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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여름호

I. 개 요

●  회의명 : 제8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The 8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 and 

Response, PPR 8)

●  일시 : 2022.4.4.(월) ~ 4.8.(금)

●  장소 : 원격회의

●  참가국 : IMO 회원국 및 정부 간·비정부 간 기구 대표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2011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통제 및 관리지침 개정 관련 논의

●  선체부착생물관리지침(Biofouling management guidelines)에 대한 통신작업반에서 제출한 개정 초안*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회기 간 실무작업반(CG) 재개설 및 위임사항(ToR)을 결정함

*  주요 개정: 선박별 Biofouling 위해성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 선정, Biofouling 등급 선정, 예방청소 

및 사후 청소 관리 기준 등

** 검사주기(최소 5년에 2회 검사) 제안, 검사 빈도 증가에 따른 비용적 손실 고려, 선주 비용증가 우려 등

●  특히, 지침서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후 청소(Reactive Cleaning) 포집률(99%)* 관련,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의견에 다수의 회원국이 동의함에 따라 회기 간 

실무작업반 위임사항(ToR)**으로 확정됨

*  선체부착물 제거를 위한 청소 시 페인트, 따개비 등 청소 중 발생되는 환경유해 물질을 수거하는 비율

**  위해성평가를 위한 흐름도(Flowchart) 및 표 개선,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적절한 검사 주기, 생물부착등급에 따른 권

고 조치사항, 사후 청소활동의 결과물, 청소 활동을 위한 적절한 포집률 및 예방 청소 시 포집기능 포함에 대한 재검토

(우리나라 제안) 및 PPR에 제출된 코멘트 및 정보문서를 고려하여 논의할 것

2.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EGCS*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

*  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 :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  일본이 제안한 ECGS 배출 세정수 위해성·영향평가 지침서를 검토한 후 최종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MEPC 78차에 제출키로 결정함

*  EGCS 배출수에 대한 위해성 및 영향평가 지침서 및 EGCS 잔류물 및 저장된 배출수의 항만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

한 지침 개발 

3. 분뇨처리장치 관련 MARPOL 부속서 Ⅳ 및 관련 지침 개정

●  분뇨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의 강화, 시험운전(Commisioning Test) 적용, 정기검사 시 성능시험 등 지속적인 

성능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회기 간 실무작업반(CG)을 재개설키로 하고 작업범위

(ToR)*를 결정함

*  ① MARPOL 부속서 Ⅳ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의 개발 ② 협약 개정사항의 신조선 및 현존선의 적용범위(배출기준 포함)

4.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계획의 후속 작업

●  운항선박에서 플라스틱 펠릿이 해상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다수의 회원국이 

‘플라스틱 펠릿 유출 시 대응 지침’ 개발을 지지하였으며 지침 개발, 협약 개정 방향 등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회기 간 실무작업반(CG)을 개설하기로 결정함

●  MARPOL 협약 개정을 통한 어구 표식 의무화(강제 조치 또는 자발적 조치)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MEPC 78차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5. 엔진 실린더 수량 명확화를 위한 NTC(Nox Technical Code)* 통일해석 개정

*  NTC(Nox Technical Code) : 선박용 디젤기관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제어에 관한 기술코드

●  NOx 배출량이 유사한 동일 형식 엔진(엔진패밀리)*의 실린더 수량 변경 가능 여부를 논의함

-  실린더 수량 및 배열이 다른 경우에도 NOx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는 통일해석**

을 개발하여 MEPC 78차에 제출하기로 함

   *  엔진패밀리(Engine family) : NOx 배출치에 영향을 주는 조정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엔진

   ** NOx Technical Code의 통일해석(MEPC.1/Circ.895) 개정안

6. BWM협약*의 부속서 I(국제선박평형수관리협약증서) 기재사항에 대한 통일해석 개발

*  BWM협약(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  IACS의 통일해석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정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고, 개정안은 BWM.2/

Circ.66/Rev.3(BWM 협약의 통일해석)에 포함하여 MEPC 78차 승인을 위해 제출키로 결정함

*  (IACS 통일해석안) 단일 국제항해 선박은 검사증서에 D-1(평형수 교환)을 표기하고 기타방법에 위해성 평가에 따라 

면제(A-4.1.4)되었음을 표기, 동일항구 주입·배출한 예외사항(A-3.5)도 기타 방법으로 검사증서에 표기

**  (우리나라 제안 내용) 단일 국제항해 선박은 D-1규칙(평형수교환)만 증서에 기재, 면제 및 예외에 관한 규칙(A-4.14 

01
제8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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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3.5)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선박의 기관실 빌지에 대한 지침 및 명세(Res.MEPC 107(49)) 개정 논의

●  유수분리기(OWS)의 유분 선외 배출 시 유분농도 측정을 위한 샘플수가 없을 때 가시·가청경보 및 선외 배출 자동 

정지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다수 국가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침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기 위원회(MEPC 78차)에서 신규 작업과제 등으로 논의하기로 함

I. 개 요

●  회의명 : 제105차 해사안전위원회(The 105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5)

●  일시 : 2022.4.20.(수) ~ 4.29.(금)

●  장소 : 원격회의

●  참가국 :  회원국, IGO 및 NGO 대표 등이 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다른 IMO 회의 결정사항

●  위원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흑해 및 아조프해와 그 주변 전쟁지역으로부터 

선원의 긴급한 대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결의서를 채택함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검토 및 채택

●  (GMDSS* 현대화) 기존 및 향후 개발될 새로운 GMDSS 해상통신기술들이 선박에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SOLAS IV장(무선통신), 1994/2000 HSC Code** 14장(무선통신) 및 다수 비강제 협약의 문구를 일반화하는 등 

전반적 개정안이 채택 또는 승인됨(2024.1.1. 발효 예정)

  *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전 세계 해사 조난 및 안전시스템

  ** HSC Code(Hight Speed Craft Code) : 국제고속선 코드

●  (IMSBC Code* 개정) 우리나라가 제안한 피마자 제품에 대한 개별화물일람표 개정**을 포함하여 고체산적화물에 

대한 다수의 요건 개정이 채택됨(2023.12.1. 발효 예정)

  * IMSBC Code(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코드

  **  화물명칭 ‘피마자 열매(BEANS), 박분(MEAL), 포마스(POMACE), 후레이크(FLAKE)’ 중 박분, 포마스, 후레이크는 

산적운송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위치 변경

02
제105차 해사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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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항 여객선의 안전 개선방안

●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된 내항 여객선 안전 표준규정(Model Regulation) 결의서가 이견 없이 

채택되었으며, 각 회원국에 대해 관련 조치 이행시 사무총장에게 통보해 줄 것이 권고됨

4. 연료유 사용 관련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 개발

●  인화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료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SOLAS 내 정의, 연료유 공급자의 관리감독 및 

작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위원회는 SOLAS 제 2-2장/A편-규칙3 및 규칙4의 규정신설 및 인화점 외의 연료유 특성별 규정 논의를 위한 통신작

업반을 재설립하기로 결정함

5.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목표기반 규정 개발

●  (비강제 MASS Code 개발을 위한 로드맵*) 위원회는 강제적인 MASS Code 개발 전 임시적인 방안으로 비강제 

MASS Code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제109차 MSC 위원회(’24년) 승인을 목표로 로드맵의 작업계획을 수립함

* MASS 규정 개발을 위한 작업사항 식별 및 회차별 작업계획을 정리

-  다만, 강제적 성격을 지닌 MASS Code가 ’28.1.1일에 발효될 가능성은 남겨두었으며, 로드맵은 매 회의마다 검토하

여 최신화하기로 결정함

●  (MSC/LEG/FAL 공동 작업반 및 회기 간 실무작업반) MASS 국제협약 개정작업(RSE) 작업을 통해 식별된 

잠재적 격차 및 주제를 교차검토하기 위해 MSC-LEG-FAL 공동작업반 개설을 제안하고 회기 간 실무작업반 

개설에 대해 논의함

-  공동작업반을 ’22.9.6~8(3일간) 일정으로 원격으로 개최하도록 제127차(’22.7월)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함. 또한, 비

강제 MASS Code 개발을 위한 세부작업(목적, 범위, 주요 원칙, 목차, 용어 정의 등)을 검토하기 위해 회기 간 실무작

업반(CG)을 개설함

6. 다중 GMDSS 이동위성 서비스 인정 관련 MSI 및 SAR 정보 제공업체의 비용 영향

●  위원회는 작업반을 개설하여 MSI 및 SAR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한 비용 영향에 대한 5가지 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NCSR 전문위원회에 조난, 긴급 및 안전 메시지에 대한 요금 부과에 관한 결의서(A.707(17)) 

개정,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및 비용분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함

*  (1안) 현행유지, (2안) 기존 기금 사용, (3안) 새로운 기금 설립과 사용, (4안) 조난, 긴급 및 안전 메시지에 대한 요금 부

과에 관한 결의서 A.707(17) 개정, (5안) 원가상한제도

7. 작업계획(Work Programme)

●  (전자해사간행물 지침 개발) 전자해사간행물(ENP*)에 대한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을 NCSR 

전문위원회 격년 의제(’22-’23)로 채택함

 *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 항로지(sailing direction), 항행통보(notice to mariners), 조석표, 등대표 등 항해

에 필요한 도서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설비

●  (ECDIS 성능기준 개정) 선박 항로계획의 표준화된 디지털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ECDIS 성능기준인 

Res.MSC.232(82)의 개정 작업범위, 작업 기간 등을 제9차 NCSR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함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지침)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설계·건조 요구 대두에 따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비강제 안전 지침 개발을 2023년 완료 목표로 하여 CCC 격년 의제(’22-’23)로 채택함

●  (액화수소 운반에 대한 임시 권고안 개정) 현행 안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안전요건 개발*

을 ’24년 완료 목표로 하여 CCC 전문위원회 격년 의제(’22-’23)로 채택함

 * 액화수소 대량 운반에 대한 임시 권고안(결의서) 검토를 위한 신규 작업 제안

●  (STCW 1978* 및 코드 전면 검토) 2010년 STCW 협약 개정 이후** 인적요소 강화 및 디지털화,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 적용 선박 운항에 대한 선원 훈련요건 개정 관련, STCW 협약 전면 검토를 ’26년을 완료 목표로 하여 HTW 

전문위원회 격년의제(’22-’23)로 채택함

 * 1978 선원 자격증명·훈련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  2010년 개정안 채택 이후 신기술 반영 등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10년 주기로 STCW 협약 전면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사국 컨퍼런스에서 결의함

●  (CI Code* 개정 논의 건) 해양사고 근본 원인 조사 의무화를 위한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와 관련 결의서 

