDS)의 경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운송, 무역비용 등 근거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영향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군소도서국(SIDS)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것을 제안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근거 데이터 없이 부정적 영향을 예단하여 군소도서국(SIDS) 등 특정 국가에게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면제하는 권한(감축조치 면제권, Blanket exemption)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덴마크, 독일 등은 무역 비중이 적은 군소도서국(SIDS) 등 일부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물류 비용 등 데이터를 확보

●

단기조치(EEXI, CII) 이행 및 탄소집약도의 추가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DCS에서 추가 데이터 항목
(화물운송량)**을 수집하도록 요구
* 현행 탄소집약도(CII) 산정방법은 선박별 재화중량톤수(DWT)를 근거로 계산되고 있어 항차별 화물운송량을 추가로 수
집하여 운항에너지효율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요구
** 선박연료유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외 화물운송량의 추가 수집을 요구하며, 정확한 목표 달성 여부 파악을 위해
익명 데이터 등의 공개를 요구함

할 수 있다고 주장함

3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35

해사안전소식 봄호

2)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논의 진행) 의장은 선박 연료유 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국이 11차 작업반에 제출한
문서와, EU와 미국이 MEPC 77차에 제출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서를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중국) 탄소집약도지수(CII) 및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정보 수집을 위한 DCS 협약 개정안과 수집된 데이터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안함
- (EU, 미국) 1) 탄소집약도지수(CII) 및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정보 수집을 위한 협약 개정안 제안, 2) 화물량 및
운항 정보 세분화 등 추가 데이터 수집을 강제화하기 위해 DCS 개정을 주장하며, 개정작업 일정, 작업범위 등을 제안함

●

(협약 개정안) DCS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는 정보서식(MARPOL 부속서6의 부록9)에 CII 및 EEXI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협약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수 회원국이 지지함

●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국은 CII 및 EEXI와 관련된 데이터를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IMO에 보고되는
데이터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2017 데이터 베이스 개발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수 회원국이 개정안을 지지함

●

(DCS 체계 개정) 화물량 및 운항 관련 정보수집 세분화 등 추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익명성, 데이터시스템의
접근성 등 DCS 체계에 관한 지침 및 협약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다수의 회원국이 동의함

●

(논의 결과) 의장은 1) CII 및 EEXI 정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시스템 및 데이터 익명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2) DCS의 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작업계획을 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함

III. 우리나라 대응 필요사항
●

LCA 가이드라인 및 영향평가 절차서를 MEPC 79차(’22.12)까지 작업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22.12월에
개최되는 MEPC 79차까지 두 절차서의 개정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우리나라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정작업 참여·
협조가 필요함

●

LCA 가이드라인은 통신작업반을 통해 계속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통신작업반 논의 시 아국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특히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 등 대체연료 선박을 고려하고 있는 해운/조선업계를
고려하여, TtW 배출계수 개발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지속 관찰 및 대응이 필요함
- 특히 통신작업반을 통해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의 연료 생산과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를 식별하고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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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동향

1. 덴마크 ZeroNorth 社, CII 분석 기반 탄소배출 최적화 프로그램 출시

27. 파나마 운하, 2021년 이산화탄소 저감량 발표

2. 일본의 최초 전기 유조선(Electric Zero-Emission Tanker) 진수

28. 나이지리아, FPSO 폭발 사고로 선원 세 명 사망

3. 세계 최초 액화수소(LH2) 운반선 출항

29. 프랑스: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

4.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선원 교대 차질 확산

30. 덴마크 해운, EU의 해상 배출 조치 간의 불일치 지적

5.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페리 화재로 수십 명 사망

31. 2021년 호주(Austrailia)의 Top 5 항만 선정

6. 2022년 2월부터, 수에즈 운하 통행료 인상

32. CMA CGM 社,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

7. Wärtsilä, 엔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50% 감축

33. 영국  -스코틀랜드, 그린 자유무역항(Green freeport) 계약 체결

8. Hanseaticsoft 社의 2022년 해운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 전망 발표

34. 유
 럽투자은행(EIB), 프랑스 개발청(AFD) 및 독일정부(KfW), Clean Oceans

9. 방글라데시 선박재활용 업체, 선박 판매업체에 안전 사고 관련 경고

이니셔티브에 40억 유로 지원

10. 2022년, 국제 해사분야의 10가지 변화 예측

35. CMA-CGM 社 2022년 6월부터 폐플라스틱 관련 화물 운송 중단

11. MSC 社, 머스크 社 제치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로 등극

36. 아시아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선 대기량 증가

12.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른 평형수 처리 필터 관련 보고

37. 펠리시티 에이스(Felicity Ace)호 화재로 2억 5천만 달러 손해 발생

13. Danish Shipping, 해운 온실가스 新 감축 전략(Towards Zero) 발표

38. 해사 부패 사고, 지난 10년간 45,000건에 달해

14. 항만 혼잡으로 인한 컨테이너 수용 및 수급 불균형 증가

39. 브렉시트 이후, 영국 向 해상 운임에 붙는 프리미엄

15. ICS-IMPA 합동, 도선사(Pilot) 승·하선 안전 지침 발간

40. GoodFuels 社,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바이오연료 공급을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16. 기니만, 2021년 해적 및 무상강도 사건 급감

41. 세계 3대 선사, 러시아 화물 운송 중단 계획 발표

17. 선박의 수중소음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

42. AIRCOAT, 해상운송 대기오염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코팅 솔루션 출시

18. 일본, 세계 최초 완전 자율 선박 항법 시스템 시연

43. 4개 국제기구 합동, 선원의 보건복지 지원 촉구에 대한 성명 발표

19. WasteFuel 社, 바이오 메탄올 해양 연료 출시

44. IMO 이사국, 흑해·아조프해 안전 논의를 위한 특별이사회 긴급 개최 요청

20. 무공해 해운 항로(Green Corridors)를 통한 해운의 배출 제로 전환 방법

45. 미국 뉴포트 뉴스 조선소(NNS)의 마스크 착용 중단

21. 미국선급(ABS), 미국의 이란 제재에 유조선 인증 철회

46. 싱가포르, 해운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7가지 중점과제 발표

22. 미국, 새로운 버진아일랜드 선박등록처 발표

47. 국제선급협회(IACS), 러시아 선급(RMRS)의 회원 자격 철회 결정

23. 해운 분야의 ‘임의(Arbitrary)’ 면제 규정이 남긴 탄소 배출 문제

48.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한 세계 식량 위협

24. 중국 항만의 방역 정책 영향으로 터키인 일등 항해사 사망 사고 발생

49. 미신고된 폐배터리(Scrapped Batteries)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25. Stella Maris 社&FrontM 社, 합동 선원 복지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50. 완하이 선사(Wan Hai Lines)의 미신고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벌금 폭탄

26. 미국선급(ABS), N-KOM 조선소와 원격검사기술 개발

51. 하팍로이드(Hapag-Lloyd), 저탄소·무탄소 연료기술 개발 지원
52. 독일, 카타르와 장기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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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2.16)

덴마크 ZeroNorth 社, CII 분석 기반 탄소배출 최적화
프로그램 출시

●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선박 운항 디지털화 전문회사인 ZeroNorth 社는 최근 대두되는 선박 기인 온실가스 감축 및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2.23)

일본의 최초 전기 유조선(Electric Zero-Emission
Tanker) 진수

●

관리를 위해 운항에 따른 선박 CII(탄소집약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음을 밝힘

2020년 10월 아사히 탱커 社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구동 유조선 건조 계획을 밝힘
*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의 일종으로 환경규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전지
대비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음

*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는 운항 선박의 탄소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선박별로 등급을 매기는 IMO 규정임(대상:
5,000t 이상 선박). 낮은 등급을 받으면(연속적인 D 등급 또는 한 번이라도 E 등급을 받는 경우) 선사는 시정조치를 마
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화주의 용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제 해운회사는 효과적인 선박 운항을 위해

●

높은 CII 등급이 요구되는 상황임

2021년 12월 22일 최초의 탄소 중립 전기 유조선의 명명식과 진수식이 이루어졌으며, 도쿄만의 아사히 탱커
社에서 연료 공급선으로 운용할 예정임

●

선박명

Asahi

선박 인도일

2022년 3월

선박 길이

62미터

선박 속도

약 10노트

선박 폭

10미터

운항 거리

100마일

총 톤수

499톤

배터리 충전시간

약 10시간

화물 탱크 용량

1,280m3

배터리 용량

3,480kWh

아사히 탱커 社는 전기 유조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지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동 및 소음을 현저히 낮추어
선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림
- 또한, 대용량 배터리 저장장치(battery storage system)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육상 시설에 비상 전원 공급원
으로 활용할 수 있음

▲ <ZeroNorth 社에서 개발한 CII 모니터링 시스템>

●

ZeroNorth 社 CEO AtSøren Christian Meyer 씨는 새로운 CII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선사와 운항자가 선박
기인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항 효율을 찾아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적의 국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해운 선사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대응 방안 및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에 개발한 CII 분석 및 최적화 프로그램은 선박 운항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개발한 정교한 알고리즘이 반영되어 있으며, 선주(용선주)의 운항 경험 및 경제성 분석을 함께 적용
하여 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Asahi electric powered bunker vessel launched in Japan, 출처 : Asahi Tanke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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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ffshore Energy, ’21.12.24)

세계 최초 액화수소(LH2) 운반선 출항

●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선원
교대 차질 확산

일본 조선소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 이하 KHI)에서 건조된 세계 최초 액화수소(LH2,
Liquefied hydrogen) 운반선 Suiso Frontier호가 호주에서 첫 화물을 싣기 위해 2021년 12월 24일 일본을
●

떠났으며, 2월 말에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임

현재 전 세계 선원 약 150만 명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선원은 전체의 4분의 1로 추산되며, 백신 미접종에 코로나
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쳐 많은 해운 선사에서 선원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선박명

Suiso Frontier

총 톤수

8,000톤

선박 속도

약 13노트

최대 승선 인원

25명

추진 시스템

디젤-전기

화물 특징

●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 ’21.12.25)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세계
여러 국가는 자국의 방역 안전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함
- 이에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활한 선원교대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수소는 -253°C에서 기체 수소 부피의 1/800로 액화되며,
가연성, 투과성 등의 위험성을 가짐

KHI는 수소에너지공급망기술연구협회(이하 HySTRA*)의 일원으로서 Suiso Frontier호를 건조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많은 수소 운반선을 건조할 예정임
- 해당 시범 사업에 일본과 호주 각국 정부는 약 3억 6천 2백만 달러를 지원함
* HySTRA(CO2-free Hydrogen Energy Supply-chain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는 2016년 설립되었으
며, 수소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KHI, Iwatani, Shell 및 Electric Power Development의 연합임

●

‘Suiso Frontier호’를 검사한 일본 선급(Class NK)은 IMO의 대량 액화수소 운송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안전운송 요건을 기술한 ‘액화수소 운반선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그리스 정부의 한 고위 관료에 따르면, 미국, 인도네시아 및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 선원을 필수 노동자(Key
worker)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행정적 절차 및 내부 조정 등으로 인해 해당 계획이 지연되는 실정임

●

국제해사기구(IMO)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원교대 문제는 해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고
지속해서 밝혀왔으며, 회원국 정부에 선원을 필수 노동자로 지정하여 선원의 원활한 이동과 교대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대형 수소 운반선(40,000 cbm × 4 tanks), 출처 : K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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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12.27)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페리 화재로 수십 명 사망

●

지난해 12월 24일, 방글라데시 페리 ‘Abhijan-10’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관련된 선주와 항해사 등 7명은

(출처 : gCaptain, ’22.01.03 )

2022년 2월부터, 수에즈 운하 통행료 인상

●

수에즈 운하 당국(Suez Canal Authority, SCA)은 ’22년 2월부터 크루즈선과 LNG 운반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에

도주한 상태로 선주는 구속, 나머지는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임

기존보다 6% 높은 수로 통행료를 부과할 것을 밝힘

- 페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서 출발해 수간다(Sugandha) 강을 따라 운항 중이었으며, 잘라가티

- 금번 통행료 인상은 지난 2021년 3월 에버기븐 호의 좌초 사고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결정된 사안임

(Jhalakathi) 마을 인근에서 이른 새벽에 화재가 발생함. 화재와 익사 등 최소 39명이 사망하였으며 100명이 다치고

- 당국은 세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운하 통과 시 환경친화적 기준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30명 가량이 실종된 상태로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

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힘

- 방글라데시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페리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40%(약 280명)를 초과해 탑승한 상태였음
●

통행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연간 4억 달러(한화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남부 수로 확장공사*(약 100
억 달러 규모)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 당국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선박이 운하를 통과해 연간 약 132억 달러(한화 약 15조 8천억)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북부 수로 확장공사 이후 늘어난 선박량을 수용하기 위한 차기 공사

●

수에즈 운하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63억 달러(한화 약 7조 5천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56억
달러(한화 약 6조 7천억 원)와 비교하여 13%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선박량과 수요가 증가함(2020년: 1만 8830척 →2021년: 2만 694척)에 따라, 전 세계 무역 교
통량의 15% 이상이 지나는 길목인 수에즈 운하 또한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2년에는 해상운송 수요는 작년보다 최대 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페리 화재

●

소방국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는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화기와 구명조끼, 구명보트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디젤로 가득 찬 드럼통, 요리용 가스난로 등이 지정된 보관장소가 아닌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배 중인 관계자들이 구속될 경우 약 7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8월에는 비조이나가르(Bijoynagar) 지역 부근 대형 호수에서 100명 이상을 태운 여객선이 전복하여 21명이
사망하였으며, 5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4월에 발생한 선박 간 충돌사고로 27명이 사망하는 등
방글라데시 수로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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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nifold Times, ’22.01.04)

Wärtsilä, 엔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50% 감축

●

세계적 엔진회사 Wärtsilä는 엔진 부하에 따라 온실가스(GHG) 배출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W34DF 엔진*

Hanseaticsoft 社의 2022년 해운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 전망 발표

●

제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모듈 개발을 발표함

해상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Hanseaticsoft 社는 해운사의 기업 내 업무 절차(business process)의 자동화,
데이터 이용과 분석에 의한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해운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이중 연료 엔진으로 출력 및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의 화석 연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음

- 대표이사 Alexander Buchmann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해운 업체들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과 데이터 디지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상황이 해운기술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고 언급함

- Wärtsilä 社 수석 매니저 Marko Huhmarsalo 씨는 "Wärtsilä는 기존 엔진 포트폴리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배

●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05 )

기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IMO Tier III를 준수하는 친환경 W34DF

- 또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용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① 가성비가 좋음 ② 신뢰할 수 있음 ③ 육지와 선상의

엔진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총 탄화수소(THC) 배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스 소비 효율을 향상시켜 2.5%의 효율

직원들이 어디에서나 사용하고 작업할 수 있음 ④ 데이터가 클라우드 내에 중앙집권화되어 누구나 쉽게 해사 관련 지

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침, 선원의 일정표, 급여 자료 등에 접근 가능하여 소통 능력과 생산성이 향상됨

연소시기 제어기술(adaptive combustion phasing control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금번 업그레이드는
연소실의 공기압과 람다(λ)*를 조정하여 메탄 슬립을 저감할 수 있으며, 엔진대기오염방지(EIAPP)** 증서 및 주요
선급의 승인을 획득함
* Lambda(λ): 연소실의 공기와 연료의 비율
** 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NOx 배출 관련 엔진의 국제 대기오염 방지 증서로, 선
박에 탑재하기 전 엔진제조공장에서 검사하여 적합한 엔진에 발급됨

●

새로운 소프트웨어 모듈의 설치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하에서 엔진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

Wärtsilä의 기술자가 승선하여 진행됨

동 社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인 ‘Cloud Fleet Manager’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ower BI(Business Intelligence)*’
를 접목해 사용자들이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한곳에서 분석, 다차원 시각화 보고서 작성 및 웹 게시·
공유 등 다양한 활용을 지원함

●

Huhmarsalo 씨는 “이번 업그레이드는 초기 재정적 지출이 수반되지만 환경적 성과에 따라 선박의 새로운
- Cloud Fleet Manager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s://hanseaticsoft.com/)에서 확인 가능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실행 가능한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Wärtsilä
의 과제”라고 덧붙임

* 모든 테이터를 쉽게 연결, 모델링 및 시각화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통합 플랫폼
●

또한, Buchmann 씨는 2022년 해운분야 키워드로 ‘정신 건강(mental health)’을 예측하며, 코로나19 이후
선원의 정신 건강이 이슈화됨에 따라 앞으로 선원들을 위한 앱과 솔루션 등의 개발이 진행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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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atrade-maritime, ’22.01.05)

방글라데시 선박재활용 업체, 선박 판매업체에 안전
사고 관련 경고

2022년, 국제 해사분야의 10가지 변화 예측

●

●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방글라데시 차토그람(Chattogram)의 한 야드에서 VLCC*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글라데시 선박 재활용업체들은 선박 판매업체들에게 그들이 판매하는 선박의 청결도 및 가스프리(gas-free)
상태를 확인하도록 경고함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05)

2021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 해사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2년에 예상되는 국제 해사 부문의 주요 이슈 및 변화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예측함
구분

주요 변화

-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방글라데시 야드에서 선박 재활용업체 근로자 약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동안 총 1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2021년 3분기에는 차토그람(Chattogram) 해변에서만 7명 이
상이 목숨을 잃음

현행 해운사의 보편적인 6개월 승선 근무 및 2개월 휴가 시스템은 코로나19로
1

선원교대 시스템

최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방글라데시 선박 재활용업체에 선박을 판매하는 모든 중개인에 대한 경고문 작성이

2

효율적인 항만 공간 활용

3

항행 경로의 최적화

촉진되었으며, 이는 며칠 내로 전달됨
- 경고문의 내용은 선박의 청결도, 가스프리 상태 및 열 작업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방글라

인한 선원교대 지연과 맞물려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함
승선 기간 외에 코로나19 방역 지침, 항행 경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독창
적인 선원교대 시스템(체제) 개발이 필요

* VLCC(Very Large Crude-Oil Carrier) : 초대형 원유운반선
●

내용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항만 내 화물의 장기 적재를 단속하고, 물동량
을 고려한 효율적인 항만 공간 운용이 요구됨
입항 후 지연 없이 화물작업이 가능하도록 항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선박이 대기

데시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중개인들이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선박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심하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항행 경로를 최적화함으로써 선박 기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

고 있음
4

블록체인 기술 적용

5

컨테이너 화물 관리의
디지털화

해상보험 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40%의 비용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의 안전 증진 및 운항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
털 방식의 화물 모니터링 기능 강화
ex) 코로나19 백신을 컨테이너 형태로 운송할 때 손상 위험 감소

6

해양에너지 활용

7

기업 합병 및 인수

내륙의 석유 및 가스 시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풍력 등의 해양에너
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기업 간 합병 및 인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
빅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데

8

데이터분석 기업의 활성화

이터분석 기업이 등장하고 해운회사는 이러한 데이터 관련 기업과 여러 파트너
십을 체결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NGO Shipbreaking Platform

9

정부의 항만 운용 개입

국익과 직결된 항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활용될 것
이며 이러한 시스템 발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
선박을 운용하는 데 있어 용선주와 선주는 선박의 항행 성능에 관한 데이터를 필

10

선박 성능 데이터 필수

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선령 및 탄소 배출률 등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선박 항행 및 운항 영업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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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Captain, ’22.01.06)

MSC 社, 머스크 社 제치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로 등극

●

해운 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스위스 해운선사 MSC 社가 덴마크 머스크 社를 제치고 세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른 평형수 처리 필터
관련 보고

●

2022년 1월 기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C)*의 평형수처리 장치요건(D-2 규칙)

최대 해운사로 발돋움하였음

의 시행이 1,000일 앞으로 다가옴(시행일: 2024년 9월 8일)

- 화물 수용능력 면에서 MSC 社의 총선복량은 약 428만 4,728TEU(시장점유율 17%)를 자랑하며, 이는 머스크보다

*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1,888TEU 더 많은 수치로 나타남

를 위해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협약으로, 외국에서 입항 시 선박은 수심 200m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
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를 통한 평형수 처리가 요구됨

-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및 완화됨에 따라 소비재에 대한 수요 급증이 컨테이너 운송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
으며, 이에 따라 작년 MSC 社가 초대형 선박 다수를 인수함에 따라 선복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06 )

●

이에 따라, 선주들은 각 선박의 용도나 규모,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IMO
규정을 만족하는 평형수 처리 장치와 필터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머스크 社는 최근 물류 서비스 확대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1위 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함

- 평형수 처리 필터를 포함한 정수 필터 개발 및 제조 전문 다국적 기업, Filtersafe 社는 선주들이 필터 선택에 우선으로

- 머스크 社는 1975년 컨테이너 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 수십 년간 1위를 지켜왔으며, 매번 초대형 선박을 인수받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함

으로써 명실상부 세계 최대 해운회사임을 증명해왔음

① 막힘(Clogging): 생물과 침전물 등으로 밸러스트 탱크가 막히면 유수량 저하와 탱크 손상이 잇따르며, 이에 필터의

- 지난 2016년부터는 석유·가스 사업을 매각하고 창고 등을 사들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도 아우르는 통합 물류 기업으

자가 극복 기능이 필요함

로 탈바꿈하고 있음

② 일정한 유속(Flow rate):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균형을 안전하게 맞추고 유지하기 위한 필터 내 일관된 유속이 필수
●

적임

알파라이너는 MSC 社, 머스크 社 이외에 CMA CGM 社와 COSCO 社가 각각 12.6%, 11.6%의 시장 점유율로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힘

③ 자동세척기능(Self-cleaning capability): 자동세척 기능으로 인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등, 운영비와 유지비를 절
감할 수 있음
●

또한, ’21년 12월에 열린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BWMC 관련 논의에 따라 고탁도 항구(Ports
with Challenging Water Quality, PCWQ)에서의 평형수 처리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IMO 규정상 평형수 처리 필터는 최대 50mg/L TSS*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상하이항만의 경우
1,000mg/L TSS로, 결국 1,000mg/L TSS 이상의 악조건에서도 막힘없는 처리가 요구됨
- Filtersafe 社는 최대 2,450mg/L TSS 내 필터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연구결과는 웹사이트
(https://filtersafe.net/shanghai-test/)에서 확인 가능함
* TSS(Total Suspended Solids): 여과지로 걸러지지 않는 부유물질을 건조한 후 그 무게를 mg/L 또는 ppm으로 나타
낸 총 부유물질 수치

▲ 출처: Denys Yelmanov/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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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AFETY4SEA, ’22.01.10)

Danish Shipping, 해운 온실가스 新 감축 전략
(Towards Zero) 발표

●

1월 10일, Danish Shipping*은 2050년 해운 부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2~24년 적용될 온실가스 新 감축 전략

(출처 : Lloyd’s List, ’22.01.12)

항만 혼잡으로 인한 컨테이너 수용 및 수급 불균형
증가

●

‘Towards Zero’를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덴마크 선대의 최소 5% 규모를 수소,

컨테이너는 기록적인 속도로 중국 등 아시아 수출국을 떠나고 있는 반면 수입국의 항만 혼잡으로 컨테이너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과 높은 운임이 유지되고 있음

암모니아 및 바이오 추진 연료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됨
●

* Danish Shipping : 총 선복량 약 DWT 3천 3백만의 90개 이상 덴마크 선주 및 오프쇼어(offshore) 회사로 구성된 단

Container xChange의 최고책임자 Johannes Schlingmeier 씨는 컨테이너는 아시아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재배치되고 있지만, 수입자, 운송업자 및 컨테이너 선사 등 공급망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는 한

체, 188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덴마크 선주협회와 합병되어 실질적으로 덴마크 선주단체를 대변하며,

컨테이너를 쉽게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함

ECSA(유럽선주협회)와 ICS(국제해운회의소) 기구의 회원사임(홈페이지: https://www.danishshipping.dk/en/)

- 독일의 컨테이너 재배치 컨설턴트 업체 Container xChange는 최근 세계적인 응용 연구기관인 독일의 프라우호퍼
(Fraunhofer)와 중국 데포(depot)에서 컨테이너의 체류 시간에 대해 공동연구를 실시함
●

’21년 컨테이너가 수출국과 수입국의 데포(depot)에 머무른 평균 유휴 시간(idle time)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수출국: 중국 5일, 베트남 9일, 싱가포르 11일, 태국 16일, 인도네시아 19일
- 주요 수입국: 미국 50일*, 영국 51일, 독일 25일
* 뉴욕 61일, 휴스턴 59일, 사바나 56일, 로스앤젤레스 40일, 롱비치 42일

●

항만 혼잡이 해소될 때까지 컨테이너 선박의 수용력과 컨테이너의 수급에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출처 : Partly Danish Energy and partly Danish Shipping

●

덴마크는 동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선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3가지 전략 수행 단계(① Green Shipping →
② Competence hub → ③ Providing solutions)에 따라 다음의 주요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 Green Shipping은 추진 에너지 변환에 집중하며 PtX* 기술 활용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단계; Competence hub는 친
환경·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운 부문 허브로서 덴마크의 역할을 강화하는 단계; Providing solutions은 덴마크 해
운회사의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 PtX(Power-to-X) 기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수소와 반응시켜 메탄올, 가솔린, 납사
등과 같은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이상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의 대량 저감이 가능할 뿐만

▲ 영국 FELIXSTOWE의 컨테이너: 2021년 최장의 평균 체류 시간, 출처: LR>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 활용처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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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INE LINK, ’22.01.13)

ICS-IMPA 합동, 도선사(Pilot) 승·하선 안전 지침 발간

●

지난 1월, ICS*와 IMPA** 기관은 합동으로 발간한 ‘도선사 승·하선 안전 지침(Shipping Industry Guidance on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16)

기니만, 2021년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 급감

●

기니만 해역 내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이 전년(2020년) 81건 대비 2021년 34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3일

Pilot Transfer Arrangements)’을 소개함. 도선사(Pilot)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접안을

발표된 국제해사국(IMB)*의 연례 해적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해군함정과 지역 당국 간 협력 증가로 해적사건이

안내하는 항행 전문가로서 국가 공인 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임

급감하였다고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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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B(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내에 설치된

이익 증진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해운 규제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및 정책 사안을 다룸. 1921년 설립되어 본

선박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각종 해상 불법행위 및 해적의 대응을 위한 중심기관인 동시에 관련 단체들에게 정

부는 런던에 있음 (홈페이지: www.ics-shipping.org)

보교환 및 적절한 협력을 실시하는 실무기관

** 국제도선사협회(IMPA, 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 : 197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 49개
국의 약 8천여 명 회원 보유. 도선에 관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도선사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 1971년 설립되어 본부

●

국제해사국(IMB) 국장 Michael Howlett 씨는 “IMB는 기니만 해역의 해적사건 감소와 선원 및 국제무역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에 기여해 준 국제 해군과 지역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여전히 기니만

는 런던에 있음 (홈페이지: www.impahq.org)

해역이 세계 해적 활동의 중심지이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의 폭력성, 선원들에 대한 위험성의
수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2021년 선원 납치 사건 건수는 55% 감소했지만, 일부 7건의 사고에서 57명의 선원이 납치된 바 있음
●

한편, 기니만 해역 내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이 감소하면서 2021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건 건수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IMO 해적신고센터에는 132건이 접수돼 1994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IMO는 총회 결의서(Resolution) A.1045(27)를 통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지침 이행을 강조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써 도선사다리(Pilot ladder) 이용 시 최소 구경(750mm×750mm)이 확보된 발판을
준비하도록 함

▲ 출처: 미해군, 미 아프리카 사령부, Flickr, License

- 도선 업무는 좁은 수역 또는 항만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선박을 조선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도선 중
사고는 선박 입·출항의 마비 및 인명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선 사고가 항만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적으로 상당함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도선사 관련 사고는 총 5건
으로 부상이 3건, 사망이 2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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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18)

선박의 수중소음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선박의 수중소음은 해양 생물의 수명, 개체 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 여러

일본, 세계 최초 완전 자율 선박 항법 시스템 시연

●

국제기구에서 폭넓게 논의 중에 있음
●

특히, 2022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에서는

(출처 : Offshore Energy, ’22.01.18 )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 미쓰비시조선(Mitsubishi Shipbuilding), 신니혼카이페리(Shin Nihonkai
Ferry)는 지난 1월 17일 대형 카페리 Soleil 호의 세계 최초 완전 자율 선박 항법 시스템 시연이 완료됨을 통보함

●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소음 완화 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시연은 일본재단이 2020년 2월부터 지원한 완전 자율 선박 개발 촉진 프로젝트 “MEGURI 2040’의
일환으로, Soleil호는 기타큐슈시 신모지에서 이요나다해까지 7시간 동안 약 150마일을 운항하였으며, 완전 자율
운항 항법 시스템 개념의 검증 시험을 2022년 1~3월에 완료할 예정임

- 2008년, IMO에서는 수중소음 및 해양환경 관련 비강제 기술지침 개발에 합의했으며, 2014년에는 해양생물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선박으로 야기되는 수중소음 감소를 위한 지침(MSC.1/Circ.833)*”을 승인한 바 있음
* 해당 지침은 선박 프로펠러, 선체 형태 변형뿐만 아니라 선체 청소 등의 유지보수를 통한 소음 감소방안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음
●

그간 IMO는 소음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수중소음 기준을 설정할 수 없었으며, 향후 소음 방출에
적용할 제한 기준, 주파수 범위, 적용할 해안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의 해양 안전 및 보안관리자인 Jeppe Skovbakke Juhl 씨는 “국제적으로 선박온실가스
(GHG) 배출에 영향이 없는 수중소음 저감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선박 프로펠러를 확장하여
설계하는 방안은 수중소음은 저감시키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우려함

●

또한, Juhl 씨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 연안국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적 소음저감 특별조치보다는 IMO의 특별민감해역(PSSA)* 지정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임
- 그는 “PSSA 지정은 해양 생물이 이동하는 지역을 특정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제한이 불필요한 지
역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함

●

Soleil 호는 2021년 7월 1일 완전 자율 선박 항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승선원들과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자동화 내비게이션 지원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미쓰비시조선이 전체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였고,

* 특별민감해역(PSSA;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 생태학적,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해

신니혼카이페리가 선박의 시스템 요건 설정 및 시연을 담당함

역에 대해 선박 운항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안국의 제안으로 IMO가 지정한 해역
●

Soleil 호는 222m 길이로 선내 선회 및 후진이 가능한 자동 항법장치와 최대 26노트 속력을 낼 수 있는 고속
항법장치를 갖췄으며, 또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야간에도 다른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정교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을 탑재함
- 일본재단의 Executive director인 Mitsuyuki Unno 씨는 “아직 고장 예측 기능을 개선할 엔진 모니터링 기술 등 미흡
한 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완전 자율 선박의 발전은 자율운항 관련 국제 규제 개발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
가된다”고 언급함
- 미쓰비시조선이 소속된 미쓰비시중공업(MHI, Mitsubishi Heavy Industries Group)은 완전 자율 선박 항법 시스템
개발로 승무원 인건비 절감, 향상된 항해 안전 등 연안 운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중소음, 출처: 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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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INE LINK, ’22.01.19)

WasteFuel 社, 바이오 메탄올 해양 연료 출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19)

무공해 해운 항로(Green Corridors)를 통한 해운의
배출 제로 전환 방법

●

최근, Getting to Zero Coalition은 “The Next Wave: Green Corridors”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 무공해 선박
전환의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무공해 해운 항로(Green Corridors)*를 제시하였으며, 무공해 해운
항로가 2050년 해운 부문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 및 2030년 무공해 선박의 상업적 배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는 배출량 제로를 위한 규제조치, 인센티브 및 안전 규정을 활성화할 수 있고, 산업계는 높은 신
뢰에 기반한 연료 선택 및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항로의 운송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무공해 해운 항로(Green Corridors): 2021년 개최된 COP 26에서 발표된 클라이드 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
에서 2개 항구 간 탄소 무배출 선박이 운항하는 무공해 해운 항로 도입이 제안됨

●

호주-일본 철광석 항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적 화물선 무역로 중 하나로, 호주는 이미 2030년까지 약 30GW의
수소 전해조 용량(hydrogen electrolyser capacity)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으며 무공해 운송 연료가 그린 수소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항로는 무공해 선박 투자자의 잠재적인 공급 및 비용 혜택을 제공할 수

▲ 출처: NAN / Adobe Stock

있음
●

- 이 경우, 2030년 선박 운영자가 부담할 비용이 50~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항로의 공급망에 포진한 산업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저탄소 바이오 연료 개발업체인 ‘웨이스트퓨얼(WasteFuel)’은 해운 분야의 재생 가능한

체 간 합작으로 투자하거나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비용을 완화하고 배출 감소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음