(조사관 지원 지침) 개정에 관한 신규 작업과제를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격년 의제(’22-’23)로 채택함

 * Casualty Investigation Code :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통일된 조사절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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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회의명 : 제46차 해상교통 간소화 위원회(The 46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6)

●  일시 : 2022.4.20.(수) ~ 4.29.(금)

●  장소 : 원격회의

●  참가국 :  회원국, IGO 및 NGO 대표 등이 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선원 안전을 위한 결의서

●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선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호주, 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이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행위가 식량안보, 국제공급망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국제해상교통 촉진을 목표로 하

는 FAL 협약을 위반하는 행태로써,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수가 이루어져야 함이 언급됨

2. 협약 개정(안)의 고려 및 채택

●  제45차 FAL 위원회에서 승인된 FAL 협약 개정(안)이 3개월간 회람됨에 따라, 초안작업반(DG) 개설을 통해 FAL 

협약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 회기에 채택함

-  개정된 FAL 협약 부속서 개정(안)은 2023년 10월 1일까지 1/3 이상의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개정안 미수락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3. FAL 협약 부속서의 검토 및 최신화

●  FAL 협약 내 핵심근로자 정의규정 도입 및 핵심근로자 지정 시 권리부여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지지했으며 차기 

신규 의제로 상정하여 의논하기로 결정함

●  화물신고서 및 적하목록을 병합한 양식 개발과 관련하여 차기 신규 의제로 제출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타 위원회와 세계관세기구 등과 협력하여 의논하기로 함

03
제46차 해상교통 간소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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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기 중 작업반 검토를 통해 마련한 IMO Compendium 개정(안) 및 전자 B/L을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하기로 한 데이터 

세트 개정(안)을 승인함

-  협약이행전문위원회에 항만국통제(PSC) 검사 관련 데이터세트를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개정을 제안할 경우 EGDH에

서 검토하기로 함

5. 싱글윈도우를 통한 정보교환 목적 콘텐츠의 인증, 완전성, 기밀성에 대한 지침 개발 

●  회기 중 작업반을 통해 마련한 싱글윈도우를 통한 정보교환 목적의 콘텐츠의 인증, 완전성, 기밀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승인하고, FAL Circ. 문서로 회람될 예정임

6. 국가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 설립에 대한 지침(FAL.5/Circ.2) 개정안 개발 

●  회기 중 작업반에서 국가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에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의, 구성, 역할, 권한 

설정 등을 검토 및 문구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지침이 채택됨

7.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지침

●  위원회는 회기 중 작업반에서 검토한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지침을 승인함

●  다수 회원국이 GISIS 모듈 개발과 관련된 법적 문제*, 모듈 운영 비용 등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회는 GISIS 

관련 문제를 법률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지침 채택 후 경과를 고려하여 향후 GISIS 모듈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익명의 신고가 거짓 또는 악의적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책임소재, GISIS 모듈 접근 제한 필요성 및 권한부여 정도, 신

고사항에 대한 IMO의 감독 권한 등

8. 자율운항선박(MASS)의 활용에 대한 규정식별작업(RSE) 

●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는 회기 간 작업반(’21.10.12.~14.)의 소관 협약 대상 규정식별작업 검토 결과*를 승인함

*  선장 및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증서 등 5개 주요사항에 대해 공통적인 이슈가 있었으나 FAL 협약은 소폭 개정만 

필요하며, 별도의 협약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음

●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MSC-LEG-FAL 합동작업반 개설* 및 MSC, LEG에서 기 승인된 합동작업반 작업범위

(TOR)을 승인함

* 합동작업반은 ’22. 9. 6.~8.(3일간) 원격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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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 개발

●  회기 중 작업반에서 검토*한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을 채택함

* 야생동물 밀매와 관련한 각 회원국의 조치가 UNCLOS(해양법협약)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 추가 등

10. 작업계획 

●  2024년을 완료 목표로 신규 의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에 대한 지침개발” 및 “FAL 협약 소관 하에 있는 IMO 

협약 내 자율운항선박(MASS)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FAL 2022-2023년 격년 의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함

●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MSC-LEG-FAL 공동작업반(2022년 9월 6일~8일, 원격) 개설을 제127차 추인을 조건으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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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신기술: 수동형 공기 윤활 기술 개발

32.함부르크 터미널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연료 준비

33. 영국 해양생물학회(MBA), 선박 충돌로 인한 해양 포유류 피해 심각

34.  ICS-수에즈 운하청, 탈탄소화, 통행세 등 협력을 위한 MoU 체결

35. 2028년까지 세계 전기 선박 시장에 대한 분석

36. 유럽연합(EU) 위원회, 배출권 거래제(ETS) 변경안 추진

37. IMO, 국제여성 해사의 날 제정

38. 해운 산업의 미래 연료 수요와 재생가능에너지의 글로벌 생산량

39. 스타벌크 캐리어스(SBLK), 친환경 운송 통항로 설립 이니셔티브에 참여

40. 국제노동기구(ILO), 선원의 새로운 최저 임금 채택

41. 그리스 해운, 선박 총 톤수 기준 세계 최대의 해상 세력을 유지

42. 일본선주협회, 파나마 해양대학 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 확인

43. 미국,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움직임

44. 인도네시아 국적의 바지선, 악천후로 컨테이너 해상 유실 사고 발생

45. 해운 호황, 전쟁, COVID19가 해사 안전에 미치는 영향

46. 이란, 중동만을 항해하던 그리스 유조선 2척 억류

47. 암스테르담 항만, 바이오 연료 생산계획 확대

48.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의 친환경 neopanamax 컨테이너선 주문 

49. 탄소세(Carbon Tax)로 인한 운임 상승에 대한 화주들의 우려

50. 상하이 항만, 재개장으로 선박 대기시간 감소

51. Inmarsat, COVID19 동안 해양 선박 사고의 증가 추적

52. 전쟁과 전염병이 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

53. UNEA,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준비

54. 그리스 선주, 합법적인 무역에 대한 권리 강조

55. MEPC 78차,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설립 제안 불발

56.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술작업반 ‘MASSPeople’, 9개 국가와 파트너십 체결

57. 독일, 탈탄소화 추진 및 러시아 가스 수입 균형을 위한 정책 발표

58. 방글라데시의 컨테이너 창고(Container Depot)에서 폭발 사고 발생

59. 로테르담 항구에 멈춰있는 빈 컨테이너들(Empty Containers)

60. 러시아, 크림반도를 통한 곡물 불법운송 혐의

61.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변화하는 국제 해운 노선

1. 로테르담 항, 유럽 배출권거래 제도(EU ETS) 연구결과 공유

2. 국제선원구호기금(SIRF) 우크라이나 선원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착수

3. 수에즈운하 선박 좌초 사고 1년 경과, 사고 중심에 있던 사람들

4. 중국-유럽 간,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 운송의 대체 항로 필요

5. DW, 기름 섞인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화물선의 처벌 회피 문제 지적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선원 위기

7. 중국에서 세계 최대 전기 크루즈선의 첫 항해 시작

8. 컨테이너 선박, 친환경과 선대 규모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 필요

9. 파나마 운하, 통행료 전면 개편

10.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를 위한 세계 최초 무탄소 벙커링 네트워크 출시

11. 표류하는 기뢰, 흑해 내 해상운송을 위협

12. BP, 싱가포르 주관의 해양 탈탄소화 글로벌 센터(GCMD) 합류

13. 오만, 세계 100번째로 해사노동협약(MLC) 협약 비준

14. 무역 제재(Sanctions)로 인한 ‘기름유출’ 우려 고조

15. 호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광물자원 수출 수요 급증

16. 메탄의 대기 유출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

17.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 러시아 해양 사업 축소

18.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철강 수요 감소 전망

19. 튀니지에서 연료 공급선(Bunkering Tanker) 침몰

20. 머스크(MAERSK), 2023년 봄에 개최될 MEPC 80차에 대한 기대

21. 일본, 가나가와현 공업단지에 대규모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구축

22.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MSC의 여정

23. 여객선 정전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DNV 지침 개발

24. Himalaya Shipping CEO, LNG는 최고의 탈탄소화 솔루션

25. 톨(TOLL) 社, 제재 위반으로 6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26. Hydrofuel Canada Inc., 그린 암모니아와 수소의 가격 경쟁력 확보

27. 미국, G7 회의 이후 70척의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28. 이집트, 수에즈운하 주요 항만 및 산업 단지에 수소 공급 프로젝트 추진

29. 러시아, 가스 수출 중단 결정으로 FSRU 수요 회복 가능성

30. 굿퓨얼즈(GoodFuels) 社, 고급 바이오연료 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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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연구 및 컨설팅 기관인 CE Delft에 로테르담 항의 유럽 배출권거래 제도(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확장과 관련하여 항만의 경쟁성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의뢰함

●  작년 유럽위원회(EC)는 선박기인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을 위한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일부로 

유럽 배출권거래 제도(EU ETS)의 범위에 선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포함을 제안한 바 있음

-  동 입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

기금으로 구성됨

●  CE Delft의 비용편익 분석은 낮은/평균/높은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배출권거래 제도(ETS) 가격을 포함하여 연료 

및 항만 비용과 같은 다양한 비용을 기반으로 수행됨

-  영국의 펠릭스토 항구가 중국-유럽 항로에 추가될 때 추산되는 18개 시나리오의 평균 ETS 가격은 €67이었으며, 스

페인 알헤시라스에서 모로코 탕헤르로 항구를 이전하는 경우 추산된 36개 시나리오 중 27개에서 EU ETS 적용항만을 

피해 운항하는 경우 수익비용이 있다고 분석함

●  CE Delft는 선박 및 화물의 항로변경은 유럽 항구의 경쟁적 위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적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의 저감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로테르담 항을 유럽 배출권거래 제도(EU ETS)로 적용 및 확장하는 경우 

비유럽연합(EU) 항만과의 경쟁적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 및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함

●  또한, CE Delft는 ETS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우에도 ETS 적용항만을 피해 운항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항만 추가 비용, 연료 비용,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공유함

●  다만, 해당 연구결과는 모든 운송 라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가 IMO 

수준 또는 EU와 인접국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함

01
로테르담 항, 유럽 배출권거래 제도(EU ETS) 연구
결과 공유

(출처 : Offshore-energy, ’22.03.20)

●  국제선원구호기금(SIRF)*은 최근 발생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선원과 그 가족의 피해를 돕고자 종

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기금을 통한 재원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바하마 민간재단인 TK 공익재단은 5만 달러