연료 솔루션인 ‘웨이스트퓨얼 마린(WasteFuel Marine)’을 출시함
●

‘웨이스트퓨얼 마린(WasteFuel Marine)’의 최대 투자자는 머스크이며, 최초 개발된 바이오 메탄올은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함

●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항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 항로 중 하나로, 항로에 여러 잠재적 벙커링 항만을 보유한 점,
2030년까지 3개 지역에서 60GW 이상의 수소 전해조 용량 구축 계획이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항로가 초기
탈탄소화를 위한 연료 공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함

- 웨이스트퓨얼 사장 Mario De La Ossa 씨는 바이오 메탄올 연료는 기존 물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이미 검증
되어 설계된 엔진으로 작동하는 점, 다른 재생 연료 대비 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강조함

- 중동 및 호주의 무공해 연료 공급을 가정할 때 2030년 선박 운영자는 35-45%의 비용 증가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
나, 최근 coZEV 2040 성명서*에 가입한 화물 소유자의 수요를 감안할 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

- 또한, Mario De La Ossa 씨에 따르면 자사의 생산 공정은 폐기물에 포함된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
적화되어 있어 물류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임
●

웨이스트퓨얼은 그린 메탄올 외에도 저탄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개발된 연료가
기존 연료 대비 CO2 배출량을 95%,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대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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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산업체 간의 항로 협약을 체결하여 무공해 해운 항로 조치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솔루
션 도입을 지원할 수 있음
* coZEV(Cargo Owners for Zero Emission Vessels) 2040 성명서: 아마존, 이케아 등 주요 화주들이 참여한 성명서
로 2040년까지 구매 공급망 내 무탄소 연료 사용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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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는 무공해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초기 장벽을 극복하고, 2030년까지 유의미한
무공해 항로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제시함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1.24

미국선급(ABS), 미국의 이란 제재에 유조선 인증
철회

●

두 척의 유조선이 이란산 석유 화물을 운송했다는 일부 단체의 보고 이후 미국선급(ABS)은 해당 유조선의 환경 및
안전 관련 인증을 모두 철회하였으며, 주요 석유 운송 회사들은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향후 이란의 우발적인 제재
위반 방지를 위한 기술을 배치하여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

위성추적을 통해 이란 관련 유조선 교통을 모니터링하는 UANI(United Against Nuclear Iran)의 참모총장 Claire
Jungman 씨에 따르면 “선급협회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로이터 통신은
해당 위반사례로 법률자문, 보험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제재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 석유장관 Javad Owji 씨는 지난 9월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을 늘리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미국선급(ABS)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이란 제재를 이유로 이란 유조선과 불법 환적 작업에 관여한
엘사(Elsa)호와 카로(Karo)호에 대한 선박 안전 검사를 철회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음

●

▲ 무공해 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출처: World Economic Forum

미국선급(ABS) 대변인은 “ABS는 미국 제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ABS가 담당하는 선박이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ABS는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련 선박의 ABS 등급을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

Getting to Zero Coali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무공해 운송 항로의 도입은 국제적인 무공해 해운
전환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으로, 이번 연구는 무공해 항로와 제로 배출 운송을 향한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는 실현이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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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Captain, ’22.01.27)

미국, 새로운 버진아일랜드 선박등록처 발표

●

해운 분야의 ‘임의(Arbitrary)’ 면제 규정이 남긴 탄소
배출 문제

2022년 2월 1일, 전 미 국무부 차관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주지사가 미국 내 선박등록처 신설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

●

의 편의치국**에 등록되어 있음

* ETS(Emissions Trading System)란 정부가 ETS 대상 주체들에게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판
매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를 관리·거래하는 제도

* 서인도제도 동쪽 끝에 있는 약 80개의 작은 섬들로 서부의 40여 개 섬이 미국령에 속함
** 세금, 선원 고용 등에 있어 이익을 위해 선주가 원하는 나라로 선박국적을 정하는 방식을 편의치적 방식이라 칭하며

●

1922년 미국 선박이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며 정착되었음

특정 크기 이하 소형 화물선, 군함 및 호화 요트와 같은 비-화물선에 대한 배출 규제 면제는 ETS에 약 2,580만
톤의 탄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EU 해상운송 총 배출량의 약 17%에 해당함

현재 국제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50% 이상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에 등록되어 있음

- 배출 규제를 면제받는 선박 다수는 정기적 배출 및 대량 배출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음(예를 들어 오프쇼어
(offshore)는 벌크선 및 유조선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배출하고, 소형 화물선은 대형 화물선보다 더

- 각 선박 등록소는 초기에는 미 해군의 보호와 선박의 상업적 이익을 상호 교환하는 보호협정을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긴 시간 항구에 체류할 수 있음)

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세부사항이 명확지 않음
●
●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이하 ETS*)에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방안에 수 백만 톤의 탄소배출 규제가
면제되어 있음을 알림

- 미국에서는 해운을 통해 매년 4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박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

(출처 : Transport&Environment, ’22.01.28)

미국 해양정책경제센터(COPE)는 미국이 버진아일랜드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Transport&Environment(T&E)의 해상운송 담당자 Jacob Armstrong 씨는 수백만 톤의 탄소배출이
규제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해상운송 분야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함

이는 선박의 국적 변경에 대한 유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전함

- T&E는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일정량 이상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배출을

- 또한, 점점 더 많은 용선주, 금융 기관이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ESG)를 토대로 하는 기업과 거래를 원함에 따라, 그

규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배출을 규제할 수 있음

중요성에 공감하는 기업 선박이 버진아일랜드 국적에 유입될 수 있음을 점침

을 강조함

- 하지만, 선주들이 파나마, 라이베리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값싼 편의국적 대신 미국 국적을 등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는 미지수임

●

또한, T&E는 “전 세계 무역의 약 80%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가운데,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상운송은 그 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발표일에는 버진아일랜드 선박등록처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별도의 좌석을 차지할지와 미국 해안경비대,
선주 단체와 등록처의 관계 등에 대해 답변이 이어질 예정임

▲ 미국 버진아일랜드령 선박등록처 로고
▲ 출처: Jan Stromme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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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itime Bullein, '22.01.31)

중국 항만의 방역 정책 영향으로 터키인 일등 항해사
사망 사고 발생

●

1월 29일, 중국 톈진(Tianjin) 항만에 접안 중인 케이프사이즈(Capesize) 벌크선 MATHILDE OLDENDORFF

(출처 : MARINE LINK, ’22.02.01)

Stella Maris 社&FrontM 社, 합동 선원 복지용 애
플리케이션 개발

●

지난 2월, 국제적인 선원 복지 지원 네트워크인 Stella Maris* 社와 해상디지털 플랫폼 개발 전문 업체 FrontM**

호*의 터키인 일등 항해사가 중국 항만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부두(pier)에 접근하지 못하여 도선사

社는 합동으로 선원의 통신, 건강관리 및 여가(종교 등)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복지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사다리(Pilot ladder)를 타고 선박 흘수를 점검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밝힘

* MATHILDE OLDENDORFF 호 : 2013년 건조된 라이베리아 기국의 벌크선(IMO 9678800)으로써 전장 300미터,

* STELLA MARIS: 1920년 영국에 설립되어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선원 인적 네트워크로서 선원의 안정

폭 50미터 크기임 (출처: https://www.fleetmon.com/)

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교 활동, 인권 보장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홈페이지: https://www.
stellamaris.org.uk/about-us/)
** FrontM: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으로, 특히 항공, 해운 등의 운송 부문에 적합한 디지
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홈페이지: www.frontm.com)

▲ 출처: www.maritimebulletin.net

●

흘수(Draft)는 선박이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을 지칭하며,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흘수는 화물의 중량을 산출하고 선박 안정성·복원성 측정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항해사는 화물 작업 중과 출항 전에 선박의 정확한 흘수를 점검해야 함

●

접안된 선박이 출항하기 전, 통상적으로 항해사는 잠시 부두에 나와 육안으로 선박 흘수를 점검하는데, 중국
항만의 방역 정책으로 선원이 부두에 발을 딛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일등 항해사가 도선사 사다리를
사용해 선박 흘수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추락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항만방역 정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옴

▲ 출처: STELLA MARIS, FrontM

●

FrontM CEO, Kiran Venkatesh 씨는 “선원의 건강한 해상 생활은 해사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열악한 생활 환경에 있는 선원에 대한 배려와 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선원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애플리케이션은 선원이 해상에서 근무하며 겪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무엇보다 선박에서 제한된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30% 적은 데이터가 소모되
도록 디자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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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orld Maritime News, ’22.02.02)

미국선급(ABS), N-KOM 조선소와 원격검사기술 개발

●

미국선급(ABS)과 N-KOM(Nakilat - Keppel Offshore & Marine) 조선소는 ABS가 개발한 선박 원격검사기술을

파나마 운하, 2021년 이산화탄소 저감량 발표

●

조선소 내 입거 검사 시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공동 개발 프로젝트(Joint Development Project)에

- 2021년 저감량은 2020년과 비교해 300만 톤이 추가로 저감된 수치로, 이는 1년 동안 승용차 320만 대가 배출하는
CO2 양과 동일한 수준임

ABS에 따르면, 원격검사기술에 6개의 검사항목을 적용하며, 선박의 운영 중지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트너사인
N-KOM 조선소와의 최적화된 일정을 수립 중에 있음

●

또한, 파나마 운하는 2021년 ‘CO2 Emission Savings Dashboard*’를 출시하여 운하 이용객의 배출량 추적 및
최단 경로의 이점 이해를 촉진하였으며, 파나마 운하 관리자 Ricaurte Morales 씨는 이로 인해 보다 지속 가능한

- 러더 간극 검사(rudder clearance inspection), 선미관 마모 검사(stern tube weardown inspection), 러더 플러그

해운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힘

개방검사(rudder plug opening inspection), 보일러 안전밸브 테스트(boiler safety valve testing), 용접 전 핏-업 검
사(fit-up inspections prior to welding) 등 최종 육안검사에서 다소 중요도가 낮은 검사항목의 원격 기술 적용 가능

* CO2 Emission Savings Dashboard: 파나마 운하 당국이 매월 제공하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로, 선박에 탑재된

성을 조사할 예정
●

파나마 운하(Panama Canal)에 따르면, 선박이 파나마 운하가 아닌 다른 항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2021
년에 1,6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발표함

착수함
●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2.02 )

Geo-referenced data 기술을 사용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해 항해하여 저감할 수 있는 총 CO2 배출량을 추적함 (홈페
이지: http://greenroute.micanaldepanama.com/index.php/dashboard/)

N-KOM 조선소 CEO, Damir Glavan 씨는 “ABS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원격검사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전하였으며, ABS의 담당 수석 부사장 Patrick Ryan 씨는

순위

해운사

저감량(만 톤)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함

1

Maersk

93.3

한편,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해운업계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ABS

2

MSC

90.9

3

CMA CGM

50.4

4

Hapag-Lloyd

47.9

5

Trafigura Beheer BV

44.9

6

COSCO Shipping

42.2

“파트너사인 N-KOM 조선소와 함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건조 후 안전하고 효율성이 향상된 검사를

●

를 비롯한 선급협회에서는 원격검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화물선 종류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건화물선
(Dry bulk carrier)
화학 물질 운반선
(Chemical tanker)
LPG 운반선
(LPG carrier)
자동차 운반선
(RoRo)
LNG 운반선
(LNG carrier)

저감량(만 톤)
520

250

177

120

68.7

64.2

<2021년 해운사 및 화물선 종류 별 파나마 운하에서의 CO2 저감량 순위, 출처: CO2 Emission Savings Dashboard>
●

파나마 운하 당국은 향후 선박 기술 및 조종성을 기준으로 운하 통과 시 선박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통행세 책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여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행동 촉구에 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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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ffshore Energy News, ’22.02.08 )

나이지리아, FPSO 폭발 사고로 선원 세 명 사망

●

지난 2월 2일 나이지리아 앞바다에서 열 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

(출처 : offshore-energy, ’22.02.11)

프랑스: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

●

전 세계 많은 항만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은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항만에 머무르며 발생시키는 환경영향을

loading)선 Trinity Spirit* 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함

줄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함

- 사고는 니제르 델타 근처 유전에서 발생하였으며, 당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22.02.02) 기준으로 세 명이 숨지

- 협약은 2022년 2월 10일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개최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서 체결되었으

고 세 명이 구조되었으나 네 명이 실종 상태임

며, 유럽투자은행(EIB)을 포함한 EU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음

* Trinity Spirit 호는 1976년 건조되어 40년 이상 운영된 선박으로, 2백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

*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 UN의 지원으로 2022년 2월 9일~11일까지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개최된

였으나 사고 당시 저장량은 파악되지 않았음

정상회담으로, 해양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와 공동 책임을 통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행하고자 함
●

동 협약은 바다, 강 및 호수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목표에 부합하며, 협약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의 역할을 고려하고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고자 함
* 단순히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 생태계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에너지와 양분의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을 달성하는 방법

●

특히, 2028년까지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에 육상 전기를 공급하는 계획은 항만 내 선박으로부터 유해
대기 오염 및 소음을 감소시켜 항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유럽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의 탄소 배출량은 유럽 해상운송 탄소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므로, 이 협약으
로 파리협정 목표 도달 및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

FPSO 선은 유전에서 원유를 시추하여 선상에서 분리 및 처리한 원유를 저장하고, 이를 직접 셔틀탱커(shuttle
tanker) 등 수송선에 하역하는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 이번 사고로 원유 유출로 인한 상당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나이지리아의 석유유출감지대응국(NOSDRA,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은 나이지리아
해양관리안전기관(NIMASA, Nigerian Maritime Administration and Safety Agency)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해양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폭발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Trinity Spirit 호의 선주, Shebah E&P* 社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Shebah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 Ltd: 2004년 설립되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본사를 둔 석유 및 가스 생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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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rgus Media, ’22.02.11)

덴마크 해운, EU의 해상 배출 조치 간의 불일치 지적

●

덴마크 해운에 따르면, EU의 ‘Fit for 55*’ 기후 패키지 내 해운 부문 관련 두 가지 조치의 불일치로, 해운업계

2021년 호주(Austrailia)의 Top 5 항만 선정

●

지난 2월, PTI(Port Technology International)* 社는 2021년의 국제적인 물동량 및 항만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GHG) 배출량 저감의 전반적인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호주의 Top 5 항만을 선정하면서 그 실적을 간략히 소개함

* Fit for 55: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량 거래제(EU ETS) 및 FuelEU

*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 社 :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항만 및 터미널 산업 부문의 전문 미디어 회사임. 약

Maritime의 두 가지 해운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35,000명의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항만의 디지털, 자동화 등의 최신 현안 등을 다룸 (출처: https://
www.porttechnology.org/)

- 배출량 거래제(EU ETS)는 기업의 CO2 배출량을 제한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기업의 배출 저감 활동에 대
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해운 산업은 2023년부터 ETS에 포함될 예정)

●

- FuelEU Maritime은 2025년 2%에서 2050년 75%까지 단계별 연료유 GHG 집약도 제한을 설정하여 재생 가능 연

Top 5 항만에는 호주 북부의 다윈항(Darwing Port), 브리즈번항(Brisbane Port), 호주 최대의 철광석 수출 항만인
헤드랜드항(Hedland Port), 서남부의 프리맨틀(Fremantle) 그리고 국제적 컨테이너 항만인 보타니항(Botany

료 사용 장려를 목표로 함
●

(출처 : Maritime Bullein, ’22.02.13)

Port)이 선정됨

덴마크 해운에 따르면, EU ETS는 tank-to-wake(TTW)의 CO2 배출량을 규제하는 반면, FuelEU Maritime은
CO2, CH4, N2O와 같은 온실가스의 well-to-wake(WTW) 배출량을 규제함에 따라, 두 가지 정책의 상이한
규제가 LNG를 해양 연료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tank-to-wake는 선박에서 연료의 소비단계를 의미하며, well-to-wake는 연료의 생산단계에서 선박에서부터 연료
의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의미함
- 저속 이중 연료 디젤 엔진은 FuelEU Maritime의 2025년 규제를 충족 가능하며, 재생가능한 LNG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2030년 규제를 충족할 수 있음. 반면에 EU ETS 규제에 따른 비용은 중속 엔진에서 재생가능한 LNG와 화석
연료 기반의 LNG를 혼합 사용할 때 가장 저렴함

●

이로 인해, 해운 부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생가능한 연료의 인프라가 적절하게 구축되지 않거나, 재생가능한
LNG 공급원의 저조한 이용가능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lock-in of assets with high sunk costs*”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lock-in of assets with high sunk costs: 높은 매몰 비용(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 2021년 호주(Austrailia)의 Top 5 항만