를 SIRF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관이 우크라이나 선원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선원구호기금(SIRF, Seafarers International Relief Fund) :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원을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선원자선단체(The Seafarers' Charity)에서 관리·감독하며 성공회 선원센터(The Mission to 

Seafarers),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 등의 기구를 통해 지원됨(홈페이지: https://www.theseafarerscharity.

org/seafarers-international-relief-fund/home)

●  The Seafarers' Charity의 CEO이자 SIRF 이해관계자인 Catherine Spencer 씨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선원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재정지원 및 국제적인 관심과 특히 

선원노동조합의 즉각적인 조치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  SIRF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은 ‘The Seafarers' Charity’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기부 금액은 어

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연말에 보고서 형태로 발행할 예정임

02
국제선원구호기금(SIRF) 우크라이나 선원과 그 가족
을 위한 지원 착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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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3일, 수에즈운하에서 대형 선박의 좌초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며 당시 사고 관련되어 

주목을 받은 인물을 재조명함

*  3월 23일 13시(한국 시간), 수에즈운하 북부 방향(홍해  → 지중해) 순차 통항에 참여 중이던 컨테이너선 EverGiven 호

가 수에즈운하 남단에서 좌초되었으며, 사고 당시 풍속 25노트의 돌풍이 발생하여 선박 방향성 상실이 원인이었던 것

으로 지목

●  Mr. El Zoz 씨는 굴착기 전문 운전사로서 사흘 밤을 새우는 작업을 통해 사고복구에 기여하였으며, Ms. El 

Selehdar 씨는 이집트 첫 여성 선장으로서 좌초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짜 뉴스에 의해 피해를 당함

●  사고 이후 Ms. El Selehdar 씨는 두바이로 이주하여 국제적인 해운사인 Hapag-LIoyd에 입사하여 선박 운항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Mr. El Zoz 씨는 사고 당시의 복구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 

03
수에즈운하 선박 좌초 사고 1년 경과, 사고 중심에 
있던 사람들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3.21)

●  중국-유럽 간 철도는 중국이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하고 유럽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주석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2011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이 철도는 중국의 상업 중심지로부터 모스크바(Moscow), 민스크(Minsk), 함부르크(Hamburg), 밀라노(Milan), 바르

샤바(Warsaw), 뮌헨(Munich) 및 마드리드(Madrid)를 연결함

-  지난해 중국-유럽 간 총 무역의 약 4%에 달하는 상품이 중국-유럽 간 철도로 이동하였으며, 주요 운송 품목은 가전제

품, 자동차 및 석유화학제품 등임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수출입 업체 및 물류 업체 등은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 운송을 피하려 하며, 

유럽의 고객들이 러시아 철도를 통해 운송된 제품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 최대 화물 운송회사 중 하나인 ‘Kuehne + Nagel International AG’ 는 이미 중국-유럽 간 화물의 철도 운송을 

거부하고 있고, Dell, IKEA, Toyota 등 일부 기업은 중국-유럽 간 철송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

지하는 기업도 있음 

●  따라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로 운송될 예정이었던 백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새로운 

경로로 운송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 상승 및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아 항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 간 갈등은 항구의 체증을 가중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침

-  이달 초, 선전(Shenzhen’s) 옌톈(Yantian) 컨테이너항에 진입하기 위해 트럭이 오랜 시간 대기했으며, 선사 하팍-로

이드(Hapag-Loyd AG)는 최소 13척의 선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함

04
중국-유럽 간,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 운송의 
대체 항로 필요

(출처 : gCaptain, ’22.03.23)

▲ 출처:  Alexey Kartsev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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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국제 방송사 Deutshe Welle(DW)은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름 섞인 폐수(oily wastewater)를 

해상에 배출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원들이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법을 

우회하여 기름 섞인 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있음을 지적함

-  환경 그룹 SkyTruth는 위성 이미지와 데이터를 통해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수백 건의 잠재적 불법 배출을 

식별하였으며, 바다에 배출된 기름 섞인 폐수의 양은 매년 5,280만 갤런 또는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 유류 

오염사고의 약 5배에 달한다고 보고함

●  상선 한 척에서는 하루에도 엔진 폐수, 청소 폐수, 유출수, 기름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된 “빌지워터(bilgewater)”가 

수 톤 발생하며, 국제 규정에 따라 대형 선박은 유수분리기(oily water separator)를 사용하여 최대 잔류 기름 

비율을 충족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해야 함

●  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많은 선박이 간단한 휴대용 펌프를 이용해 악천후, 폭풍우 또는 야간에 독성 혼합물을 

바다로 배출하고 있음

-  이러한 독성물질은 환경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만성 오염을 유발하여 미세플라스틱보다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

으며, 빌지워터에는 기름 외에도 세제, 무기염, 비소, 납 및 수은 등의 다양한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미생물, 조개, 

물고기 등의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불법 배출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해사안전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레이더 위성을 

이용해 야간의 유출을 감시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의 신속한 대처 없이는 오염물질의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하여 

여전히 빈번한 불법 배출이 발생하고 있음

●  선박에서는 유수분리기로 처리하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빌지워터가 발생하며 기름 섞인 폐수의 불법 배출은 

상당한 비용 절약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련 법의 준수는 쉽지 않은 상황임

●  한편, DW는 내부 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이 수십 건의 불법 배출 사건을 기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해당 처벌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함

05
DW, 기름 섞인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화물선의 처벌 
회피 문제 지적

(출처 : DW, ’22.03.24)

●  Lloyd의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항구 또는 정박지에 약 

340여 척의 선박과 최소 1천여 명의 선원, 최소 128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갇혀있음

-  또한,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풀(Mariupol)에서만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약 21척의 선박이 출항하

지 못하고 정박한 상태임

●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는 약 20개국 이상의 다국적 선원들이 승선 중이며, 침공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식량과 

의료용품 등 필수지원 품목이 부족할 가능성이 큼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약 40만 명의 선원이 억류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최소 5척의 상선이 발사체로 인해 파손되는 등 선원에 대한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음

●  Lloyd의 보험사인 Beazley 社는 현재 2명의 선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해운 社 벌크선(Banglar 

Samriddhi 호)의 보험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상자 중 한 명은 2,200만 달러의 해상보험을 청구한 상태임

- 현재 알려진 것보다 향후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에 대한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허용하는 

청정해상안전통항로(Blue Corridor) 설치를 관련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음

0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선원 위기

(출처 : Lloyd’s List, ’22.03.25)

▲ 러시아 제재 조치에 따른 푸틴 대통령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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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크루즈 선박 ‘양쯔강 삼협 1(the Yangtze River Three Gorges 1)’이 첫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4월부터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운항할 예정임

●  이 선박은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의 7,500kW급 

대형 해양 배터리로 구동되며, 이는 100대 이상 전기 자동차의 총 배터리 용량과 동일한 수준임

-  길이 100m, 폭 16m로 최대 1,3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동 선박은 한 번 충전으로 약 100km 이동할 수 있으

며, 530톤에 달하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음

*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CATL) : 2011년 설립되어 중국 닝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

으로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2021년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

위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를 보임

●  크루즈 선의 선장 Chen Guohai 씨는 기존 선박과 새로운 선박을 비교하며 “이 전에는 장비의 문제를 경험으로 

판단했던 반면, 이제는 전력 소비량 및 배터리 내구성 등에 관한 문제가 컴퓨터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강조함

- 또한, 첫 항해에 탑승한 승객은 “평지 위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소감을 전함

07
중국에서 세계 최대 전기 크루즈선의 첫 항해 시작 

(출처 : gCaptain, ’22.03.31)

▲ 전기 크루즈 선박 “양쯔강 삼협 1”, 출처 : CGTN

●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해운사 COSCO 社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컨테이너 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된 COSCO Shipping Holdings는 140억 달러 순이익의 6분의 1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있음

-  뉴욕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lixPartners 社에 따르면, 해운시장의 전례 없는 호황에 힘입어 동 社의 현금 보유량은 

2019년 수준 대비 2021년 178%(약 67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일부에서는 COSCO 투자자에게 배당금이 적게 

분배되었다고 지적함. 이에 반해, 관련 분석가들은 탈탄소화가 해운사 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탈탄소화 추

진을 위한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동 배당금의 분배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  친환경적인 선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자동차 운송산업을 고려할 때, 일부 

선박의 연료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선내 에너지 저감장치를 추가하는 등의 선박 개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서는 비용과 단위당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형 선박 수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COSCO 社만 해도 586,000TEU 이상 선박을 총 34척 보유하고 있음

-  일부 중형 해운사도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인 일본의 오션네트워크익

스프레스(Ocean Network Express)는 170만 TEU에서 2030년 약 230만 TEU로 컨테이너 용량을 3분의 1 이상 늘

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무역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친환경적인(greener)’과 ‘더 큰(bigger)’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여 친환경·고효율 선박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08
컨테이너 선박, 친환경과 선대 규모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 필요

(출처 : Lloyd’s Lis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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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운하청(ACP)은 5월 20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세 수를 430개에서 60개 미만으로 줄이고 사용된 

갑문과 선박 크기에 따라 관세를 도입하는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구조 개편논의를 시작하며, 개편안은 내각 

회의를 거쳐 2023년 1월 시행할 예정

*  1914년 8월 15일 완공된 파나마 운하는 1999년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정부로 운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지리적인 

특성으로 수요가 높음. 2006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계획 수립 이후 2016년 6월 26일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음

●  파나마 운하 당국 관리자인 Ricaurte Morales 씨는 “요금구조를 단순하게 개편하여 불필요한 복잡성(unnecessary 

complexity)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위한 더 큰 협업과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통행료 개편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 경험 개선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새로운 통행료 요금 체계는 사용된 갑문과 선박 유형 및 크기 범주에 따라 요금 대역을 고정 요금과 용량 요금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선박 크기를 기반으로 한 통과 당 고정 관세와 용량을 기반으로 한 관세로 구성할 

예정

●  또한, 새로운 개편안에는 컨테이너 및 LNG 운반선의 특별왕복 요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적재된 컨테이너당 

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선사들에게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컨테이너선의 경우 고정수수료가 통과당 $60,000에서 시작하여 10,000TEU 이상 선박의 경우 $300,000로 

인상되며, 여기에 TEU당 $30~$40 범위의 용량 요금이 추가되고 그다음 적재된 컨테이너 및 빈 컨테이너 요금이 

추가됨

-  새로운 방법론에 따르면 10,800TEU의 적재 컨테이너와 1,200TEU의 빈 컨테이너를 실은 12,000TEU 컨테이너선

은 $300,000 고정 요금, 12,000TEU 용량 요금을 $30/TEU 또는 $460,000/TEU/박스 요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총 