잠금 효과(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려는 현상)
●

덴마크 해운 외에도, Transport and Maritime(T&E)는 화석 연료 기반의 LNG와 폐기물 기반의 바이오 디젤이
선주에게 가장 저렴한 규정 준수 방안이 될 것이라 언급했고, 유럽 의회의 Vera Tax 씨는 규제가 암모니아와 재생
가능한 수소가 아닌 LNG를 촉진시킨다고 지적하였으며, 국제 해운 회의소(ICS)는 FuelEU Maritime 규제에 따른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함

●

덴마크 해운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EU ETS 규제가 연료의 WTW 배출을 반영하여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를 차별화해야 하며, 두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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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남반구의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해상 운송의 중요한 관문으로, 2021년 코로나19 델타 변이 등에 따른
강력한 항만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5대 항만은 물동량 증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 2021년, 프리맨틀(Fremantle) 항만은 총 778,614TEU, 브리즈번(Brisbane) 항만은 총 1,554,061TEU, 보타니
(Botany) 항만은 총 2,761,769TEU, 멜버른(Melbourne) 항만은 총 3,278,635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함
- 특히, 브리즈번 항만의 무역 개발 담당자인 Jamie Wardle 이사는 2010년 항만 민영화 이후 브리즈번에서 약 $362
million 규모의 시설투자가 이뤄졌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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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02.14)

CMA CGM 社,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

●

●

프랑스 해운회사인 CMA CGM 社는 프랑스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해 주최한 해양환경 정상회의

영국-스코틀랜드, 그린 자유무역항(Green freeport)
계약 체결

●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스코틀랜드에 두 개의 그린 자유무역항(Green

(One Ocean Summit, ’22.02.09~11)에서 당사 선박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을 '22년 6월 1일부터 중단할

freeport)을 설립하는 공동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에 최대 5,200만 파운드

예정임을 밝힘

(약 7,07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CMA CGM은 매년 약 50,000개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운반해왔으나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

실질적인 조치로써 이번 결정을 내렸음을 언급함

될 것으로 예상됨

조치가 없다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20년 후 3배로 늘어나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
●

다고 전망함

자유무역항(freeport)은 항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국외로 간주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 화물의 적재,
양륙 등을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항만으로, 자유 무역항(freeport)의 설립은 향후 스코틀랜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 One Ocean Summit에 따르면, 매년 8백만~1천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특별한

●

(출처 : Offshore-energy, ’22.02.14)

2045년까지 넷-제로 달성에 기여할 동 프로젝트에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가 동등한 발언권과 책임을 가지며,
자유무역항 선정을 위한 절차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입찰 후 세부 평가를 거쳐 결정하여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선진국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주로 수출해왔으나, 결국 개발도상국에서
엄격한 폐기물 처리 규제 없이 방치되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

- 비영리 환경단체인 플라스틱 오염 연합*에 따르면,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

최근 스코틀랜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바람, 조수,
태양광 등 해양에너지로 만든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해안에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으며, 2018년에는 총 157,000톤이 수출되었음

등의 수소 동력을 제공할 예정임

- 2018년 중국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나, 중국에서 처리되던 양을 포함한 플라
스틱 폐기물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 수출되어 환경과 인간에 유해한 방식(소각, 불법 재활용 공장)으로 처리되고 있음

●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이 동시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에

* 플라스틱 오염 연합(Plastic Pollution Coalition)은 플라스틱이 인간, 동식물, 해양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행정적 어려움을 겪던 영국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유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연합으로, 총 75개국의 1,000개 이상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

CMA CGM 社는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을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국가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자유무역항을 설립하는 동시에 이러한 친환경 사업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운반선 수급과 그린 수소 기술을

한편, 두 정부 간의 합의는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략을 논의하는 OCF(Opportunity Cromarty Firth) 컨소시엄에서
큰 환영을 받았음

- 이번 결정으로 CMA CGM 社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우선순위로 삼고, 책임감 있고 환경친화적인 해상 무역 발전을 위
해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알림

▲ 선박을 통해 운반되는 플라스틱,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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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ffshore-energy, ’22.02.14)

유럽투자은행(EIB), 프랑스 개발청(AFD) 및 독일정부
(KfW), Clean Oceans 이니셔티브에 40억 유로 지원

●

유럽투자은행(EIB), 프랑스 개발청(AFD) 및 독일 연방정부 대리기관 KfW*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CMA-CGM 社 2022년 6월부터 폐플라스틱 관련
화물 운송 중단

●

지난 2월 9일에서 11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된 ‘One Ocean Summit’ 정상회의에서는 CMA-CGM* 社의

목표로 하는 Clean Oceans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해양쓰레기 배출 저감 목표량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회장인 Jacques Saadé 씨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자사 선박을 통한 폐플라스틱류 수송을

202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20억 유로(약 2조 7200억 원)를 상향하여 40억 유로(약 5조 4300억 원)를 2025년

중단할 계획을 밝힘

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함

- One Ocean Summit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국제 회의로 2월 9~11일 3일간 개최됐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과 해운 및 항만의 탈탄소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독일 연방정부 대리기관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출처 : Offshore Energy, ’22.02.14)

* CMA CGM 社 : 1978년 설립되어 프랑스 마르세유에 본사를 둔 회사로, 두 개의 전신 회사인 Compagnie Maritime
d'Affrètement(CMA)와 Compagnie Générale Maritime(CGM) “해상 화물 회사”와 “일반 해상 회사”로 번역되는

해당 지원계획은 지난 2월 11일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열린 프랑스 정부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이름을 함께 사용함. 1996년 민영화되었으며 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사업을 수행함(홈페이지: https://www.cma-

Summit)에서 발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gm.com/)

EBRD) 또한 Clean Oceans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계획임을 언급함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동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 이니셔티브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 및 민간부문 프로젝트이며, 현재까지 16억 유로(약 2조 1700억 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프로젝트 시작 3년
만에 목표의 80%를 달성하였음

●

동 이니셔티브의 활동으로는 스리랑카, 중국, 이집트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폐수 처리 개선사업, 토고 및 세네갈의
고형 폐기물 관리사업, 베냉, 모로코 및 에콰도르의 홍수 방지 사업 등이 있음

●

한편, 해양환경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해운사 CMA CGM 社는 자사 선박을 이용해 재활용 또는 회수를 보장할 수
없는 목적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2.6.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
밝힘

▲ 폐플라스틱류 수송 중단에 관한 홍보 영상 일부

●

그림은 CMA―CGM이 제공한 홍보 동영상의 일부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며 그 양이 향후 20년간 3배인 연간 2,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홍보 동영상의 세부 목적은 폐플라스틱의 운송 중단을 통해 적절한 분리와 재활용이 확실치 않은 지역으로의
폐플라스틱 수출을 방지하는 것임
- 비정부기구(NGO) 환경 단체인 바젤액션네트워크(BAN)에 따르면, CMA―CGM 그룹은 연간 5만 TEU 규모의 폐플
라스틱 관련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출항할 때 최대 규모인 연간 8,000TEU를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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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atrade-maritime, ’22.02.18)

아시아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선 대기량 증가

●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02.20)

펠리시티 에이스(Felicity Ace)호 화재로 2억 5천만
달러 손해 발생

물류 공급망 가시성 분석기관 ‘Project44*’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항구의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항만에서
정박을 대기하는 컨테이너선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월 1일, 신형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우디 등 약 1,100대의 고급 차량을 실은 화물선 펠리시티 에이스
(Felicity Ace)호가 독일에서 미국 로드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대서양 해안에서 화염에 휩싸였으며, 해당 화재로

* Project 44: 미국에 기반을 둔 화주 및 물류 서비스 업체를 위한 첨단 가시성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

인해 선박과 화물 데크가 심하게 파손됨
●

아시아 항구에서 대기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13척(’21.12)에서 22.5척(’22.1)으로 증가함
●

- 중국 남부-홍콩 지역에서는 17.5척(’21.12)에서 22.5척(’22.1)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옌티안(Yantian)에

추정되며, 이 외에도 수백만 달러의 구조 비용, 손해배상 등 극심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화주인 폭스바겐

서는 17.5척(’21.12)에서 22.4척(’22.1)으로 증가함
●

●

그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Singapore)도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박 수가 하루 평균 14.8척(’21.12)
●

에서 17.2척(’22.1)으로 증가함

인명피해 없이 22명의 선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피해 규모는 약 2억 5천만 달러(한화 2,988억원)로

화재는 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선박 견인을 위한 2대의 대형 소방
예인선이 화재가 발생한 페실리티 에이스(Felicity Ace)호로 이동했음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인 상하이(Shanghai) 항구에서 대기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2.3척(’21.12)에서 4.6척(’22.1)
●

으로 증가함

Russell Group MD인 Suki Basi 씨는 “이미 반도체 소싱 공급망 위기에 처해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화재로 인한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언급함

●

한편,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화물선 화재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2,000대의
포르쉐와 아우디가 실려 있었음

▲ 출처: Wikip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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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02.23)

해사 부패 사고, 지난 10년간 45,000건에 달해

●

해양 부패 방지 네트워크(이하 MACN*)의 익명 부패신고 플랫폼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총 149개국에 위치한

(출처 : Seatrade-maritime, ’22.02.23)

브렉시트 이후, 영국 向 해상 운임에 붙는 프리미엄

●

1,200여 개의 항구에서 45,000건에 달하는 부패사건이 보고됨

영국이 EU 회원일 때는 아시아에서 영국까지 해상 운임이 기타 유럽 국가와 비슷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2021년
초부터 아시아-영국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영국 向 단기계약 운임은 2021년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하락하였고, 장기계약 운임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해양 부패 방지 네트워크(The Maritime Anti-Corruption Network; MACN)는 부패 없는 해양산업이라는 비전을 가
진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만 비리 수준, 항만 및 해양 산업 내 청렴성 강화를 위해 7가지 기본 원칙(반부패 프로그램 구

- 2022년에 접어들며 영국 向 장기계약 운임은 FEU 당 약 2,000달러 상승했지만, 북유럽 向은 약 200달러 상승했고,

축, 내·외부 위험평가, 징계 및 보상에 대한 투명성 확립 등)을 수립하였으며 회원사에 원칙 이행을 권고하고 있음

2022년 2월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체결된 영국 向 장기계약 운임은 약 1만 1,359달러지만 북유럽 向은 약 9,408달
러임

●

보고된 부패사건 중 담배를 요구하는 행위(64.5%)가 최상위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술, 탄산음료 등 경미한

- 2022년 2월 중순, 아시아-영국 컨테이너 운임은 FEU 당 약 15,350달러로 아시아-유럽 운임보다 약 950달러 이상

품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높음

- 부패를 저지르는 행위자는 주로 항만당국(23.4%)으로 요구를 거부할 시 선박 입출항이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행위
(74.5%)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주들에게 운임 기준을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기관 제네타(Xeneta)의 분석가 Peter Sand 씨는 아시아-영국
해상 운임이 육상보다 상당히 높음을 언급함

●

해사 산업은 특히 항만에서의 수많은 부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선박 입출항에 대한 뇌물을 요구하거나
거절 시 경미한 오류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함
- 이러한 부패 관행은 해운업과 항만 공동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과 해운 투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또한, 제네타가 영국 주요 항구의 운임을 분석한 결과, 장단기 운임 모두 펠릭스토우(Felixstowe)가 가장 낮았으며,
장기 운임은 런던 게이트웨이(London Gateway)가 가장 높았음

또한, 국가의 위험 및 청렴도 등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발전(외국인 직접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 플랫폼을 통해 다발적인 부패 발생 지역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졌으며,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음
- 전 세계적으로 MACN의 신고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선원에게 부패상황에 대해 익명으로 의견
을 표명할 권리와 부패상황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취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음

●

해사 부패 사고는 2017년에 최대치로 보고되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선원-항만당국 간 직접적인
대면 상황이 줄어들면서 부패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MACN 측은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상황에서 취해진 제한 조치로 인해 보고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기조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출처 : narvikk, istock by Get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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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2.25)

GoodFuels 社, 아시아-태평양 지역 바이오연료
공급을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세계 3대 선사, 러시아 화물 운송 중단 계획 발표

●

●

중단하였음

활동 영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음
●

허브 중 하나에 직접 지속할 수 있는 고급 바이오연료를 공급할 계획임
●

새로운 사무소는 GoodFuels 社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매니저 Jing Xieng JX Han 씨가 이끌 예정으로,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 간 침공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세계 3대 컨테이너 라인
(MSC, 머스크, CMA)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러시아를 오가는 화물의 운송을 일시적으로

글로벌 해운 산업의 선도적인 바이오연료 공급 업체, GoodFuels 社는 싱가포르에 첫 번째 사무소를 개소하며

- 싱가포르 사무소는 유럽 이외 지역에서 개소한 첫 번째 사무실로,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및 선박 연료

(출처 : gCaptain, ’22.03.01)

러시아에서 나오는 화물 중 대부분은 원자재로 향후 전 세계 원자재의 가격 급등이 예상되며, 러시아 또한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분야의 기업 전략, 사업 개발 및 투자와 관련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함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 MSC는 고객 권고문(서한)을 통해 3월 1일 자로 “러시아 화물의
예약을 중단하며, 해당 조치는 발트해 연안, 흑해 및 극동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접근 지역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식량, 의료장비, 인도주의적 물품 등의 필수 물품 배송 예약의 경우에만 면밀히 접수하고 심사할 것”이라고

●

GoodFules 社의 상품 품질 및 지속가능성 표준은 새로운 싱가포르 허브에서 구현될 것이며, 모든 바이오연료의

발표하였음

공급 원료*는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삼림 벌채를 유발하지 않음
* GoodFuels 社의 고급 바이오연료는 톱밥, 목재 펄프 제조의 부산물, 수지(동물 기름), 하수 슬러지 및 산업 응용 분야

●

MSC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덴마크의 머스크 社 또한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컨테이너의 선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모든 러시아 항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에는 식료품, 의료 및 인도주의적 공급품이 포함되지 않을

의 식용유 등 100 % 폐기물 또는 잔류물로 인증된 공급 원료에서 생산됨

예정임
●

●

지난 7년 동안 GoodFuels 社는 전 세계의 산적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로로(Ro-ro)선 등 다양한 선박에

- 머스크는 러시아 항만 6곳, 핀란드 항만 2곳을 운영하는 러시아 항만 운영업체 글로벌 포트(Global Ports)의 지분 31%

바이오연료를 벙커링 하였으며, 새로운 싱가포르 사무소는 아시아의 기존 고객에게 현지 옵션을 제공하면서 이

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주주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Rosatom과 러시아 사업가 Sergey Shiskarev 씨가 포함

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되어 있음

GoodFuels 社의 CEO, Dirk Kronemeijer 씨는 “첫 번째 지역 사무소의 출범은 중요한 이정표로, 지속 가능한

●

바이오연료의 공급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해운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프랑스의 CMA CGM 또한 지난 화요일 늦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추후 별도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예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함
●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와 독일의 해운회사 하팍로이드(Hapag Lloyd)가

싱가포르 해양 및 항만당국(MPA)의 최고경영자, Quah Ley Hoon 씨는 “2021년 최초의 해양 바이오연료 실선

선제적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따라, 국제 선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시운전에서 함께한 GoodFuels 社의 싱가포르 입성을 환영하며, MPA는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유사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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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3.02)

AIRCOAT, 해상운송 대기오염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코팅 솔루션 출시

●

2022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영국 국제 해양 기술 박람회(Oceanology International)에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3.02)

4개 국제기구 합동, 선원의 보건복지 지원 촉구에
대한 성명 발표

●

AIRCOAT Horizon 2020 프로젝트*의 연구 접근 방식 및 최종 개발 결과가 온라인으로 발표됨

지난 2월 28일에서 UN 산하의 4개 국제기구(ILO, IMO, UNCTAD, WHO)*는 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안전, 보건 및 복지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AIR-induced friction reducing ship COATing(AIRCOAT): Horizon 2020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로 선박 코팅 부
문에 혁신적인 수동형 공기 윤활 기술을 개발하며, EU Green Deal의 “2050년까지 운송 부문 배출량 50% 저감” 목

*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표 달성을 지원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AIRCOAT 팀은 2018년부터 선박 선체에 수동형 공기막(passive air layer)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코팅 솔루션을
개발해왔으며, 이 기술을 통해 선체 바이오파울링 방지 및 저항 감소로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해상운송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AIRCOAT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자 프라운호퍼(Fraunhofer) 해양물류서비스센터(CML) 팀 리더, Johannes
Oeffner 씨는 “생산 설비와 테스트 시설 개발, 수 킬로미터의 포일 생산, 선박 코팅, 컨테이너 선박 실험 및 적용, 수많
은 계산과 시뮬레이션, 유체 역학 및 바이오파울링 실험 등을 통해 미래의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로서 AIRCOAT를 발
전시켰다”고 전함