통행료를 합하면 $1,098,000로 추산됨

09
파나마 운하, 통행료 전면 개편

(출처 : Lloyd’s List, ’22.04.01)

●  Yara International(이하 Yara)과 Azane Fuel Solutions(이하 Azane)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상업 협정에 서명함

-  노르웨이의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개발업체인 Azane 社는 암모니아 벙커링 터미널을 설계 및 건설하여 Yara 社에 납

품할 예정

-  세계 최대의 암모니아 생산업체이자 글로벌 비료 회사인 Yara 社는 해운 업계에 그린 암모니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Yara 社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벙커링 터미널을 소유 및 운영하게 되며, 광범위한 생산능력과 글로벌 물류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암모니아 공급을 보장하여 해운 탈탄소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Yara 社는 스칸디나비아 시장을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 Azane 社와의 다년 계약을 체결하여 15개의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을 사전 주문하였으며, 바지선 기반 또는 육상 기반의 벙커 터미널은 암모니아의 안전한 저장, 취급 및 

이동을 위한 저장 탱크와 처리 용량을 갖출 예정임

●  또한, 이번에 주문된 벙커링 터미널은 선박 및 트럭의 효율적인 적재와 하역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동 계약을 통해 

Yara 社는 2024년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선박 연료로 녹색 암모니아의 사용을 촉진할 계획임

10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를 위한 세계 최초 무탄소 벙
커링 네트워크 출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4.02)

▲ Azane Fuel Solutions의 벙커링 바지선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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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은 지난주 국제교섭포럼(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의 사회적 파트너인 공동협상단 

(Joint Negotiating Group)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흑해에 표류하는 기뢰가 

안전한 해상운송과 통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며, 선원과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현재 흑해 북부 지역, 아조프해(북위 46°N) 및 우크라이나의 모든 항구는 전쟁위험지역(Warlike Operations Areas, 

WOA)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제 해사 고용주 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uncil) 의장 Belal Ahmed 씨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지정된 전쟁 

위험지역(WOAs) 안팎에서 기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함

●  NATO 해운센터*는 흑해 북서부, 서부, 남서부 지역에 기뢰가 표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선장은 항행 중 

부유하는 물체를 최대한 피하고 선원의 접근을 차단하며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등 기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

*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Shipping Centre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군 해양 사령부에 속

하며, 군사 당국과 국제 해운 커뮤니티 간의 상선 정보 교환을 위한 연결고리

●  런던 P&I 클럽은 이 지역에서 기뢰가 표류했다는 보고가 3건 있었으며, 흑해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지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국지적인 항행경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추가 언급함 

●  한편, 지난 3월 29일 루마니아의 콘스탄차에서 동북쪽으로 39해리 떨어진 곳에서 기뢰가 발견되었으며, 하루 전 

이스탄불 흑해 쪽, 불가리아의 국경 근처에서도 터키 해군에 의해 기뢰가 발견되었음

●  3월 26일 이스탄불 해협 벌크선 북쪽 정박지 인근에서도 터키 어선에 의한 기뢰나 폭탄과 유사한 미확인 부유 

물체가 목격되어 표류하는 기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11
표류하는 기뢰, 흑해 내 해상운송을 위협

(출처 : Lloyd’s List, ’22.04.04)

●  2022.4.4.~4.8 기간 개최된 싱가포르 해사주간(SMW, Singapore Maritime Week)에서 글로벌 에너지 석유 

회사인 BP*는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CMD**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함

*  BP : 1909년 설립된 영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써 미국 엑손모빌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회사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리티시 페트롤륨(British Petroleum)이라고도 불림

**  해양 탈탄소화 글로벌 센터(GCMD, Global Center for Maritime Decarbonisation)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MPA)

의 지원으로 2021년 8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해운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기후변화 대

응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정책 및 표준 개발을 추진

●  BP의 무역 및 해운 부문을 담당하는 수석 부사장인 Carol Howle 씨는 해운의 탈탄소화는 에너지 공급 및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협력이 요구되며 이에 앞장서는 GCMD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솔루션 제공의 

의지를 밝힘 

●  GCMD CEO인 Lynn Loo 교수는 BP 회사가 지향하는 저탄소 솔루션은 GCMD 기관의 사명 및 정책 기조와 

일치함을 강조하며, IMO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탈탄소 해운 운송을 위해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촉진 계획을 밝힘

12
BP, 싱가포르 주관의 해양 탈탄소화 글로벌 센터
(GCMD) 합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4.06)

▲ 왼쪽: GCMD 이사회의 CEO, Lynn Loo 교수, 오른쪽: BP 싱가포르 사장 Federica B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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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석유 수출국은 무역 제재(Sanctions)로 인해 부과된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으로 이동하는 석유의 

10%를 P&I 보험 없이 유조선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간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총 4,000만 배럴 원유 

중 최대 400만 배럴 원유에 보험이 적용(cover)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  Lloyd's List는 지난 7월 최대 220척의 유조선이 이러한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3분의 2는 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Gaute Sivertsen 이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법률위원회가 

동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회의체이며, 제재로 인한 기름유출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 유조선의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

●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면 일차적으로 국제 유류오염보상 기금, 1992년(1992 Fund)

에서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기금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되나, 

보험 계약이 부적절하거나 오염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IOPC 기금이 전액을 부담함

-  최근 2021년 2월 지중해 동부에서 유출된 기름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스라엘은 해당 사건이 이란의 고의적

인 환경 테러 행위라고 지목하였으나, 확실한 원인 규명이 불가했음

14
무역 제재(Sanctions)로 인한 ‘기름유출’ 우려 고조

(출처 : Lloyd’s list, ’22.04.12)

▲ 2021년 지중해 동부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

●  2022년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Guy Ryder 씨는 유엔(UN) 주재 오만 대사 Idris Abdul Rahman 

Al Khanjari 씨가 해사노동협약(MLC)** 비준서를 ILO에 공식 제출하면서 세계 100번째로 MLC 협약 당사국이 

되었음을 밝힘 

*  국제노동기구(ILO)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등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

사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편입되어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함

**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 1920년부터 ILO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 소개, 최저연령, 근로

시간 등 39개 협약과 29개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13년 정식 발효되

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비준서를 기탁함

●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의 Stephen Cotton 사무총장은 오만이 MLC 협약을 비준한 최초의 걸프 지역 국가로서 

이번 비준을 계기로 중동 지역 국가의 선원 안전 및 근로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힘 

●  국제해운회의소(ICS)의 Guy Platten 사무총장은 이번 100번째 비준은 MLC 협약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선원교대 등의 많은 어려움을 각 국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치하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함

13
오만, 세계 100번째로 해사노동협약(MLC) 협약 비준 

(출처 : UN NEWS, ’22.04.11)

▲ 출처 : UN Audiovisu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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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Environment(T&E)는 11월 로테르담 항구에서 탄화수소 가스를 감지하는 특수 필터를 장착한 

최첨단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영상을 확보함

-  T&E는 프랑스 선사 CMA-CGM이 소유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과 해저 준설선에서 메탄의 배출을 분명하게 관찰

하였으며, 컨테이너 선박 세 개의 배기 통풍구에서 대기와 비디오 프레임 외부로 배출되는 메탄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적외선 카메라는 선박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열과 가스를 밝은 빛으로 보여주며, 가열된 배기 시스템에서 

멀어지면서 연소되지 않은 탄화수소를 관찰할 수 있음

-  배출된 탄화수소는 선박의 메탄 슬립 현상으로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0.2~3% 이

상이 연소과정에서 빠져나와 대기로 직접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됨

●  T&E의 지속 가능한 해운 책임자 Delphine Gozillon 씨는 “오늘날 시장의 LNG 선박은 기존 화석연료 선박보다 

기후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친환경 수소 기반 솔루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025년부터 

신형 선박의 2/3 이상이 LNG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함 

16
메탄의 대기 유출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

(출처 : euronews, ’22.04.13)

▲ 적외선 카메라로 관측한 선박의 메탄슬립, 출처: T&E

●  러시아산 광물의 수출이 전쟁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차단되자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광물자원이 풍부한 

호주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

-   호주는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의 광물 생산국가로서, 2021~22년 회계연도 기준 지난 12개월에 비해 33% 증가한 

4,400만 톤(4,250억 달러)의 자원을 수출할 예정이며, 호주의 산적화물시장(Dry Bulk Market)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

로 예상됨

-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이 포함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철광석 선적은 신규 광산 공급이 온라인화됨에 따라 

2022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자동차 및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생산은 구리와 같은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관이 있음

●  지난 2월 서호주 정부는 Port Hedland의 수출 능력을 연간 4억 9,500만 톤에서 6억 6,000만 톤으로 확장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하였고 올해 중반 최종 승인할 예정이며, BHP, Fortescue 및 Roy Hill이 차지하는 수출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힘 

-  (BHP) 세계 최대 광산업체, (Fortescue) 호주 철광석 회사, (Roy Hill) 호주 광산 회사

●  다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 등 자원 부국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은 

2022~2023년 3,700억 달러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가격이 “정상적인(normal)”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2026~2027년에는 2,630억~2,930억 달러 범위로 추가 감소할 전망임

-   주요 산적 상품의 수출은 올해 동안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9억 1,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은 

2027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한 10억 5,0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철광석 가격은 향후 몇 년간 중국의 경

기 침체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톤당 평균 80~110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러시아산 석탄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화력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며, 

Banchero Costa의 연구 책임자인 Ralph Leszczynski 씨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감안할 

때 유럽이 호주만큼 먼 곳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석탄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톤당 약 300달러로 3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호주에서 유럽까지 운송하는 톤당 20달러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함

●  한편, 호주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7만 톤의 석탄을 지원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선박의 이름과 화물, 

우크라이나로 배송되는 시기와 방법은 비공개로 처리함

15
호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광물자원 수출 수요 급증

(출처 : Lloyd’s list,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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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부분의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이 러시아 연결 운송서비스를 철회한 후,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

은 러시아 해양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특정 다수의 러시아 관련 선박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탈리아 선급(Rina)은 기존 러시아 고객은 유지하지만 향후 새로운 사업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함

●  지난 3월 10일 로이드 리스트(Lloyd's Register)와 노르웨이 선급(DNV)은 러시아 선복량을 삭제하였으며, 미국 

선급(ABS)도 유사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과 이탈리아 선급(Rina) 또한 동 조치를 

검토 중임

●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은 우크라이나 분쟁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에서의 활동은 

부문 수익의 1% 미만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러시아 회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사 또한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분쟁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Sanction)에 동참할 예정임을 

밝힘

●  Lloyd's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과 이탈리아 선급(Rina)은 운항 중인 