●

해상운송은 매년 약 9억 4천만 톤의 CO2(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배출하며, 바이오파울링은 연료
소비와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간 선박 속도를 최대 10%까지 줄어들게 할 수 있음

●

AIRCOAT 연구팀은 선체 공기막 유지 제품의 생산과 적용을 위해 몰타와 루마니아에서 2회에 걸친 실증 실험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선체 표면과 수생 환경에서 오랜 기간 포일에 공기를 보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힘
●

●

선원교대 지연 및 백신접종 등 선원 관련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IM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체계

이번 박람회는 AIRCOAT 연구팀의 솔루션을 글로벌 선대에 적용하여 선대의 성능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마련을 진행 중이며, 이번 합동 성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려는

연구 결과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미래의 기회를 시사하며 마무리됨

조치의 일환임. 주요 내용 10가지는 아래와 같음
1) 필요 시 선원의 의료 및 의료 행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2) 선원을 국가의 핵심 근로자(Key Worker)로 지정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
3) WHO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선박의 입항 제한 규제를 완화
4) 코로나19 검사 및 적절한 보호 장구의 제공을 보장
5)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적용·준수하고 과도한 벌금 등의 규제를 완화
6) ‘2006 MLC 협약’ 및 ‘2003 선원 신분 증명서에 관한 협약’에 관한 이행 보장
7) 상선과 어선의 선상에서 코로나19 방역 안전 지침의 이행
8) ICAO 등과 같은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건강 및 이동 보장에 관한 인증서 발급
9) 최신의 과학적 근거(사실)를 반영하여 관련 지침 및 정보 등을 업데이트
10) 선원의 안전 증진 및 선원 교육·양성에 대한 방해 요소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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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ineLink, ’22.03.04)

IMO 이사국, 흑해·아조프해 안전 논의를 위한 특별
이사회 긴급 개최 요청

미국 뉴포트 뉴스 조선소(NNS)의 마스크 착용 중단

●

●

이상의 IMO 이사국*들은 긴급하게 특별이사회를 요청하였으며,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원격회의가

- NNS는 세계 유일의 핵 추진 선박 건조업체이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선소로 NNS는 전략적 중

개최됨

이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했으며, 우크라이나도 이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

요성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문을 닫았을 때도 지속해서 운영해 왔음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2.03.03 에스토니아 국적의 화물선이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침몰했으며, 최소 3척의 다른 선박이 발사체에
●

그리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리스 선박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적은 없으나, 39명을 태운 최소 4척의 자국

NNS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근로자 모두 조선소 시설 내(진료소
제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NNS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70%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파손되었으나, 현재 IMO 대변인은 러시아 침공사태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이하 NNS)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25,000명의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구를 철회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와 아조프해를 항해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15개국

* 호주,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출처 : Maritime Executive, ’22.03.04)

이러한 마스크 착용 중단은 근로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NNS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임

선박이 여전히 해당 위험지역에 있으나, 현재 긴밀하게 연락 중이라고 언급함
●

또한, 마샬제도는 ’22년 3월 3일 일부 해역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음

●

현재 많은 해운회사가 흑해와 아조프해로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보험료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

한편,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아조프해, 흑해 북쪽, 우크라이나 모든 항만 등)을 전쟁
위험지역(Warlike Operation Area)으로 지정하였으며, 선원들은 해당 지역으로 항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출처 : Courtesy Huntington Ing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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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PA Singapore 홈페이지, ’22.03.09)

싱가포르, 해운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7가지
중점과제 발표

●

지난 3월 9일, 싱가포르 항만청(MPA)*은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

(출처 : IACS 홈페이지, ’22.03.11)

국제선급협회(IACS), 러시아 선급(RMRS)의 회원
자격 철회 결정

●

지난 3월 11일, 국제선급협회(IACS)*는 최근 발생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밝히며 2050년까지 해운 항만 부문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가 취하는 제재를 고려하여, 러시아 선급의 IACS 회원자격 유지 불가를 결정하고 IACS

7가지를 발표함

헌장에 의거 회원 75% 이상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러시아 선급의 회원자격 철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

* 싱가포르 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 1996년 2월 설립되었으며, 해양 안전을 증진

* 국제선급협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1969년 국제해사기구(IMO) 비정부기

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기관임. 해사안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

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선급협회들이 선급 간 협력 및 선박 관련 규칙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홈페이지: www.mpa.gov.sg)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홈페이지: www.iacs.org.uk)

▲ IACS 회원 선급
●

싱가포르 “The Maritime Singapore Decarbonization Blueprint: Working Towards 2050” 추진의 중점과제
7가지는 아래와 같음
●

1) 항만 자동화 및 디지털화 추진과 함께 2030년까지 2005년의 탄소 절대 배출량 기준 60% 감축
2) 2030년까지 항만 내 운항 선박을 전탄소 연료로 사용, 2050년까지 완전 전기추진 방식으로 전환

러시아 선급의 IACS 회원자격 철회에 따라 총 회원은 11개의 선급협회가 되었으며, IACS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적대적인 관계가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되어 해당 지역에 평화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힘

3)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하고 동시에 바이오 연료 등의 대체 연료 공급 항만 인프라 구축
4) 2050년까지 싱가포르 기국 선박의 50%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5) 해양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6) 해양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
7) 탄소 배출량 보고 및 금융 조치 강화를 통해 친환경 해사 파이낸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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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Captain, ’22.03.13)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한 세계 식량 위협

●

미신고된 폐배터리(Scrapped Batteries)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사태로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식량 공급 가능성이
위태로워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취약해진 세계 식량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음

●

(출처 : Maritime Executive, ’22.03.14)

●

중국항 선박에 선적되기 위해 미국 롱비치 항구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함. 해당 컨테이너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중고 리튬이온 배터리(used lithium-ion batteries)*’가 수납되어 있었으나, 선적서류에는 ‘합성

UN은 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미래의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세계 식량비용이 약 22% 더 치솟을 수 있다고

수지(synthetic resins)’라는 비 위험물로 신고되어 있었음

경고하였으며, 국제곡물위원회는 곡물 비축량이 5년 연속 감소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사태가 지속될 경우

* 배터리 단락(short-circuits)은 열 폭주(thermal runaway)로 이어져 인화성 및 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화재나 폭발이

물가를 더욱 상승시켜 전례 없는 수준의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함. 한편, 세계 식량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일어날 수 있음

기존 UN 지수의 4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식량 공급의 불안정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4,500만 명이 기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산됨
●

●

미신고된 위험물로 인해 진화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USCG(미국해안 경비대)는 해당 화주(Shipper)의
모든 컨테이너가 안전규정*을 준수하였음이 입증될 때까지 선적을 중지시킴

이에,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식량품의 해상운송 차질을 감안하여, 현지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에서 식용유에 이르는 농산물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는 손상, 결함 또는 폐배터리 운송에 요구되는 별도의 표시 및 포장 규정이 마련되
어 있음

●

주요 비료 공급국인 러시아는 우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만 비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혀 세계 식량의
위기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짐
- 유럽에서는 질소 비료 생산의 핵심 요소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비료생산시설에서 생산계획을 축소해
야 하며, 농부들이 헛간을 데우고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연료 가격도 덩달아 함께 치솟고

●

미국 로스앤젤러스의 USCG 지휘관 Rebecca Ore 씨는 미신고된 유해물질은 선박, 항만 및 초기 작업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을 강조하며, “연방 USCG는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화주들이 유해물질의 적절한 표시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함

있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의 보급품 및 곡물을 실은 배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흑해와 연결된 수로인 아조프해에서
다시 운항하기 시작하였음

▲ 출처 : USCG fi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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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Captain, ’22.03.18)

완하이 선사(Wan Hai Lines)의 미신고 화물 컨테
이너에 대한 벌금 폭탄

●

대만의 완하이 선사(Wan Hai Lines, 이하 WHL)는 앞으로 미신고 화물 컨테이너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할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3.18)

하팍로이드(Hapag-Lloyd), 저탄소·무탄소 연료
기술 개발 지원

●

것임을 알림

독일 해운회사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저탄소(Low Carbon) 및 무탄소(Zero- carbon fules) 연료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CMD(Global Center for Maritime Decarbonization)*에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WHL은 화물 신고서(declarations), 운송 서류(shipping forms) 및 동봉된 서류(documents enclosed)가

* GCMD(Global Center for Maritime Decarbonization)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과 6개 파트너사(BHP, BW,

사실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 선사가 언제든지 화물 운송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을

DNV Foundation, Eastern Pacific Shipping, Ocean Network Express, Sembcorp Marine)의 펀딩을 받아 설립

화주에게 통지함
●

된 센터(2021.8.1. 설립)로 싱가포르에 위치한 비영리조직

또한, WHL은 미신고 화물 컨테이너 중, 위험 화물에 대해 3만 달러($30,000). 비위험 화물에 대해 2만 달러

●

($20,000)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밝힘
●

●

기술로서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빨리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추가로 화주는 위의 벌금뿐만 아니라 손해 및 손실에 대한 과태료(fines), 몰수(forfeits), 벌금(penalties), 변호사
수수료(attorney fees), 소송비(litigation costs) 등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을 알림

특히, 하팍로이드(Hapag-Lloyd)와 GCMD는 해양 탈탄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료 기술의 배포 및 국제표준

●

GCMD CEO인 Lynn Loo 교수는 “해운은 IMO의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 다소 어려운 분야이며,
강력한 의지와 높은 목표를 가진 하팍로이드(Hapag- Lloyd)가 GCMD의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두

WHL의 이러한 발표는 과거 컨테이너 운송사고의 원인이었던, 미신고 화물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함임

기관이 지식과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한편,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최근 2030년까지 선대 배출량 30%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출처 : tcly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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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출처 : gCaptain, ’22.03.20)

독일, 카타르와 장기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추진

●

독일과 카타르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파트너십을 협상하고 있으며, 독일은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화하였음

●

독일 경제장관 Robert Habeck 씨는 독일의 최대 가스 공급국이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으며, 카타르 정부와의 논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국영 석유 및 가스회사인 QatarEnergy의 성명서에 따르면, 카타르는 양국 기업이 “장기 LNG 공급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진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관련 논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경제부
대변인과 함께 온 기업 관계자들은 카타르 정부 측과 즉각적인 에너지 계약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

카타르는 러시아의 침공 사태 발발 전 수년 동안 독일에 LNG 등 에너지 공급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었다고 언급함

●

한편, 독일은 현재 카타르에서 LNG를 직접 선적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근 2개의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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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형 친환경선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 해수부,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고시 -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내용(요약)

■ 추진 배경
●

「 친환경선박법」(’20.1~)에 따라 해수부·산업부 공동으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
(’21~’30)」 수립(’20.12)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해수부는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산업부는 ‘개발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친환경
선박법」 제4∼5조)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지난 1월 3일 고시했다.

■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 ’22년 3,838억원 투입→총 475척 친환경 전환(건조 68척, 설비장착 407척)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해 2022년에 추진할 세부적인 친환경선박 보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 ’21년 대비 1,788억원 증액, 친환경전환 350척 증가(건조 29척, 설비장착 321척)

공공기관은 약 3,8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보다 1,713억 증가한 3,077억원의 예산으로 공공선박 47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30척에
친환경설비를 설치하여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선박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 (LNG) 벙커링 전용선 2척 건조, 기자재 성능평가센터 구축 등

또한, 민간의 친환경선박 전환지원도 확대한다. 내항선박에 대한 보조율을 선가의 최대 20%에서 30%로 상향하였고,
지원대상 선박도 102척에서 398척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96억원 증가한 522억원의 예산을

- (무탄소) 전기선박 충전을 위한 이동식 전원공급장치 개발 및 육상전원 공급시설(AMP) 구축, 수소선박
연료공급 안전기준 마련

투입하여 총 21척의 친환경선박 신규 건조를 지원하고, 377척의 선박에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②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아울러,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LNG 선박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원활한
연료공급을 위해 연료공급 전용선박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도 실증한다. 우리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

- (공공) 친환경 관공선 47척* 건조, 운항 중 관공선 30척의 친환경 개조**를 통해 총 77척 친환경 전환 추진

(고망간강) 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을 2022년 말까지 건조한다. 또한,

* 해수부 28척(2,120억원), 해수부 외(교육부, 산림청, 창원시, 부산항만공사 등) 19척(897억원)

전기추진선 확산을 위해 이동·교체식 전원공급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기와 디젤엔진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해수부 관공선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장착(60억원)

관공선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목포 북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 (민간) 친환경선박 21척 건조*, 친환경설비 377척 장착** 시 보조금·대출이자 이차보전 등 지원을 통해 총 398
이와 더불어 친환경선박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사업화와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국가 친환경

척 친환경 전환

인증*’을 선박뿐 아니라 개별 기자재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대상을 확대하며, 국가 100대 친환경 기술 중 유망기술
* (선박건조) 내항선 5척(60억원), 외항화물선 16척(205억원) 보조금 지원

시험, 검사 및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상용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비장착) 내항선 7척(144억원)·외항선 90척(87억원):이차보전, 외항선 280척(26억원) 보조금

* 친환경선박 및 친환경 기자재의 기술난이도,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1~5등급)을 부여(지원대상 선
정 시 활용)

③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 (상용화) 친환경 신기술 인증, 국내기준 마련 및 국제표준화 등 지원

또한, 친환경선박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위해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소형 수소
추진선박의 안전한 운항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상 디지털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 (운영체계)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소선박 육상 모니터링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초석을 잘 다진 덕분에, 이번 2022년
시행계획에서는 더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들을 담을 수 있었다.”라며, “초기에 꼼꼼한 시행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향후 일정
●

’22년도 보급 시행계획 수립(’21.12.31.),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22.1.3.)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선박 민간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 및 일정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의 공지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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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예산내역

참고 2

참고 3

친환경선박 사진(전기추진 유람선)

①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5개 사업, 17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담당기관

1

산업부

2
3

해수부

4
5

환경부

사업명

’22년 예산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 사업

60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R&D)

31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

51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전력공급 실증 운영)(R&D)

21

친환경 도서생물조사선박 고압육상전원공급시설(AMP) 구축 사업

7

②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21개 사업, 3,599억원)
(단위 : 억원)

구분
1
2
3
4
5
6
7
8
9

담당기관

사업명

해수부

어업지도선 건조 11척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3척
순찰선·청항선 건조 9척
대형방제선 건조 1척
해양조사선 건조 1척
표지선 건조 1척
쇄빙연구선 건조 1척
국고여객선 건조 1척
기존 운항 중인 관공선 30척 개조

’22년 예산
1,389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선 건조 1척

236
188
240
15
3
34
15
60
5

11

교육부

국립대 실습선 건조 4척

375

12

충청남도, 전라남도

10

공
공

전라북도, 완도시
경상도, 창원시
옹진군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3
14
15
16
17
18
19
20
21

민
간

해수부

병원선 건조 2척

76

어장정화선 건조 5척

225

차도선 건조 2척
항만안내선 건조1척
순시선 건조 4척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선박온실가스 감축 지원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114
62
40
205
60
26
87
144

③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7개 사업, 69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22년 예산

1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2

2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 구축)

8

3

친환경선박 전주기혁신기술개발(국내외 표준화, 제도개선 등)

6

4

해상안전 국제협력(IMO 대응체제 강화)

17

선박배출 오염 예방(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LNG 관련 소재 및
기자재 기술개발)(R&D)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4

5
6
7

98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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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화주 선복량)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TEU
로 확대 배정

정부, 수출입 물류상황 점검·애로 해소에 총력

- 운송 수요가 높은 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TEU를 지원하고, 美동안, 유럽은 각각 50TEU, 동남아는 120TEU
배정(~’22.4월*)

- 해수부 차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공동 주재,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 개최 -

*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 예정
-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천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월 5일(수)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함

■

(임시선박) 미주 등 주요 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 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 검토

<업계 간담회 개요>

- ’21.1분기 12회 → ’22.1분기 14회 이상(1월은 미주 5회, 동남아 1회 총 6회 투입)

일시/장소: ’22.1.5.(수), 10:00~11:20 / 한국무역보험공사(6층 중회의실)
참석자: (정부) 해수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해운정책과장

2

물류비 320억원 지원 및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원 지원

(업계)
- 선사 : 해운협회, HMM, SM상선,

■

- 수출 : 무역협회, 포스코 터미널, 무림페이퍼(주)