러시아 선박의 총 톤수 기준 약 3.9%와 4.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두 선급 모두 러시아 선급과 함께 신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17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 러시아 해양 사업 축소

(출처 : Lloyd’s list, ’22.04.14)

●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WSA)는 올해 세계 철강 수요 증가율이 0.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협회는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요는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는 시세를 보일 것이며, 올해 도입된 경기 부양 정책이 2023년 철강 소비의 완만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세계 철강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억압적인 코로나19 봉쇄정책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의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의견임

●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는 2022년 0.4% 증가한 1조 8,400억 톤, 2023년에는 2.2% 증가한 1조 8,800억 

톤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일부 지역, 특히 중국의 확진자 증가와 금리 인상, 미국의 긴축 정책 등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신흥 경제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

●  광산 및 금속 데이터 분석 회사인 Navigate Commodities의 전무이사 Atilla Widnell 씨는 올해 세계 철강 수요가 

2~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전역의 건설용 철강 거래량이 전년 대비 이미 35% 감소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도시 간 교통 제한과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와 물류 혼란으로 향후 

몇 개월 간 중국 내 철강 유통 및 소비를 계속 방해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이 콜롬비아와 호주와 같은 멀리 떨어진 공급원에서 러시아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석탄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철광석 및 석탄 무역량 감소의 영향은 톤 마일* 수요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톤 마일 : 평균 수송거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위로 운송화물 톤수와 운송거리를 곱한 값. 평균 해상 운송거리가 증가할

수록 선박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해상운송 수요를 톤 마일 단위로 측정함

18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철강 
수요 감소 전망

(출처 : Lloyd’s list,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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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의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IMO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작업반, 중간 휴식, 임시 및 비공식 회의를 

활용하여 논의의 교착 상태를 해결해 왔으며, 참석자들은 MEPC 78차 회의가 마지막 원격회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IMO MEPC 및 ISWG-GHG 회의에서는 작지만 결정적인 조치를 도출하였으며, 머스크의 규제 

전문가 Sanne Henriksen 씨는 2023년 봄에 개최될 MEPC 80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  첫째, IMO GHG 전략은 2050년까지 최소 순 배출 제로(Net Zero Emssion) 목표에 동의해야 하며, 이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선박의 탈탄소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머스크는 탈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MO GHG 전략에 포함될 6가지 전략적 요소를 제시하는 

의제 문서(MEPC 78/7(WSC)) 개발에 참여함

●  두 번째, 2023년 1월 23일 발효되는 탄소 집약도 지표(CII)는 선박의 운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최초의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CII의 순조로운 이행과 잠재력으로 우수한 감축 궤도를 달성할 것

●  세 번째,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중기조치와 탄소 가격 책정에 LCA를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며, 회기 간 실무작업반(Correspondence Group)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함

●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Power-to-X* 및 그린 연료 생산의 거대한 잠재력을 예상하며, 

부과금, 배출권 거래 등의 수익은 개발 도상국의 그린 프로젝트 및 기후 완화에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함 

*  Power-to-X : 환경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보완하는 기술로,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열에너지, 

메탄 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X)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술. 특히, 전기에서 분리한 수소를 저장하고 이를 선박, 차량 등

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음

20
머스크(MAERSK), 2023년 봄에 개최될 MEPC 
80차에 대한 기대

(출처 : MAERSK, ’22.04.20)

●  지난 4월 15일, 튀니지의 가베스만에서 연료 공급선인 “젤로(Xelo)호*”가 침몰하여 최대 1,000톤의 연료유가 

바다에 유출되었으며, 튀니지는 유출 대응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할 계획임을 밝힘

-  젤로호는 적도 기니에서 몰타로 향하던 중 황천을 만났으며, 선원들은 튀니지 가베스만으로 피항하여 모두 무사히 구

조되었으나, 선박은 가베스 해안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서 침몰함

*  젤로호는 1977년 카메룬에서 건조되어 터키가 운용하고 있는 선박으로, 항만국 통제(PSC) 기록에 따르면 지난 2월 그

리스 나폴리에서의 2주간 구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결함(소방펌프, SOLAS 장비, 차트 및 앵커 시스템)과 구금 기록

이 발견됨

●  지방정부 대변인 Mohamed Karray 씨는 이번 사고는 잘 수습되고 있고 별다른 추가 피해가 없을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최소한의 기름 누출이 있었으며, 다행히 기름이 증발하고 있으므로 

가베스만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함

●  또한, 튀니지 교통부에 따르면, 연료 유출이 아직 감지되지 않았고, 구조 대원들이 선박의 탱크에서 기름을 퍼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연료 공급선의 침몰 원인 조사에 착수함

●  그러나, 튀니지 가베스만은 이미 해당 지역의 인산염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폐수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며, 관련 

환경 운동가 및 연구원들은 침몰된 젤로호로부터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이 이 지역의 환경 악화를 가중시킬 

것임을  우려함

19
튀니지에서 연료 공급선(Bunkering Tanker) 침몰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4.18)

▲ 침몰하는 젤로호, 출처 : g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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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 3곳 ENEOS*, JERA** 그리고 JFE***는 공동협력을 통해 가나가와현 

게이힌 WaterFront 해양 공업단지에 대규모의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 논의에 착수함

* ENEOS : 1888년 창립된 일본의 최대 규모, 세계 6위 규모의 석유 회사로 지주회사 JXTG 홀딩스의 산하 기업

**  JERA : 도쿄 전력 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TEPCO Fuel&Power와 2015년 4월에 설립된 추부(Chubu) 전력사

와의 합작 투자 회사로, 약 6,700만 kW의 전력을 제공

***  JFE: 2002년 NKK와 Kawasaki Steel Corporation의 합병으로 설립된 철강회사로 주로 선박 건조, 엔지니어링, 부

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

●  세 회사는 수소·암모니아 공급시설의 구축, 공급망 확장, 공급업체 선정 및 안전한 운송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 

구상 계획을 밝히며, 일본 자국의 수소 충전소와 선박 연료용 수소·암모니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JERA 회사는 자사의 ‘Zero CO2 Emissions 2050’ 목표를 언급하며 이산화탄소(CO2) 배출 Zero를 위해 다각적

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밝힘

21
일본, 가나가와현 공업단지에 대규모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구축

(출처 : Offshore Energy, ’22.04.21)

●  MSC 크루즈는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 중립 달성을 약속함에 따라 지속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에 육상 전력(shore power) 시스템*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발표함 

*  육상 전력(shore power) 시스템 : 도크(dock)에 특수 설계된 변압기를 통해 육상의 전기를 선박에 공급하는 시스템으

로, 선박 발전기의 탄소 배출 방지, 소음 및 진동을 감소시켜 항만의 공기 질이 개선될 수 있음

-  사우샘프턴(Southampton)과 바르네뮌데(Warnemünde)의 여름을 위한 육상 전력 준비   

2022년 5월 말부터 여름까지 MSC 크루즈 선박 MSC Virtuosa는 영국 사우샘프턴, MSC Poesia는 독일 바르네뮌데

에서 처음으로 지속적인 육상 전력을 사용할 예정임. 두 경우 모두 항만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향

후 MSC 크루즈는 더 많은 항구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빨리 육상 전력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크루즈 발틱(Cruise Baltic)과 야심찬 계약        

2022년 4월 5일, 크루즈 발틱과 MSC 크루즈는 “발트해에서 육상 전력 사용에 대한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

결함. 크루즈 발틱은 발트해에 육상 전력 공급 시설을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MSC 크루즈는 늦어도 2024년 1

월 1일부터는 발트해 지역의 정기선이 가능한 육상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함

-  육상 전력에 대한 추가 투자         

2022년 말까지 MSC 크루즈의 21척 중, 11척에 육상 전력 수용 설비를 추가할 예정임. 전 세계 여러 항만에서는 예상

되는 규제와 대기질에 대한 우려로 육상 전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개발되고 있으며, MSC 크루즈는 인프라 설계를 

담당하는 항만 당국 및 기술자들과 자금조달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그러나, CLIA에 따르면 2025년까지 크루즈 정박지 7%에만 육상 전력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임

-  MSC 크루즈 선대에 사용된 기타 최첨단 친환경 기술        

① 하이브리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은 황산화물을 98% 감축함 ② 일부 신조선은 질소산화물을 무해

한 질소 및 물로 변환시키는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을 장착할 것임 ③ LNG 추진 선박은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5%, 미세입자 99%를 저감할 것이며, 기존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5% 줄일 수 있음 ④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탑재한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전기 효율성이 20~30% 높음

●  MSC 크루즈는 조선소, 발전소, 인프라 회사, 기술개발 회사 및 기관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선박의 탄소 

중립을 위한 연료전지(fuel cells), 액화수소 선박(hydrogen-powered vessel) 및 기타 신기술 연구를 지속할 

예정임

22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MSC의 여정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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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선박에서 발생하는 정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DNV는 정전의 주요 원인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정전 위험 관리(Managing the risk of blackouts)’를 마련함

-  크루즈 선박의 정전 사고는 2018년 4건, 2019년 12건 발생하였으며, 운항 중 발생하는 정전 사고는 선박이 추진력을 

잃게 만들어 승선 중인 선박, 승객 및 승무원에게 매우 위협적임

●  DNV는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속 가능한 요소 및 비용 절감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절대 안전 요소를 간과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여객선 및 로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정전 사고 방지에는 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DNV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힘 

●  DNV가 마련한 새로운 지침서는 정전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안전과 상충하는 탈탄소화 및 비용 압박 등의 

요소에 대한 신중한 관리부터 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운영 및 기술적 방법 식별까지 선박 운영자의 안전한 

단계적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3
여객선 정전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DNV 지침 개발

(출처 : DNV, ’22.04.21)

▲ 출처: DNV 홈페이지

●  Himalaya Shipping*의 CEO인 Herman Billung 씨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가 향후 10

년 동안 해상운송을 위한 최고의 탈탄소화 솔루션이 될 것이며, 현재는 고가의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면 LNG가 제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LNG 연료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이 없고 이산화탄소 또한 40% 적게 배출함

* 노르웨이의 투자자이자 선주인 Tor Olav Troim 씨가 작년에 출범시킨 노르웨이 드라이 벌크(Dry Bulk) 회사

●  또한, 향후 10년 동안 연료저장 탱크, 화물 적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암모니아 또는 메탄올 추진 벌크선이 

실제로 상용화될지 의문이며, 연료의 벙커링과 청정연료를 생산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임

●  한편, Himalaya Shipping은 모든 신조선에 대한 자금조달을 확보하고 8척의 LNG 추진 뉴캐슬막스

(Newcastlemax) 신조선에 대한 판매 및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서 건조될 