( 물류비)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21년 266억원에서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확대

- 물류 : 국제물류협회, LX판토스, 람세스물류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 지원기관 : KOTRA,해양진흥공사, 중진공
주요 내용: ① ’22년 수출입물류 전망, ② 정부지원대책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

( 금융) ’22년 상반기에 물류피해 기업 대상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
- 6개월 전(前)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등 활용)

■ (’22년 전망) 해양진흥공사는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22년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2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수요)는 ‘4.2%’ 증가된 9억15백만 TEU(’21년 6.5%에 비해 증가폭 둔화), 선복량

3

■

(공급)은 ‘3.8%’ 증가된 25.6백만 TEU 예상(’21년 4.3%에 비해 소폭 감소)

- 로테르담 센터(1.5만 ㎡ 규모, 1월 말 준공), 바르셀로나, 프로볼링고항(’22.上 개소)
- 물류센터 지원 증액(’21년 50억원 → ’22년 100억원),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212개 → 약 230개)를 통

클락슨리서치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는 ’22년도에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 춘절

해 현지물류 지원 강화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 (업계 의견)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
●

* ’21.7월부터 부산 신항·북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 기(旣) 조성(총 9,550TEU: 신항 7,650TEU, 북항 1,900TEU)
** 부산신항 5만 톤급 3개 선석규모의 2~4단계 터미널

■

1

( 항만 인프라 확대)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 2,500TEU 확충(웅동, ’22.2월) 및 신규 터미널
개장**(’22.6월)으로 하역능력 상향(10%)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화물 선적공간)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

■ (’22년도 지원방안)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 선박투입 확대, ▲ 물류비 지원 강화, ▲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

( 신규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 인니프로
볼링고항 등 3개소 상반기 개장

- 美 서부 항만 체선(단위: TEU) : 78만(’21.9) → 79만(’21.10) → 101만(’21.11) → 88만(’21.12)
●

물류 인프라 확충

( 컨테이너 박스 공급)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컨테이너 확보 지원
- ’21년 7.3만대 공급 완료(해양진흥공사 리스, 선사 자체 발주량 포함)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 900TEU로 확대 및 월 4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 TEU : 길이 20피트(약 6미터) 표준 컨테이너 박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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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

’21년 말 종료 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금년까지 연장
시행

■

참고

수출입물류 지원 프로그램

■ 지원 프로그램별 운영 개요
구분

▶

(포스코) 벌크(철강제품, 기계류 등), 포항/광양항→세계 항만, ~’22.12월

▶

(현대글로비스) 벌크(코일, 기계류 등) 광양/마산/평택항→세계 항만, ~’22.4월

▶

(대한항공) 인천공항 → 美 로스앤젤레스(LA)공항, 주2회, ~’22.6월

중소화주 선복량

지원기관 및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gobizkorea.com)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HMM(100TEU, 美서안), SM상선(30TEU, 美서안), 고려해운(120TEU, 동남아))
●

운영주체 : KOTRA, 중진공

●

접수 사이트

또
 한,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을 추가 발굴 등 협력 모델 확대

- (물류전용바우처)
www.exportvoucher.com/shipping

5

■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

- (수출바우처(국제운송))
www.exportvoucher.com

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운임지수 개발)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를 개발하여 선-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

② 수출바우처(국제운송)

(해진공, ’22.下)

●

- (Kotra) ’21.12.20~’22.1.9.
- (중진공)

- ’22.1월부터 한국형 해운운임지수(KCCI) 시범 운영(1.3일 첫 발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공표)

■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추진

물류비 지원

* (현행)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개선) 매출액 100억원 미만도 감면
-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22.1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
업* 추진(’22년)
온라인수출기업

* 예시) 섬유, 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중소화주)의 물량을 모집하고 물류사 등을 통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22.7월)

해외공동물류센터

●

수출바우처 : ’21.12.27~’22.1.12

●

물류바우처(장기운송계약) : ’21.12.27~’22.1.12

●

물류바우처(일반물류지원(예정)) : ’22.1.24~

●

지원액 : 최대 1,400만원

●

운영주체 : 중진공

●

접수 사이트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풀필먼트 지원

결하여 회원사에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2.1~2월

●

지원액 : 최대 2,500만원

접수 완료(’21.12.10 마감)

* 디지털무역기반구축사업(’19~’22.7월, 총 130억원) : 고도화 사업에 69.8억원 투입
금융 지원

■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며,
●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포스코 : 수출 中企 벌크화물 합적·운송 지원(포항/광양 출항)

대중소

●

현대글로비스 : 수출 中企 BreakBullk 화물 운송 지원(광양/마산/평택 출항)

운송협력 지원

●

대한항공 : 수출 中企 전용 스페이스 제공(3톤, 주 2회)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이번 경험이

※ 한국무역협회 긴급 수출물류 지원 사업(www.kita.net)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애로 해소 지원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www.ielsc.or.kr, TEL: 02-6000-5754)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고,
●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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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향해
- 해수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발표 -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  친환경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해양PNT, 첨단 선박관리서비스·신소재로 구성, ’30년 세계시장규모 36.6조
원, 생산유발효과 60조원 추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우선,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18일(화)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22~’26년)」을 발표하였다.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 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3차

< IMO의 4단계 자율등급 >

계획을 통해서는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갈
Level 1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Level 3

자동화된 프로세스 및 결정

Level 2

지원 시스템을 갖춘 선박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선상에

Level 4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선상에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선박

▲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 및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대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추진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략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1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3

4

*기
 존 관습적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
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지정

안전에 대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응하여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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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외국인선원,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metaverse)
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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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초월을 뜻하는 단어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단어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

또한,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그리고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참고 1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기본방향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비전

* (일반국민) 낚시·레저인구 증가 추세(연간 약 500만명)를 감안하여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함양교육(가
칭) 개발 및 이수 추진
(종사자) 선원의 고령화, 경력단절, 이직 등을 고려하여 승선 및 해기사면허 갱신 등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의 온라인 이
수 및 찾아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목표

해양사고 30% 저감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

(’20년) 126명 → (’26년) 88명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1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5.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의 발돋움

1-2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1-3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1-4 미래형 해사안전관리체계 준비

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1-5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우선,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해적피해 등의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2-1 해사 신산업 선도국가 실현
2-2 친환경 기술 개발

또한,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2-3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2-4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예정이다.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아울러, 해사분야 유일의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2021년에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추진
전략

3-1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3-2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3-3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3-4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4-1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4-2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4-3 해양안전문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4-4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5-1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2 국제표준화 주도
5-3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5-4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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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전략별 주요 내용

참고 2

1

(해사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기술,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통한 해사 신산업*
세계시장 선도 추진
1

2

3

4

* 4대 신산업( 친환경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해양PNT, 첨단 선박관리서비스 및 신소재)의 2030년 세계시장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비전

규모 36.6조원, 생산유발효과 60조원 추산(KMI, ’19)
2

(전환지원) 공공부문 선박의 친환경기술 우선적 도입을 통한 상용화 촉진, 민간부문 전환 지원 확대 및 운영기반*
구축

목표

해양사고 30% 저감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

(’20년) 126명 → (’26년) 88명

* 친환경연료 수급(벙커링)시설, 친환경선박 시험·검사·안전기준 등
3

(미래기술) 친환경선박 차세대 기자재·미래연료의 안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기술 개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실증 추진

전략 1

* 지능형 항해·기관시스템,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 지표 >

전략 3

① 해양사고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

② 인명피해 30% 저감

(’20년) 126명 → (’26년) 88명

③ 안전관리 자격제도 신규 도입

(’26년) 안전관리자 100% 자격증 취득

1

(제도정비)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법」 세분화 개편 추진
* (신규 도입) 해사안전 기본이념, 국가해사안전위
원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2

<성과 지표 >

現 행사안전법(분법)

해사안전 영역별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해사안전기본법

행상교통안전법

안전정책, 문화,
교통망 근거 등

수역안전관리,
안전관리 체제
교통안전진단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

①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추진

(’26년) 20개 항만, 33개 연안수로

②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률

(’21년) 37% → (’26년) 80% 달성

③ 차세대 위치항법서비스 도입

(’21년) 미터급 → (’26년) 센티미터급 서비스 제공

1

연안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마련

항법
(국제해상중돌 예방규칙)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해양수산 분야별 재해 예방대책*

(안전관리) 新 해상교통환경(선박대형화, 자율운항선박 출연 등)에 대응한

*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2

중점 시행

(정보제공)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안정화·고도화 추진

*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 안전문화 확산, 전담인력·예산 지원 등
3
3

(예방체계) 빅데이터 기반 해양안전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 빈발해역, 다발선박, 주요 원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

(인프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해양측위정보(위치·항법·시각) 고도화 등 차세대 항법체계 구축 및
해양디지털클러스터* 조성
* 해양디지털기술의 시험·검증·인증을 위한 실해역 검증체계(선박, 항만, 통신 등)

*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1~’23, 47억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략 4
전략 2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성과 지표 >
<성과 지표 >

108

① 해양안전 캠페인 활동 인지도 향상

(’21년) 18.6% → (’26년) 25%

① 해사 신산업 매출 증대

(’21년) 약 2.2조원 → (’26년) 약 7.5조원 달성

② 해양안전 문화지수 상승

(’21년) 74.9점 → (’26년) 80점

② 친환경선박 전환율

(’20년) 1% → (’26년) 5%

③ 미래 신기술 등 교육과정 신설

연간 2개, 총 10개 신설

③ 원격제어 자율운항선박 개발 달성

(’26년) IMO Level 3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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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확대) 체험형 교육시설·콘텐츠(VR·AR 등) 개발·보급
확대,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 운영 등 추진
* 스마트기기를 활용,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 제공

2

(일학습병행) 선원, 일반국민* 등의 실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일/생활-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직무훈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 낚시·레저인구(약 500만명/년) 증가 추세 감안, 해양안전의식함양교육(가칭) 이수 등

3

(맞춤형교육)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및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체계
마련
*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선원 등 대상 사고예방 및 신규 장비 친숙화 교육 등

전략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성과 지표 >

① 국제협력사업 확대

(’26년) 4개 ODA 사업 발굴·추진

② 국제교육·훈련사업 확대

(’26년) 3개 신규 사업 발굴·추진

③ 新 표준·기준 개발 제안

(’26년) 5개 표준·기준 개발 제안

1

(국제협력) 개도국지원(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확대, 협력사업 활성화* 및 해적피해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IMO 특별신탁기금 기여, 해사분야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등

2

(국제표준) 해사분야 핵심·유망기술의 체계적 국제표준화 추진·지원을 위한 선도전략* 수립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 신산업분야 개척, 국가 주도 R&D사업에 대한 국제표준 연계 지원방안 마련 등

3

(대응역량)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지원·민관협력* 강화, IMO 의장단·사무국 인력진출 확대 및 국제협약
이행** 선도국 입지 확립
* 안전·환경·법률·정책 등 분야별 전문인력 파견
** 회원국감사(’22) 성공적 수감

11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11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봄호

04

05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상향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노사정 합의 완료 -

- 컨테이너 물동량 3,000만 TEU 시대 눈앞, 전국 항만물동량은 5.4% 증가 -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해양수산부는 2021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8,071만 톤으로 전년(14억 9,925만 톤) 대비 5.4%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분기) 0.1%↑, (2분기) 9.3%↑, (3분기) 9.8%↑, (4분기) 3.0%↑

<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계획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내국인 선원

내국인 선원

내국인 선원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85%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의 95%

최저임금의 100%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물동량 및 철광석 수입 물동량 증가, 석유제품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12억 7,623만 톤) 대비 5.9% 증가한 13억 5,113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1분기) 1.3%↑, (2분기) 10.2%↑, (3분기) 9.8%↑, (4분기) 2.7%↑
컨테이너 물동량(TEU 기준)은 지난해 세계 주요 항만들의 컨테이너 물류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년(2,910만 TEU)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29,997천 TEU)를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2,923만 TEU) 보다 2.6%
증가한 실적이다.
* (’19년) 2,923만 TEU, (’20년) 2,910만 TEU, (’21년) 3,000만 TEU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6
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2022년 1월 18일(화) 합의하였다.

연안 물동량의 경우 주택공급정책 확대 및 경제회복에 따른 시멘트 및 광석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2억 2,302만 톤) 대비
2.9% 증가하여 총 2억 2,958만 톤을 처리하였다.
한편, 2021년 12월 항만물동량은 총 1억 3,477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2,915만 톤) 대비 4.4% 증가하였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1억 1,371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925만 톤) 대비 4.1% 증가하였다.

<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2021년) >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단위 : 만 톤, %)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분

2020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총물동량

가능하였다.”라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3개월
’21.10월

’21.11월

2021년

’21.12월

149,925

13,650

12,937

13,477

158,071

전년 동기 대비

△8.8

5.9

△1.2

4.4

5.4

수출입

127,623

11,582

10,953

11,371

135,113

22,302

2,068

1,984

2,106

22,958

연

안

항만별(물동량 기준)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전년 대비 각각 7.6%, 6.9%, 3.8%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항만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울산항은 1.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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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2021년) >

인천항은 전년(327만 TEU) 대비 2.5% 증가한 335만 TEU를 기록해 인천항 개장 이후, 최대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단위: 만 톤)

기록하였다.
수출입은 전년(319만 TEU) 대비 3.1% 증가한 329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2020년 개설한 중국·베트남 신규항로
개설효과가 지속(중국 2.3%↑, 베트남 3.3%↑)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은 전년(6.9만 TEU) 대비 21.8% 감소한 5.4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일부 선사들이 중국 항만 적체에 따라 인천항 환적을 기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광양항은 전년(216만 TEU) 대비 1.6% 감소한 212만 TEU를 기록하였다.
수출입은 전년(179만 TEU) 수준을 유지한 179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베트남 물동량은 각각
14.0%, 1.0% 증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물동량은 각각 8.5%, 14.2% 감소하였다. 환적은 전년(37만 TEU) 대비 다소
감소한 33만 TEU를 처리하였다. 이는 중국, 미국, 일본 환적 물동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비컨테이너 화물 》
《 컨테이너 화물 》

전국 항만의 2021년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10억 4,956만 톤으로 전년(9억 9,949만 톤) 대비 5.0% 증가하였고,

2021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환적 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전년(2,910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울산항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만 TEU)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를 기록하였다.

< 전국 무역항 비컨테이너 물동량(2021년) >
(단위 : 만 톤, %)

수출입은 미국(11.1%), 중국(3.3%) 등 주요 국가의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1,643만 TEU) 대비 4.3% 증가한 1,714만
TEU를 기록하였다. 전년과 대비하여 수출 물동량은 3.2% 증가한 855만 TEU, 수입 물동량은 5.4% 증가한 858만 TEU를
달성하였다.

<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021년) >
(단위 : 천 TEU, %)

최근 3개월

2020년

총물동량

’21.10월

2020년

총물동량

환적은 전년(1,249만 TEU) 대비 1.5% 증가한 1,268만 TEU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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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은 철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철산업(철광석 수입, 유연탄 수입, 철강제품 수출) 관련 물동량 증가, 유류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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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2억 3,918만 톤) 대비 7.9% 증가한 2억 5,801만 톤을 기록하였다.
울산항은 자동차 수송 물동량과 석유화학제품(석유정제품, 화학공업제품)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원유 및 기타광석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1억 8,132만 톤) 대비 1.3% 감소한 1억 7,901만 톤을 기록하였다.
인천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원유 및 석유가스의 수입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
(1억 156만 톤) 대비 4.0% 증가한 1억 563만 톤을 기록하였다.

부산항은 전년(2,182만 TEU) 대비 4.0% 증가한 2,269만 TEU를 기록하였다.

평택·당진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유류(석유정제품 및 석유가스)와 철광석 수입 물동량,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9,485만 톤) 대비 7.9% 증가한 1억 230만 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입은 전년(980만 TEU) 대비 6.4% 증가한 1,043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주요 교역국들의 물동량 증가(중국
5.2%↑, 미국 10.6%↑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산항은 유연탄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석유화학 생산시설 운영 재개 및 석유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원유 수입량과
화학공업제품 수송 물동량 증가로 전년(8,315만 톤) 대비 4.4% 증가한 8,683만톤을 기록하였다.

환적은 전년(1,202만 TEU) 대비 2.0% 증가한 1,226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대(對) 중국 물동량 증가(1.4%↑)와 대
(對) 러시아 물동량 증가(30.6%↑)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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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는 석유제품의 수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원유 수입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LNG 기지가 소재한 평택·당진항, 마산항,
호산항 등의 수입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4억 4,919만 톤) 대비 3.2% 증가한 4억 6,402만 톤을 기록하였다.