예정임. New Times Shipbuilding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12척의 신조선 프로그램에서 첫 4척의 선박 재용선

(leaseback)에 대한 신용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새로운 규정, 특히 탄소 집약도 지수(CII)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해운사들은 LNG 선의 단기용선(SPOT)

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선박 건조기술 발달과 운송구간 다양화에 따른 고효율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임

24
Himalaya Shipping CEO, LNG는 최고의 탈탄소화 
솔루션

(출처 : Lloyd’s list,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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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화물 운송 및 물류 대기업인 톨(TOLL) Holdings는 이란, 북한 및 시리아 등에 가해진 미국 독자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총 6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는 2013년 2월~2019년 2월 사이 발생한 해상무역, 항공화물 및 철도 운송 관련, 위반의 규모와 기간을 고

려하여 총 4,400만 달러로 벌금이 책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총 610만 달러로 합의하였음

●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시리아 및 북한 제재와 관련하여 톨(TOLL) Holdings가 6년 동안 위반한 건수(2,958

건)에 비해 비교적 적은 벌금을 지불한 점을 비판하며, 톨(TOLL) Holdings의 미흡한 규정 준수에 유감을 표명함

-  현재 미국 정부는 이란·시리아 제재, 대북 독자 제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제재 등을 이유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Paribas 社는 비슷한 기간 동안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90억 달러 

합의에 동의한 바 있음

●  해외자산관리국(OFAC)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합의 금액은 위반사항이 심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이 반영되었음을 밝힘

-  다만, 2016년 6월 미국 제재 국가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톨(TOLL) Holdings가 2017년 2월까지 이

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추가 언급하였음

25
톨(TOLL) 社, 제재 위반으로 6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출처 : Lloyd’s list, ’22.04.22)

▲ 출처: TOLL Holdings

●  Hydrofuel Canada Inc.(이하 Hydrofuel)는 특허 출원 중인 MAPS* 기술에 대해 조지아 공과대학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MAPS와 Kontak**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 암모니아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가격에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힘

-  MAPS 기술은 단순화된 공정으로 현재 방법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현지 생산으로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

키며, 장기적인 에너지 저장으로 운송을 용이하게 함

*  MAPS(Micro Ammonia Production System) : 기체상 전기화학 공정(gas-phase electrochemical process)을 사

용하여 공기와 물에서 고수율의 지속 가능한 암모니아를 합성하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음

**  Kontak : 잠재적 운반체(carrier molecule)에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반응기 기술로, 무수 암모니아가 가장 

높은 수소 저장 용량을 가짐. Hydrofuel은 기존 시스템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듈식 저비용 결합 수

소, 암모니아 및 배터리 에너지 스테이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함

●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는 톤 당 $1,500에서 $2,000에 판매되고 있으나, 해당 기술이 접목된 경우, 전기

($0.02/kWh)를 사용하여 그린 암모니아를 톤 당 $220에 생산할 수 있으며, kg 당 $15에 판매되는 기존 그린 

수소와 비교하여 해당 기술을 활용한 그린 수소는 kg 당 약 $1.5에 판매될 수 있음 

●  한편, 조지아 공과대학 연구원들은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암모니아 생산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전례 없는 

에너지 효율성으로 높은 암모니아 수율을 확보함

●  MAPS 공동 개발자 Reza Nazemi 씨에 따르면, Hydrofuel은 조지아 공과대학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이어 2022

년 7월에 시작되는 MAPS 기술의 사업 적용 및 시연을 위해 콜로라도 주립 대학과의 계약을 협상하고 있음

26
Hydrofuel Canada Inc., 그린 암모니아와 수소의 
가격 경쟁력 확보

(출처 : CISION,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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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난 6월 8일 조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및 금융 부문의 경제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적선 70척의 입항을 금지하기로 함

*  G7(Group of Seven)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하며, 유럽연합 또한 G7에 초대받아 

대표가 참여함

●  G7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러시아 석탄과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 SDN* 목록에는 러시아 선주회사와 관련 있는 M Leasing 

LLC, Oboronlogistika, Transmorflot, JSC Northern Shipping Co, Nord Project LLC Transport Co 및 SC 

South LLC 등의 선박이 추가됨

*  특별지정 제재 대상(Special Designated Nationals) : 이에 속한 국가 및 개인, 그리고 이 목록에 등재된 기관 및 개인

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의 미국 국적 개인의 접촉 및 거래를 금지

●  한편, 미국은 지난 4월 말 러시아와 연결된 모든 선박과 석유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영국 또한 러시아와 관련 있는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고 올해 말까지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역시 러시아 국적 

선박을 금지하고 2022년 말까지 원유 및 정제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지만,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내륙국 슬로바키아, 헝가리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

●  러시아의 가장 큰 선주인 Sovcomflot는 선박 3분의 1을 매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그리스 선주의 러시아 

석유 운송을 막고 해양 서비스 제공의 금지를 고려하는 중으로, 이는 이란의 해운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의 2

차 제재 수준에 해당함

27
미국, G7 회의 이후 70척의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출처 : Lloyd’s list, ’22.04.22)

●  지난 4월 24일  이집트의 신재생에너지청(Egypt's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전력 공급회사인 

EETC(The 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이집트 국부펀드인 The Sovereign Fund of Egypt, 

아부다비의 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Masdar) 그리고 이집트의 건설 전문기술 회사 Hassan Allam Holding은 

수에즈운하* 부근 지역의 대규모 수소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수에즈운하(Suez Canal): 1869년에 완공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써 전 세계 해운과 해양 역사에 매우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경계 역할도 하고 있음

●  대규모 수소·암모니아 공급 기반 시설이 구축될 수에즈운하 부근의 주요 항만 6개는 East Port Said, West Port 

Said, AL Arish Port, ADABYIA Port, Sokhna Port, AL Tor Port이며, 운하 남쪽에 있는 Sokhna 항만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착수할 계획임

-  프로젝트의 상세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덴마크 주요 해운회사인 AP Moller-Maersk 관리자들과 

3일 간의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녹색 연료 산업에서의 양자 협력, 특히 통합 산업 단지 구축과 녹색 메탄올 및 암모니

아 생산 프로젝트 구현에 대해 논의함

-  참고로, 머스크(AP Moller-Maersk)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6,000TEU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

을 현대중공업(한국)에 발주한 바 있으며, 이는 2024년 인도 예정임

28
이집트, 수에즈운하 주요 항만 및 산업 단지에 수소 
공급 프로젝트 추진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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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Gazprom는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였으며,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러시아 천연가스 비용의 루블화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함

●  이러한 결정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유식 저장 재기화 장치(FSRU)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폴란드의 국영 가스회사인 PGNiG는 올해 재기화 용량이 증가한 Świnoujście 터미널을 통해 수입하는 글로벌 액화천

연가스(LNG)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 및 체코와의 파이프라인 연결에 의존할 예정임

●  북극 증권(Arctic Securities)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1년 유럽연합(EU)과 영국 소비의 약 4%, 러시아 수입의 

6%를 차지하는 소규모 가스 소비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으나, 유럽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일, 

이탈리아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배송 중단은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위험은 현재 몇 달 동안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어 책정되고 있음

●  노르웨이 투자 은행은 폴란드에 대한 공급 중단 소식이 유럽의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장치(FSRU)의 최종 투자 

결정을 촉진할 것이며, Energy Aspects를 인용하여 유럽의 재기화 용량이 올해 초 약 1.6억만 톤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93억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일 유니퍼(Uniper)는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의 액화천연가스(LNG) 터

미널 프로젝트를 재착수할 계획이며, 두 번째 LNG 터미널은 독일의 Brunsbüttel에서 Dutch Gasunie이 개발 중임

-  벨기에 또한 Groningen의 Eemshaven에 있는 부유식 LNG 수입 터미널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부유선은 5월에 싱

가포르에서 운송되어 8월 초 도착 예정임

29
러시아, 가스 수출 중단 결정으로 FSRU 수요 회복 
가능성

(출처 : Lloyd’s list, ’22.04.29)

●  네덜란드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인 굿퓨얼즈(GoodFuels) 社는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연료 

기술 개발자 및 생산자 연합인 고급 바이오연료 연합(LSB)*에 새로운 멤버로 가입함

-  고급 바이오 연료는 EU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부록 IX 파트 A에 정의된 대로 폐기물 및 잔

류물로 만들어지며, 항공, 해상 운송 및 중장비 운송 등 운송 부문을 탈탄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임

*  고급 바이오연료 연합(LSB): 8개 국의 11개 기업(BTG, CLARIANT, ENERKEM, ENVIRAL, GLOBAL BIOENERGIES, 

GOODFULES, NEOT, PRAJ, SEKAB, ST1, TechnipFMC, UPM BIOFULES)을 대표하며 EU의 2050년 기후 중

립 목표를 지지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고급 바이오연료 연합(LSB) 이사인 Marko Janhunen 씨는 “고급 바이오 연료는 해양 

부문에서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Fit for 55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EU 역내 온실가스 순(Net)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

기 위해 ‘Fit for 55'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본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분야를 담은 

포괄적 정책임

●  굿퓨얼즈(GoodFuels) 社의 홍보 책임자인 Rianne de Vries 씨는 “고급 바이오연료 연합(LSB)에 합류하여 해양 

부문에서 고급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선박에서 지속 가능한 연료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한편, 굿퓨얼즈(GoodFuels) 社는 2021년 10월 재생가능 연료의 미국 생산자 및 공급업체인 재생 에너지 그룹

(Renewable Energy Group, REG) 社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해운 산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 

바이오연료 솔루션의 공급과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업계에서는 고급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0
굿퓨얼즈(GoodFuels) 社, 고급 바이오연료 연합 가입

(출처 : Offshore Energy,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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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 2020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AIRCOAT* 프로젝트는 선박의 마찰을 줄여 연료 소비를 줄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력과 바이오파울링 부착을 감소시키는 물리적 장벽인 공기 윤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파울링으로 인한 속도 10% 손실은 연료의 40%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선

박 항력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바이오파울링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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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달성을 지원함

●  해당 기술은 물에 잠길 때 영구적인 공기층을 형성하는 생물(Salvinia Molesta)에서 영감을 얻어 수성 및 친수성 

특성을 갖는 복잡한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화된 표면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결과, 선박 선체에 얇고 영구적인 공기 

층을 코팅하여 친환경적인 윤활층을 형성하는 선체 코팅 기술을 개발함 

-  기술의 세 가지 주요한 장점으로, ① 선박 선체의 윤활을 높여 마찰을 줄이며, ② 단단한 표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이

오파울링을 줄이며, ③ 바이오파울링 저감을 위해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있음

●  최근, 기술의 공기 유지 및 항력 감소 개선, 공기층의 안정성 도달 속도 개선, 상업용 선박 적용 절차 개발 등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컨테이너 선박의 데모 테스트, 10ｍ 크기 요트의 시운전, 바이오파울링 비교 실험이 진행됨

●  한편, 향후 AIRCOAT 기술의 산업계 적용을 위해서는 대형 선박에서의 기술적 구현, 장기간의 바이오파울링 

테스트, 소수성 특성의 유지 기간, 상업적 생산 및 자동 설치 절차 등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밝힘

●  AIRCOAT 선체 코팅 기술은 CAPEX*를 증가시키지만 운영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기존 선박을 개조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조기 폐선을 피하고 신조선의 건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친환경 

솔루션에 접근하여 상당한 투자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음 

*  CAPEX(Capital Expenditure) : 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과정에서의 비용을 의미하며, 선박

에서는 선박 발주 비용을 의미함

31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신기술: 수동형 공기 윤활 
기술 개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5.04)

●  함부르크 터미널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항만 장비의 연료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클린 포트 앤 로지스틱(Clean Port and Logistics, 이하 CPL)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클러스터 구축은 항만 장비에 대체 연료를 보급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

-  CPL 클러스터는 장비 제조사, 항만 및 물류 회사, 학술 파트너,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자, 소프트웨어 회사, 저장 탱크 

운영자 및 제조사가 함께하며, 항만 기술 및 물류의 전력 공급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 

및 시험을 목표로 함

●  CLP 클러스터 활동은 국가 혁신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정부의 후원을 받을 것이며, 핵심 활동은 함부르크의 HHLA 

컨테이너 터미널(이하 HHLA)이 수소 전력 장비의 테스트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HHLA 회장은 항만과 중장비 물류가 미래 연료를 취급하는 것은 기후 보호 및 도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

대하였으며, 함부르크 경제부 장관 역시 HHLA가 미래 연료를 사용하여 함부르크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  한편, HHLA는 항만 취급 장비 제조업체와 수소 전력 공(空)컨테이너 핸들러 및 터미널 트랙터 납품을 위한 1차 

양해각서(MOU)에 합의하여, 올해 말 연료전지로 움직이는 터미널 트랙터가 인도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공(空)

컨테이너 핸들러가 인도될 예정임

32
함부르크 터미널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연료 준비

(출처 : Lloyd’s List, ’22.05.05)

▲ HHLA 컨테이너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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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양생물학회(MBA)*와 사우스햄튼(Southampton) 대학의 해양생물 학자들은 영국 연안의 표층수 부근에서 

주로 활동하는 고래상어와 같은 해양 포유류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죽는 

등의 큰 피해가 있으며 심지어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힘

*  해양생물학회(MBA, Marine Biological Association) : 1884년 창립되어 영국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  MBA 및 사우스햄튼 대학의 연구원이자 Global Shark Movement Project의 설립자인 David Sims 교수는 

고래상어(대략 350마리)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경로를 추적한 결과,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 몇몇 고래가 충돌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선박 충돌로부터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는 국제 규정이 없음을 강조함

●  동 연구를 주도한 사우스햄튼 연구원 Freya Womersley 박사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일상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해운 산업이 고래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선박 충돌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  연구팀은 선박과 충돌에 따른 해양 포유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

요 선박 항로에서 활동하는 고래상어의 90%가 선박 충돌을 피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함

33
영국 해양생물학회(MBA), 선박 충돌로 인한 해양 
포유류 피해 심각 

(출처 : Science Daily, ’22.05.09)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dNOOy_oZRw

●  국제해운회의소(ICS)*와 수에즈 운하청(Suez Canal Authority, SCA)은 운항의 통행료 책정,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촉진 등에 대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 선주(船主)의 이익 증진 및 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1921년에 설립된 국제적 무역 협회. 국제 해운 산업을 대변하여 국제적 해양 규제에 관한 모든 기술적, 법적, 정책적 

이슈들에 관여.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 선주를 대표하며, 합법적으로 조직된 단체만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운하 측 담당자인 Osama Mounier Mohamed Rabie 씨는 고객의 이익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변동하는 

해운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한편, ICS 회장인 Esben Poulsson 씨는 현재 

국제 해운은 녹색 친환경 전환의 변곡점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집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힘

-  이번 MoU는 2015년 이후의 ICS와 SCA 간의 첫 번째 대면 회의임에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집트는 올해 11월에 제 

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7)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에, ICS가 이끄는 대표단은 유엔 기후 정상 회담

을 위해 이집트로 돌아와 선박의 Net-Zero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할 예정임 

34
ICS-수에즈 운하청, 탈탄소화, 통행세 등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출처 : ICS 홈페이지, ’22.05.11)

▲ 출처: xindermarin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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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nd Markets*는 최근 2028년 세계 전기 선박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선박 시장은 2021년 38.2억만 달러에서 2028년 78.6억만 달러까지 성장하여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Research And Markets : 2002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시장 조사 기관으로, 90만 건 이상의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발간

하고, 800가지 이상의 산업을 분석함

●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 당국 및 산업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 선박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와 북미에서 해당 첨단 기술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

●  노르웨이 기후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르웨이 정부는 국내 해운 및 어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선종에 대해 제로 및 저배출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9

년 예산에서 그린 해운 프로그램에 7백만 크로네(NOK)(미화 77만 달러)를 할당함

-  그린 해운 프로그램을 통해 노르웨이는 해운 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COVID19로 인한 산업, 상업 및 공공 활동의 제한은 2020년 깊은 경기 침체를 일으켰으며, 제조 시설 폐쇄 

및 무역 제한으로 세계 전기 선박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선박 제조업체는 여러 정부의 COVID19 확산 예방 

조치로 공급망 혼란에 따른 단기적 운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특히, 해양 관광 산업은 전기 선박 시장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람선에서 발생한 다수의 감염 사례와 이에 따

른 입국 거부는 세계 전기 선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하지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개조를 위해 하이브리드 및 전기추진 시스템 채택의 증가와 정부 당국 및 산업 

협회의 규제 지원 확대는 전기 선박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한 전기 선박의 제한된 범위와 용량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용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기술의 채택이 급증함에 따라, 2021~2028년의 예측 기간 동안 전기 선박 

시장의 성장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

35
2028년까지 세계 전기 선박 시장에 대한 분석

(출처 : businesswire, ’22.05.12)

●  지난 5월 17일 유럽연합(EU) 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ETS)의 범위를 비EU 국가(Non-EU)로 확대하고 용선자가 

탄소배출권을 지불하는 변경안을 향후 개최될 예정인 환경위원회에서 투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6월 초 

변경안이 체결될 경우 탄소배출권을 EU 외 항해에 대해 50% 적용하였던 기존 내용을 100% 범위로 확대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용선자 지불 조항은 유럽선주협회(ECSA)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컨테이너 운송선을 대표하고 머스크

(Maersk)와 같은 대형 용선자를 포함하는 세계해운협의회(WSC), 선주 그룹인 덴마크 해운(Danish Shipping)과 

이탈리아의 아사르마토리(Assarmatori)는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해 왔음

-  상기 반대 입장의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시장은 스스로 올바른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 강조하며, “온실가스(GHG) 배출 

가격을 책정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온실가스(GHG)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늦출 것이며, 배출권 거

래제(ETS) 적용 범위를 국제 항해의 50% 또는 100%로 확장하는 제안은 원치 않는 무역과 예측 불가한 정치적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동 변경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ETS) 수익의 75%는 탈탄소화 연구를 위한 해양 기금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며, 이산화탄소(CO2) 대신 메탄 및 아산화질소(각각 

LNG 및 암모니아 엔진) 배출을 포함함

●  또한, 400~5000GT의 소형선박은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규정(MRV)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7년까지 

배출 허용량을 정산해야 하며, 근해선박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쇄빙선 및 원격 지역에 운항하는 선박에는 특별 

요건이 적용됨

36
유럽연합(EU) 위원회, 배출권 거래제(ETS) 변경안 
추진

(출처 : Lloyd’s List,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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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임기택 사무총장은 해사 분야 내 여성인력의 채용, 유지, 지속 고용을 촉진하고 해사 산업계의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국제여성 해사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을 5월 

18일로 제정함

●  임 사무총장은 “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IMO는 지난 30년간 해양 

여성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을 지원해온 바, 이번 국제여성 해사의 날 제정이 잔존한 성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해양 

커뮤니티에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포괄적인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해운 부문의 첫 여성회장인 Gaby Bornheim 씨는  “IMO의 결정을 환영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선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힘

●  현재, 독일 상선에서 일하는 6,927명의 직원 중 여성은 400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선원의 6% 미만임

-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와 국제해운회의소(ICS)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전 세계 190만 

선원 중 1.2%만을 차지하지만, 이는 2015년 대비 45%나 증가한 수치임

37
IMO, 국제여성 해사의 날 제정

(출처 : Lloyd’s list, ’22.05.17)

●  5월 17일 발표된 “제4차 추진기술 혁명의 연료 수급”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업계의 2050년 NET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전기 기준 최대 3,000TWh(테라 와트시, 1TWh=1012Wh)

까지 증가해야 하며, 이는 현재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과 맞먹는 양임

*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의 의뢰에 따라, 독일 응용과학대학의 Stefan Ulreich 교수가 

저술한 보고서로, 보고서 원본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함(https://www.ics-shipping.org/publication/

fuelling-the-fourth-propulsion-revolution-an-opportunity-for-all-full-report/)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수소연료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며, 독일, 알제리 칠레 등은 이미 수소연료 

생산에 관한 여러 양자 협정 체결을 진행 중에 있음

●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무탄소 연료의 최소 절반이 선박으로 

운송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해운 부문이 육상 기반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 지적함 

●  동 보고서의 저자인 독일 응용과학대학의 Stefan Ulreich 교수는 “북반구(Glbal North)의 수소 기반 연료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남반구(Global South)의 생산 센터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수소 

연료전환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수송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북반구(Global North)는 유럽, 북미 등 북반구의 선진국들을 대표하며, 남반구(Global South)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개념

●  또한, ICS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장 Stuart Neil 씨는 “해운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며,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친환경 연료 운송의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하며, 해운 및 

항만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덧붙임

38
해운 산업의 미래 연료 수요와 재생가능에너지의  
글로벌 생산량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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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스타벌크 캐리어스(SBLK), 친환경 운송 통항로 설립 
이니셔티브에 참여

(출처 : Offshore Energy, ’22.05.17)

●  지난 4월 그리스의 주요 벌크선사인 스타벌크 캐리어스(SBLK)는 호주와 동아시아 간 최초의 친환경 운송 통항로

(Green shipping corridors)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예정임