참고

2021년 항만물동량 인포그래픽

광석은 브라질 수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인 호주와 아프리카, 중국의 수입 물동량 증가로 전년
(1억 3,361만 톤) 대비 5.4% 증가한 1억 4,087만 톤을 기록하였다.
유연탄은 발전소가 소재한 인천항, 보령항, 대산항, 삼천포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비발전산업용(광양항
및 포항항 제철 생산용)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1억 2,095만 톤) 대비 4.9% 증가한 1억 2,682만 톤을 기록하였다.
자동차는 수입 및 환적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전년(6,933만 톤) 대비 22.9% 증가한 8,522만 톤을 기록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무역의 호조로 인해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 주요 항만의 연쇄적 적체로 인한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터미널 장치율(컨테이너의 쌓여 있는 정도) 관리 및 수출화물 임시 보관 장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수출입 물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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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컨테이너 안전점검,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개방형 컨테이너로 확대

‘컨’ 사고 예방을 위한 ’22년도 컨테이너 안전관리계획 수립

■ 배경 및 추진경과
●

(배경) 평택항 플랫랙 ‘컨’ 작업자 사망사고(’21.4.) 계기, 「위험물컨테이너점검 추진계획」 → 「컨테이너 안전관리
추진계획」 확대 시행

- 해양수산부, 2022년 컨테이너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 대상을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대표적인 개방형 컨테이너인 플랫랙

점검을 통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

컨테이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천정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벽만 있는 일종의 개방형 컨테이너로, 주로

플
 랫랙 ‘컨’ 등 점검) ’21년에 식별된 부적합* ‘컨’에 대한 시정조치 및 ’22년 상·하반기 각 1회(1개월간) 집중

* 종류별 수출입 ‘컨’ 현황 파악을 위한 ’23년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후 ‘컨’ 종류별 점검기간 등 설정

기계 등 중량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며, 접이식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컨
테이너에 비해 집중관리가 필요

●

실효성 제고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만물동량 증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일반

* (개방점검) 515TEU(’21년) → 554TEU(’22년)로 7.6% 상향 설정
(수출 위험물컨테이너) 230TEU(’21년) → 299TEU(’22년)로 30% 상향 설정

화물 컨테이너도 운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위험물이 적재되어

(위험물컨테이너) 점검목표는 7천 TEU로 설정, ① 개방점검과 ② 수출 위험물에 대한 점검량을 늘려 안전관리

- (미신고위험물‘컨’) 우리부-관세청 합동점검 및 지방청 자체집중점검(2회)을 통해 미신고 위험물 반입 근절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플랫랙 컨테이너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장치 등에 결함이

●

(‘컨’ 점검관 전문교육)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및 CIP 점검 요령 및 사례, ‘컨’ 안전점검 등 해양수산

있는 경우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또한,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컨테이너를 열고 내부의 위험물 용기와 포장상태, 수납 현황

* ’21년 대비 1일 추가, ‘컨’ 종류·주요 구성요소·점검방법 등 안전관리 교육 시행

등을 점검자가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고, 수출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횟수도 늘리는 등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

(제도개선) 「선박안전법」 및 기타 하위 규정 등 개정(안) 마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수립된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통합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테이너 선박운송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주요 제도 개선사항 >
①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제 및 컨테이너 통제제도 도입 등 ‘컨’ 안전관리 강화(선박안전법)
② 국제협약 시험기준 반영 및 ‘컨’ 종류별 시험·검정기준 마련 등(‘컨’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
③ 중대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컨’ 소유자 안전점검방법 작성기준 마련 등(‘컨’ 안전점검 기준)
④ 미신고 수입위험물 ‘컨’ 정보 입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선박입출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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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컨테이너 안전점검 현장 사진

07
해양수산 스마트화가 선도하는 당겨진 미래
- 해수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으로 디지털화에 박차 -

해양수산업 현장 변화를 위한 주요 추가 과제
■ 급이·수온조절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한층 높인 스마트 양식장
■ 충돌 방지 항만크레인, 끼임 방지 양망기로 해양수산 노동자 안전 확보
■ 해운물류 신기술을 실해역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통합성능검증센터 조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민 일상까지 스마트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이하 「스마트화 전략」)」을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이하 「스마트화 전략 2.0」)」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9년 수립한 「스마트화 전략」은 지난 2년간 해상물류, 수산, 해양관측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우선, 초고속무선통신망(LTE-M) 구축, 해양관측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해양수산 빅데이터 센터 및 거래소 설치
등 해양수산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고,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CCTV에 기반한 인공지능 옵서버를
포함한 스마트 어업기술, 자동화항만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R&D)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실증선도 개발해 올해부터 실제 해역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스마트화 전략」의 초기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최근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추진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 등 기존 「스마트화 전략」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스마트화 요구도 증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화 전략」을 「스마트화 전략 2.0」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① 인프라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스마트화, ② 국민 관심사가 높은 근로자와
해양수산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③ 범정부 디지털 전환에 맞춘 투자 확대와 내부 스마트화 역량 확보라는 3대
개선방향을 기반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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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화 전략」과 「스마트화 전략 2.0」 비교 >

스마트화 전략(3개 분야 9개 핵심과제)
해상 운송체계 지능화 및 물류서비스 혁신
선박·항만 지능화로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 물류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

수산업 全과정에 스마트 밸류체인 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구축
▶ 건강하게 기르는 스마트 양식 확산
▶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가공체계 구축
▶

해양환경·재해·안전 스마트 관리·대응

스마트화 전략 2.0(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

수행하고 있는 등대와 부표를 조류, 기상 등 해양을 관측하고 수색구조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항로표지로 발전시킨다.

(2) 수산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의 외연 확장(ICT+F)

해상 운송체계 지능화 및 물류서비스 혁신
선박·항만 지능화로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 물류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

④ CCTV가 불법어획을 단속하는 스마트 어업 관리체계 구축
⑤ 어촌·어항에 ICT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로 새로워진 어촌·어항 구현
⑥ 저온 위판장, 자동화 가공공장을 도입한 스마트 수산물 유통·가공체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산업의 외연확장
지속가능한 스마트 어업 관리체계 구축
▶ 누구나 잘 사는 스마트 어촌 구축(확대)
▶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가공체계 구축

수산 분야 역시 불법어획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CCTV 기반 AI 옵서버 개발 및 보급, 급이·수온조절 등이 자동화된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우선,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어촌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 시설물 관리에 사물인터넷(IoT)

▶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수산물 하역부터 포장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위판장 개발 등 기존 과제들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어촌·어항 분야의 스마트화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어항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사고가 빈발하는 위험구역과 부두에 동작감지가

▶

▶

가능한 CCTV와 가속도계 등 최신 계측장비를 설치해 어항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어항 관리 효율성을 한층

연안 항만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미리 예측하는 해양재해 대응체계 구축
▶ 스마트기술로 연안·소형선박 안전 강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작업현장 마련(신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해양레저 관광(확대)
▶ 스마트 해양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 역량확보(신규)
디지털화된 스마트 해양수산 행정
▶ 해양수산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 해양수산 스마트화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
▶

높인다. 계측장비가 보낸 정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원격으로 관제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 도서지역 국가어항 3개소에 시범 구축(’23) 후 점진적으로 확대
이 외에도 2023년까지 인공지능(AI) 옵서버가 수집한 방대한 불법어획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 어업관리를 실현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획물 상자를 규격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물류시스템 구축 등도 신규 과제로 추가해
디지털 기반의 신(新)수산업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1) 해상물류 :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 및 해상 물류서비스 혁신
①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을 통한 무인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3) 해양 :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② 항만-도시 교통상황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물류 프로세스를 스마트화

⑦ 항만·어선 사고를 신기술로 예방해 모두가 안전한 해양수산 작업현장 구현

③ e-Nav, 스마트 항로표지를 활용해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⑧ AR·VR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해양 레저·관광
⑨ 최신 관측장비 도입을 통한 스마트 해양환경 대응체계 구축

해상물류 분야에서는 기존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자동화·스마트 항만 구축, 컨테이너를 비롯한 물류자원 공유경제
플랫폼 완성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해상물류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까지 부산항과 인천항에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장비가 입출고를 확인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고를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2025년까지 디지털 트윈*으로 항만과 배후도시 교통 상황을
구현해 최적 운송시간과 운송경로를 운송사에 제공하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해상물류 스타트업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상물류와 관련된 신기술을 항만과 실제 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는 통합성능검증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현실 세계와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 각종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 분야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해양수산업을 넘어 국민의 일상까지도 스마트화하고자 한다. 우선 항만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항만안전플랫폼을
2022년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의 항만으로 확산한다. 항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한 후 제거하고, 항만 크레인에 영상인식 장치를 설치하여 노동자와의 충돌을 방지한다.
항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항만 시설물 안전관리도 스마트화한다. 2023년까지 전국 29개 무역항에 지하시설물 계측센서를
부착하여 지반 침하, 균열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6년까지 계측센서가 보내온 정보로 항만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각종 정책·공사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예측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서비스 항목을 전자해도, 최적항로

어선원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 설계부터 조업 과정까지 어업 전 과정의 위해요소도 제거한다.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안내 등 기존 항목에서 선내 모니터링, 도선 및 예선 지원까지 확대하고, 우리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국제 표준

어선설계 플랫폼을 개발해 어민에게 사고 위험이 낮은 어선 설계도를 제공하고, 이에 앞서 2024년까지 조업 과정 중 발생할

해상교통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해상교통의 이정표 역할만을

수 있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동작감지형 양망기*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어선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탑재 어선도 2025년까지 15,000척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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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을 감는 기계, 양망기 사고로 지난 5년 간(’16~’20) 105명 사망
한편, 비대면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증강현실(VR)과 메타버스로 즐길 수 있는 어촌휴양마을을 현재 3개소에서 2030
년까지 35개소로 늘리고, 2027년까지 여객선 안전 관리를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입출항·접안 과정을 지능형
CCTV로 관제하는 스마트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참고 1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 개선 방향

■ 정책 수립방향
●

해
 양수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국민 일상까지 스마트화하는 「스마트화 전략」
마련 추진

이와 함께, 「스마트화 전략」에 포함되었던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자율관측시스템과 해양전용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해양재해 예측시간 단축(12시간→4시간) 및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사항
< 3대 개선 방향 >

(4) 인프라 : 안정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 역량 확보

① 인프라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스마트화 추진
⑩ 메타버스 보고, 블록체인 서류접수로 디지털화된 스마트 해양수산 행정

② 국민 관심사가 높은 근로자 안전, 해양레저·관광 관련 과제 추가

⑪ 해양수산 빅데이터댐 구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구현

③ 범정부 디지털 전환에 맞춘 투자 확대와 내부 스마트화 역량 확보

⑫ 해양수산 경험과 ICT 역량을 겸비한 스마트화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스마트화 전략 1.0

「스마트화 전략 2.0」은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에 집중했던 「스마트화 전략」과 달리 행정·인력양성과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고 있다.

추진 체계

스마트화 전략 2.0
4대 분야 12대 전략 24개 과제

3대 분야 9대 전략 25개 과제

* 레저, 안전, 행정 전략 추가

레저·관광 등 신산업으로 영역 확대

전통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행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존 업무방식에 적극 적용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업무 방식을 도입한다. 2024년까지

* 수중레저 안전, 비대면 어촌관광

공동 문서작업 플랫폼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보고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업무 자동프로세스를 개발해 해양수산부 직원이
단순·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고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정책 품질을 높인다.

보완 내용

국민행복·안전까지 신기술 적용

산업 전반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해양수산부가 제공 중인 홈페이지, 앱(App) 등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재검토하여 유사·중복 서비스는 통폐합하고, 연계가

* 항만 노동자·어선원 사고예방

업무방식, 교육 등 소프트웨어도 포괄

디지털 인프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

* 일하는 방식 개선, 스마트화 창업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연계방안을 도출해 실사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공유 방식을
·한국판 뉴딜(’20)보다 앞서 스마트화 전략

도입해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에 별도 제출했던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19) 수립

·새로운 과제 추가를 통해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화 전략 일부가 한국판 뉴딜에 반영

유기적 결합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종합한 ‘해양수산 데이터댐’을 2023년까지 구축하고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관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화 전략 2.0」 내 4개 분야 12대 핵심과제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여건 변화

▶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전 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

▶

국민·종사자들이 가진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 해소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는 2019년 선제적으로 수립한 「스마트화 전략」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정책환경과 해양수산 현장이 수립 당시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화 전략 2.0」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데에서 나아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해양수산 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 체계도
비전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실현

정책

▶

해양수산 전 분야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

▶

해양수산 현장, 업무방식, 국민 일상까지도 스마트화

■

【스마트 해상물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IMO Level4) 개발

주요

■

【스마트 수산】 어가소득 (’20) 53백만원 → (’30) 80백만원

목표

■

【스마트 안전】 항만 노동자 산재사고 (’20) 116명 → (’30) 50명

■

【스마트화 역량】 해양수산+ICT 교육수료생(연간) (’21) 200명 → (’30) 1,000명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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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 및 물류서비스 혁신

참고 2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 주요 지표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운항 기반 구축
1 선박·항만 지능화로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핵심
과제

② 자동화·스마트 항만 구현
①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최적화

2 물류 프로세스의 스마트화

② 항만물류시장의 新 생태계 조성
①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

3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

② 고정밀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조성 및 항로표지 스마트화

2.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산업의 외연 확장(ICT+F)
① AI를 활용한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 도입
4 지속가능한 스마트 어업 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②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예측·관리모델 도입
① 스마트·친환경 육상 양식 기술 개발

5 누구나 잘 사는 스마트 어촌 구현

② ICT 기술 융합으로 어민이 행복한 어촌마을로 재탄생
① 스마트 유통·위생 시스템 구축

6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가공체계 구축
전략

② 디지털 기술을 통한 수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공정 현대화

3.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① 항만 안전사고 절감을 위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7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작업현장 마련

핵심
과제

② 어선원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기술로 편리해지는 해양레저관광

8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해양 레저·관광

② 소형선박·여객선 안전관리 스마트화
① 미리 예측하는 해양재난·재해

9 스마트 해양환경 대응체계 구축
전략

② 연안·항만 환경 상시 감시체계 구축

4. 안정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 역량 확보
① 사이버 보안강화
10 디지털화된 스마트 해양수산 행정

핵심
과제

②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11 해양수산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②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
① 해양수산 스마트화 스타트업 육성

12 해양수산 스마트화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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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 미래상

(3) 해양 :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1) 해상물류 분야 :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 및 해상 물류서비스 혁신

(4) 인프라 : 안정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 역량 확보

(2) 수산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의 외연 확장(I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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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참고 1

우리 연안의 탄소중립 전환, 본격 시작된다

지자체 사업개념도

■ 인천시 옹진군

-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2022년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는 2월 21일(월) 올해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이하 ‘오션뉴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션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밝혔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창군
‘오션뉴딜 사업’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안 기초지자체가 연안·해양 공간을 활용해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② 재생에너지 전환,
③ 해양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총 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4년간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2월 말 사업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선정하였다.
먼저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스마트 해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옹진군 도서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발생지를 파악하고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최적의 수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거체계를 효율화해 우리 연안과 바다의
탄소흡수력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 주요 개선사항

전라북도 고창군은 ‘Keep Clean, 블루하버 구시포’를 추진한다. 구시포 연안에 전기 추진선박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시설을 마련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구시포 배후지역의 노후전력설비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구시포를 청정 어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감시시스템 등 해양환경관리 인프라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보조금 교부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지역은 주요 탄소흡수원이며,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2050 탄소중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본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 연안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전체 연안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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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 예시 >

오션뉴딜 사업 개요
유형

추진 원칙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

■ 지역의 문제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형 사업 발굴·추진
●

●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안·해양을 활용한 ‘소규모’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 탄소저감 효과 및 근거 제시 필요

항만 등 연안·해양 차량 등 전기/수소충전소 구축

연안·해양 재생에너지 시설(항만 등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조력발전 시스템
해양쓰레기 에너지화 시설

■ 연안기초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①

관공선, 레저선 등 전기 충전인프라 등 구축

항만 등 연안·해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② 재생에너지 전환

●

사업 예시

②

해양쓰레기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③

지역(지자체, 주민 등)이 문제점 인식 → 문제점 발생 원인 분석 → Solution 도출 및 탄소중립 사업 발굴 →

해양쓰레기 감시시스템 구축

④

사업계획 수립
③ 탄소 흡수기능 강화

해양쓰레기 관련 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시설 구축
해양수질 자동측정망 구축

사업 내용
■ 지자체별 상향식 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선박 도시」, 「해양시설 유휴부지 활용 에너지자립 도시」, 「해양
쓰레기 자원화 마을」, 「에너지자립섬」, 「소규모 조력에너지 타운」 등 조성

소규모 방제대응센터 구축
④ 기타

해양환경교육·체험시설 건립
항만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기본 방향) 지자체가 총사업비(70억) 범위 내에서 연안·해양을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매칭(국비 70%)하여 지원
●

사업 공모 시 사업 시행 후 조성된 시설 및 자원의 운영주체, 운영재원, 관리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 반드시 수립
필요

■ (추진 방안) 대표 유형(① 배출저감, ② 재생에너지 전환, ③ 탄소흡수 기능 강화)을 참고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춰 관련 사업 연계·융복합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선박과 연안·해양의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 관공선, 레저어선 등 소형선박 전기 등 충전 인프라, 연안·해양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구축
② (재생에너지 전환) 연안·해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에너지전환 시설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촉진
- 연안·해양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시설, 해양쓰레기 에너지화 시설, 소규모 조력발전 시스템 등 조성
③ (탄소 흡수기능 강화) 해양쓰레기 저감 및 해양수질 관리 등 해양환경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력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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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형 어선도 이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 및 소형 송수신기 주요 성능

■ 소형 송수신기 주요 성능(기존 송수신기와 비교)

- 해수부,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 개최 -

기존 송수신기

소형 송수신기

●

크기 : 30×25cm

●

크기 : 20×20cm

●

안테나 : 100~120cm

●

안테나 : 20cm

●

송달 거리 : 최대 100km

●

송달 거리 : 최대 50km

●

내장 배터리 : 8시간 이상

●

내장 배터리 : 4시간 이상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 내비게이션

●

단가 : 100~110만원

●

예상 단가 : 70~80만원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단말기가 소형 선박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소형 어선들은 단말기가 아닌

※ e-Nav 선박 단말기 표시장치(단가 190만원)는 변동 없음(기존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를 2월 24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제품 활용)

바다 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 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에 비해 통신거리도
짧고, 화면 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구성품 중 하나인 송수신기의 안테나 길이가 길어(약 1.2m) 일부 소형 어선에는 설치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안테나 길이를 20cm까지 줄이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km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동일하게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성능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기준을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소형 선박용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소형 어선들도 단말기를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시간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소형 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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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표시장치) 설치 사진

10
구 한나라호, 비에트-한(Viêt-Han)으로 변신 성공
- 해수부, 베트남과 양여 실습선 활용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는 베트남과 해기사 양성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3월 3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베트남에
양여한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나라호’의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해기사 양성을 위한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대형 실습선이 없어 해기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베트남은 2018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에
실습선 양여를 요청하였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이에 공식 합의, 퇴역 예정이었던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나라호(3,460톤급)를 2020년 9월 베트남에 양여하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은 이 배를 비에트-한(Viêt-Han)
으로 명명하여 우리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본격적으로 해기사 양성 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응우엔 탄 손(Nguyen Thanh Son) 베트남 해양대 교수가 그간의 활용성과를 발표했다. 베트남
해양대학교는 지난해 1월부터 400여 명의 학생과 60여 명의 교수진에게 선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5년 정도 소요되는 해기사 면허 취득기간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의 전문가들이 베트남 해양대 학생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선상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 등 비에트-한호를 더 잘 활용하고, 베트남 해기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대형 실습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 해기 인력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기를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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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베트남 현지 실습선 활용 현황

▲ 베트남해양대 실습선 사진

▲ Viet-Han 선으로 명명, 실습선으로 활용 중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사고·재해예방에 예산 23억원 투입
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인·허가 절차를 쉽게 소개합니다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2년 강원권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143억원 투입
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제로’에 앞장서다

▲ 선상 교육훈련 1

▲ 선상 교육훈련 2

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 현포항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7.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설치로 위미항 해상교통안전 확보
8.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친환경 항만순찰선 신규 취항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2년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일제점검
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및 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

▲ 선상 교육훈련 3

14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 선상 교육훈련 4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봄호

01

참고

대산해수청 관내 항로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사고·재해예방에
예산 23억원 투입
- 항로표지시설 개량 및 스마트 항로표지 구축 사업을 통해 해양안전 확보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로표지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지역 해역은 다양한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어 연료 및 제품
운반선 운항에 따른 해상물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해상에서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항로표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요구됨에 따라 노후된 항로표지(6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등표(삽시도)를
개량하는 등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산해수청 관내 약 150기의 항로표지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드론을 통한 항로표지 점검 및
소형·경량화 장비운영 확대로 스마트 항로표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대산항 전경

대산청 관계자는 “임인년에도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항로표지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 고 밝혔다.

▲ 어은돌 방파제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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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설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 전경 사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인·허가 절차를
쉽게 소개합니다
- 설치부터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담은 안내자료 배포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사설항로표지 관련 인·허가 규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 형식의 자료를 1월 13일 배포하였다.
사설항로표지는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거나 공사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외의
공공기관, 업·단체 및 기업 등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현재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및 고성 해역에는 해양기상 관측과 해상 인공구조물(수중방파제 등) 공사 등을 위해
29개사 117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사설항로표지와 관련한 규정은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도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규칙이 5종에 이르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번에 배포되는 안내서 에는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 관리와

▲ 해상공사 구간 표시용 등부표

▲ 시설부두 방파제 끝단 등대

▲ 해상 등표 전경

▲ 무신호기 전경

폐지신고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담았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금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항해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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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2년 강원권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143억원 투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제로’에
앞장서다

- 고성, 속초, 양양, 삼척 국가어항 10개소 방파제 보강, 태풍피해방지 사업 등 -

- 군산해수청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현장 점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권 국가어항 개발을 위해 2022년도에 총공사비 143억원을 투입하여, 총 10개의 국가어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1월 17일(월) 관할 해양수산사업장 및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7일(목)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사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21년 9월 착공한 고성 “대진항·공현진항 정비사업”은 올해 5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며, ’17년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영세사업장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추진해온 양양 “수산항정비 및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청장은 사업·시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종사자들로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노후된 어항시설 정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삼척 임원·덕산항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장호항에

의견을 청취했다.

소형선부두 및 친수부지를 신설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민과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장이 함께 노력하여 재해 없는 군산항을
그리고, 항 내 수면의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온도 확보를 위해 속초 외옹치항에 방파제 연장, 소형선부두 개축 등의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공사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고성 거진항에 어구창고 2동을 신축하여, 어구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제로 비전 및 추진전략

어항 경관을 개선한다.

비전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바다

정책목표

사업장 안전확보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또한 거진항, 금진항, 궁촌항 항 입구부 모래 퇴적 저감과 임원항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설계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

수산항 정비 및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조감도

고위험
관리

현장
안전

안전
문화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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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해양수산 중대재해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기술지원

현장수칙

시민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
안전점검

교육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홍보

인력지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이행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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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발생 원인

0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 현포항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 포항청, 현포항 방파제 보강을 위하여 221억원 투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 및 고파랑에 의한 월파 방지 및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하여 현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요) 221억원 / ’22.06.~’26.05. / 북방파제 보강 591m, 동방파제 보강 110m, 공동보강 30m 등
현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방파제, 화물부두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완공된 이후 노후화된 방파제,
소형선부두, 돌제 등의 어항 시설물을 일부 보강하고 재정비하였다.
* 북방파제 685m, 동방파제 280m, 보조방파제 70m, 화물부두 85m, 선양장 13m 등
그러나, 최근 “동해권 방파제 안정성보강 실시설계용역(2020)” 결과 기후 온난화, 수위 상승에 따른 고파랑에 의한 월파가
지속되어 방파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보강공사를 통하여 태풍 등 고파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포항은 스마트 국가어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위험지역에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05

안전정보 등을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 유지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로 어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 횟수를 감안하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의 결과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① 적절한 경계, ② 안전한 속력 유지, ③ 충돌위험성 판단, ④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⑤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⑥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⑦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⑧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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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07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설치로 위미항
해상교통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태풍 및 고파랑에 의한 월파, 그에 따른 항내 정온 부족, 배후도로 침수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포항 외곽시설 보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항, 저동리 저동항 일원

●

사업규모 : 북방파제 보강 591m, 동방파제 보강 110m, 공동보강 30m, 부대공 1식

●

총공사비 : 22,136백만 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 해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표 공사 착공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사업비 8
억원을 투입하여 등표* 1기를 올해 2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였으며, 8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표 : 해상에 고정 설치된 야간 항행보조시설

■ 계획평면도

위미항은 출입항로가 협소하여 과거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했던 해역으로, 새로 설치하는 등표는 어민들의 안전대책 마련
요구를 수용하여 항 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위미항등표는 앞으로 해난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대책이자 통항하는 선박이 저수심 암초 지역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이해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 조성을 위해 항해 위험 요소 발굴 및 대책강구를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설치 위치

▲ 위미항등표 설치 위치

15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51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www.imokorea.org

해사안전소식 봄호

08

0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친환경 항만순찰선 신규 취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2년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일제점검

-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설치로 항만 대기질 환경 개선 기대 -

- 민간소유 36개사 102기 항로표지 관리지도점검 실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22일 해양수산부 최초로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장비가 장착된 항만순찰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90여 일 간 관내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안정누리호’를 취항했다.

밝혔다.

* 미세먼지 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약칭: DPF) :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로 미세매연입자를 필터를 통해 처리
하는 장치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로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항로표지이다. 주로 해상공사구역, 해상 시설물의 표시·보호 및 해양기상관측 등을 위해 설치한다.

마산해수청은 마산항 항계 밖 항만시설의 신규 지정(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으로 항만시설 및 수상구역에 대한 개항질서·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약 34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친환경 항만순찰선을 건조해 22일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안정누리호는 해양수산부 최초 친환경 항만순찰선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를
9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안정누리호는 길이 24m, 폭 5.1m, 넓이 2.2m 규모의 41톤급 환경친화적인 알루미늄 선박으로 건조되어 최대 13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항해최대 속력 37노트 및 최첨단 항해 장비 탑재 등 다양한 성능과 기능을 갖춰 항만 내에서 긴급 상황

금번에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울산하버브릿지㈜ 등 36개사 102기의 사설항로표지가 대상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항로표지 관계법령 준수, 고시기능의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둔다.
해수청 관계자는 “울산항의 안전한 해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시설 항로표지 점검 사진

안전기원제는 코로나19 방역규정에 따라 항만순찰선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으며 안정누리호 승선 및 항계
밖 항만구역(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순찰 점검을 실시하였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친환경 순찰선인 안정누리호 취항으로 신규 지정된 항계 밖 항만시설(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대기질 개선과 수상구역 내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친환경 항만순찰선 ‘안정누리’ 전경

▲ 점등상태 점검

▲ 친환경 항만순찰선 안정누리(총톤수: 41톤, 최대속력: 37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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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 점검

▲ 예비용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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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및 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3월 31일(목)까지 실시했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며,
해빙기가 되면 동결됐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각종 시설물 구조가 약화돼 균열과 붕괴, 전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목포항 및 흑산도항에 설치된 계류시설, 외곽시설, 여객터미널시설, 부잔교시설 등 항만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을

Ⅴ

주요 법령 제·개정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만큼 재난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와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점검시설 및 점검자 현황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만시설 : 120개소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류시설

외곽시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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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계

1종

2종

기타

비고

합계

120

0

18

102

안 벽

26

-

15

11

소형선부두

21

-

-

21

8. 선박직원법

부잔교

58

-

-

58

9. 선원법

방파제

5

-

1

4

파제제

1

-

-

1

도류제

1

-

-

1

호 안

5

-

-

5

터미널

3

-

2

1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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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해양수산부령 제532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3조제4호 중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을 "위험해역"으로, "위험해역등"을 "위험
해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이유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개정]

조치를 말한다.

◇ 개정이유
해적위험해역을 위험해역과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1. 선원대피처 설치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해 진입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의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4. 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위해 자료제출 요구나 출입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안전조치의 내용,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자료제출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요구나 출입ㆍ점검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 주요내용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가. 국제항해선박 등의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소유자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국제항해선박 등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거나 해상특수경비원,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경비원 등이 승선하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하는 등의 조치로 정함.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나.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제외하는 사유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진입하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경우 등으로 정함.
다.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위탁교육훈련기관이나 심사대행기관 등에게 자체대책 수립, 선원대피처 설치,
교육훈련 실시,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출입ㆍ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7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일전까지 점검대상자, 점검 일시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문

2. 출입ㆍ점검의 대상

⊙ 해양수산부령 제532호

가. 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나. 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

제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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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05호, 2022. 2. 8., 일부개정]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개정이유

항"을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험해역등"

[일부개정]

을 각각 "위험해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 개정이유
해적위험해역을 위험해역과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하여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로, "다음"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종료된 때에 선박소유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심사대행기관"으로 한다.

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 제한 면책 사유 발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 중 학력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 진입 제한 면책 사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말함(법 제11조의3제1항)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주요내용
가. 해상특수경비원의 학력기준 완화(제10조제2항제3호)

1. 제5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 2022년 2월 18일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상특수경비원의 학력기준을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2. 제5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2년 2월 18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3.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 2022년 2월 18일

졸업한 사람으로 완화함.

별표 1을 삭제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별표 2 제2호다목 신설)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조치의 면책 사유가 발생하거나 종료한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선원대피처 출입ㆍ점검증"을 "출입ㆍ점검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선원대피처
출입ㆍ점검증"을 "출입ㆍ점검증"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으로,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로, 제1호 중 "국제항해선박ㆍ해상구조물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개정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을 "국제항해선박 등, 위탁교육훈련기관,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할"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별지 제2호서식 중 "개선명령 등 필요한"을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공포한다.
대통령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문재인 (인)

2022년 2월 8일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을 "「국제항해선박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05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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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에"를 "위험해역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위험해역등"을 각각 "위험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을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을"로 하고, 같은 항 제3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7호, 2021. 8. 17., 일부개정]

호 중 "4년제 이상의 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이유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일부개정]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

없고,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2항"을 "법 제4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

또한,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해적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동 해역에 대한 별도의

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의2제4항"으로, "

강화대책 시행 근거가 부재하고, 우리선박 및 선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적피랍사건이 빈번한 서아프리카

개선명령"을 "개선명령 또는 시정"으로 한다.

현지 조업 어선 등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을 강제화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을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 등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부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있도록 함.
한편,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적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요령 및 자체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 해적대응 비상교육훈련의 실시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검증수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적격성(適格性)심사가 필수요건인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체와는 달리 외국 업체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발생된 국ㆍ내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ㆍ선사 대상 영업 중 해적ㆍ총기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8427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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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7호 중 "발생하여"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로,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
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험해역 또는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을"을 "위험해역을"로 한다.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제7조제1항제1호 중 "위험해역등의"를 "위험해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해역등을"을 "위험해역을"로
한다.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해역등에서"를 "위험해역에서"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중 "위험해역등에의"를 "위험해역에의"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제15조제1항 중 "위험해역등을"을 "위험해역을"로 한다.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하여야 한다.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준용한다.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험해역등에의"를 "위험해역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위험해역등에"를 "위험해역에"로, "소유자등"을 "선박소유자등"으로 한다.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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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부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3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감독관의 지정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산항에서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하려는 업체의 경우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수리 조선소의 경우에는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해야 하는 경비ㆍ검색인력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6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
가. 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제54조의 제목 "(합동점검 등)"을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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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비ㆍ검색인력의 세부 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명 이상(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을"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 2022. 3. 15.]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개정이유

날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2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
[일부개정]
별표 6 제2호가목3)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6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요건으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같은 호 나목3)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6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개정문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부칙

2021년 12월 14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해양수산부장관 (인)

시행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면허"를 "면허(이하 "면허"
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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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출입을 위한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자료 보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 등 11건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
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제1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개정문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

37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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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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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선원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8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등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해기사의 면허 제재 등 행정처분을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이에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법제처 제공>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 주요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국무총리

김부겸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 법률 제18428호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법률 제18425호(2021.8.17)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0조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1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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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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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터

4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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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제85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및 지정ㆍ지정취소의 요건
2.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
3.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4. 제33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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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SEAS)」를 영국 “Taylor&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술지 제출 홈페이지
https://www.tandfonline.com/loi/tsea20

문의사항
이메일: seas@imkmc.or.kr
전화: 070-49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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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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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IMO 회의 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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