●  지금까지 23개국이 서명한 클라이드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에는 친환경 운송 통항로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항만을 포함한 관련 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친환경 운송 통항로(Green shipping corridors)는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계하는 제로 배출 선박의 해상수송 루트로, 클

라이드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에 서명한 국가들은 2020년대 중반까지 최소한 전 세계에 6개의 항로 개설

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30년까지 더 많은 통항로를 개설할 계획임

●  한편, 동 이니셔티브는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스타벌크 캐리어스(SBLK) 외에도 영국-호주 자원회사 BHP, 영국-호주 광산회사 Rio Tinto 및 독일 건화물 운송 

회사 Oldendorff Carriers로 구성되어 있음

●  스타벌크 캐리어스(SBLK)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Charis Plakantonaki 씨는 Capital Link TV에 게시된 인터뷰에서 

“친환경 운송 통항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선박 기인 온실가스(GHG)의 제로 배출 선박을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송 경로”라고 정의하였으며, “적절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안전 규정과 함께 더 적은 수의 항로에서 

화물운송 및 연료소모에 집중함으로써 탈탄소화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함

40
국제노동기구(ILO), 선원의 새로운 최저 임금 채택

(출처 : gCaptain, ’22.05.20)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해사합동위원회(JMC)*의 선원 임금 협상 전문위원회는 

선주와 선원 노조의 협상 타결에 따라 선원의 최저 임금을 월 673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  해사합동위원회(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JMC) : 선원을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및 선주를 대

표하는 국제해운회의소(ICS)의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원 임금, 근무시간 및 관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

●  임금 협상 과정에서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은 당초 최저 임금을 2018년부터 시행된 641달러 보다 6.5% 상승한 

월 683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이를 거부하고 3년간 3%만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해사합동위원회가 합의한 결의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에 개최되는 다음 회의까지 3년간 선원 최저 

임금이 매년 인상될 것이며, 선주협회 대변인 Charles Darr 씨는 이번 임금 협상은 선원과 선주 모두에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언급함

●  결과적으로, 선원 최저 임금은 2023년 658달러, 2024년 666달러, 2025년 673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선원의 

최저 임금 기준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2006(MLC 2006)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해사노동협약 2006(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LC 2006) : 2013년 8월 20일 발효, 101개 

ILO 회원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선적 톤수의 약 9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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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선주 연합(Union of Greek Shipowners, USG)에 따르면, 그리스는 세계 최대의 선주국으로 현재 5,514

척을 보유하여 톤수 기준으로 전 세계 선대의 약 21%를 차지하며, 유럽 연합(EU) 선대의 약 59%를 차지함

-  그리스 선주들은 새로운 에너지 효율 선박과 환경친화적 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선대의 평균 선령(9.99

년)은 세계 평균(10.28년)보다 낮고 신조 주문은 173척에 달하며 이는 17.3백만 DWT에 해당함

-  또한, 그리스 선주들은 꾸준히 대형 선박에 투자해 왔으며, 2014년 기준 그리스 선대의 평균 톤수는 71,308DWT에

서 오늘날 약 86,247DWT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선대(45,020DWT)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높

은 효율과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세계적인 환경 인식과 녹색 발자국 이슈에 따라, 국제 해운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 운영 방식을 적시에 채택하고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제로 배출 운송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조치의 채택을 위해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그리스 선주 연합(USG)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 경쟁을 왜곡하는 지역 조치는 불필요하며, 선박 엔진 

제조업체, 해양 연료 생산자 및 공급 업체와 같은 부문 외 이해관계자와 협력 없이는 자체적인 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함

41
그리스 해운, 선박 총 톤수 기준 세계 최대의 해상 
세력을 유지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5.20)

●  일본선주협회(JSA)* 부회장인 Keiji Tomoda 씨는 파나마 해양대학교 및 파나마 해사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학생들 

및 파나마 선원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인재 양성의 지원과 상호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함

*  일본선주협회(JSA, The Japanese Shipowners Association) : 일본 선주(船主)의 이익 증진 및 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1892년에 일본 해운 공업 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됨. 일본 국적의 총 통수 100톤 이상의 선박 소유자가 가입

되어 있음. 1957년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에 가입함 

●  한편, 일본선주협회(JSA) 담당자는 파나마 해양대학교의 교육 시설, 항행 시뮬레이터 및 교육 과정 등을 확인하며 

해사 안전 측면에서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파나마항만청의 선원 관리 담당인 Juan Maltez 씨는 

일본 해운 산업과 파나마 선원이 상호 이익이 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힘

-  최근, 파나마와 일본은 파나마 선원이 일본 선박에 승선하는 등의 취업 기회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STCW 협약 관

련 양자 협력 협정에 서명함 

42
일본선주협회, 파나마 해양대학 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 확인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5.23)

▲ 출처: 파나마 해사청

▲ 2011-2021년 세계 선대의 선주 국가, 출처: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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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QF) 및 이란계 무장세력인 

히즈볼라(Hizbollah)를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란산 석유 밀수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발표함

●  지난 5월 1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원유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된 시행 통지서를 

발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내에는 해운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QF) 및 

히즈볼라(Hizbollah)를 위해 수억 달러의 이란 석유 판매를 촉진한 국제 석유 밀수 및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정황이 

확인됨

●  해외자산통제국(OFAC) 대변인은 혁명수비대(IRGC-QF)를 대신해 원유 대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해당함을 언급하였으며,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인 Rosneft 社와 협력하여 

이란 석유를 유럽 기업에 공급한 석유무역회사 Zamanoil DMCC 社(UAE 소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음

●  한편, 미국은 그리스 해역에 정박되어 있는 러시아 국적 유조선에서 이란산 원유화물을 나포하고 해당 화물을 

그리스 국적 유조선을 통해 미국으로 돌려보낸 이력이 있으며, 외신들은 이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음

43
미국,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움직임 

(출처 : Lloyd’s List, ’22.05.26)

▲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

●  인도네시아 기국의 예인선인 Mega Daya 43호는 싱가포르 서쪽에 있는 Perawang Indah Kiat Pulp and 

Paper(IKPP) 항구에서 컨테이너 188개를 부선(Barge)*에 선적 후 항해 중, 기상 악화로 인해 최소 18개의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

*  부선(Barge) : 바지 선박은 선체는 부력을 발생시키는 역할만 하고  자체 추진 능력이 없으므로 Tug에 의해 예항 

(Towing) 혹은 압항(Pushing)되어 이동하며, 연안 및 하천 등지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됨. 화물을 상갑판 위에 싣는 

Deck Barge, 상갑판 없이 선체가 그릇과 같은 형태로 되어 그 안에 화물을 담는 Hopper Barge, 그리고 선체 자체

가 탱크로 이루어져 그 내부에 액체화물을 싣는 Tank Barg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선박구조·구명 담당 부처는 사고 원인으로 급격하게 악화한 기상 상태를 지목하였으며, 사고 당시 

선박은 최대 30°의 선체 롤링(Rolling)으로 선박 조종 기능을 상실하여 예인선에 탑승한 선원의 안전을 위해 바지 

선박과 연결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였고, 현재 인도네시아 주관으로 사고 조사 및 복구 조치를 시행 중임

44
인도네시아 국적의 바지선, 악천후로 컨테이너 해상
유실 사고 발생 

(출처 : The Maritime Excutive, ’22.05.27)

▲ 출처: 유투브 채널 Ini Kar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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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알리안츠(Alianz)와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약 2년 전 COVID19 감염병으로 

시작된 공급망 위기와 이어서 발생한 전쟁이 선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해사 안전에 대한 적색경보가 울리기 

시작함

●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한 화재, 침몰, 좌초 및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사상자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보험 청구의 복잡성과 비용은 증가하였고, 반면 사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약 3,000건)하였으며 기계 고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  또한, 공급망 위기가 초래한 화물 수입 경쟁은 컨테이너선의 선적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선상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신고 위험물질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선적된 다량의 컨테이너가 유실될 경우 엄청난 재정적, 

환경적,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MSC는 최근 잘못 신고된 위험물 벌금을 컨테이너 당 15,000$로 인상하였으며, 지난 몇 달간 MSC가 겪은 다양한 사

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물은 승무원, 선박 및 환경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세계 선사 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에 따르면 2017~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779개의 컨테이

너가 선상에서 유실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유실은 그 평균을 훨씬 초과하였음

●  한편, COVID19의 영향으로 터미널과 앵커리지는 혼잡해져 항해의 위험을 추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파이프라인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이 선박 앵커로 추정되고 있음

●  선령의 상승은 기계류 손상 사고의 원인이며, 최근 컨테이너 화물 요금 급등으로 25년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이 

운항하고 오래된 유조선 또한 이란과 베네수엘라 석유의 불법 거래에 이용되어 2013년 약 18.5년이던 세계 선박 

선령은 이후 매년 증가하여 지난 8월 기준 평균 21.75년을 기록함

●  그러나, 알리안츠(Alianz)는 “선박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원으로 선박 사고 원인의 85%가 인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지적하였으며, COVID19의 여행 제한으로 인한 선원의 송환 불가,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선원의 위험도 상승 등은 유능한 선원들을 업계에서 떠나보내고 있음을 강조함

45
해운 호황, 전쟁, COVID19가 해사 안전에 미치는 영향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5.27)

●  지난 5월 27일 이란군은 중동만을 항해하던 두 척의 수에즈막스(Suezmaxes)급 그리스 국적 유조선 Delta 

Poseidon 호(IMO: 9468671)와 Prudent Warrior 호(IMO: 9753545)를 나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2017년 건조된 Prudent Warrior 호의 매니저인 그리스의 해운사 Polembros Shipping 대변인은 회사와 선박 

간의 통신이 완전 두절되었으며, 현재 24명의 그리스인과 필리핀인이 승선한 상황으로 인근의 다른 그리스 국적 

선박들로부터 본 유조선이 이란 해안에서 약 11마일 떨어진 정박지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함

●  Prudent Warrior 호는 이라크 바스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석유 화물을 선적하였으며, Delta Poseidon 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라크 항구에서 적재함

●  이 같은 억류조치는 지난달 그리스가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포함 양국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46
이란, 중동만을 항해하던 그리스 유조선 2척 억류 

(출처 : Lloyd’s list, ’22.05.27)

▲ Delta Poseidon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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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네덜란드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인 Argent Energy 社는 지속 가능한 해운 및 육상 운송에 기여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항만에서 2세대 바이오디젤의 생산을 확장할 계획임

●  동 계획은 2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면서 연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을 10만 톤에서 54만 톤으로 약 5배 증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rgent Energy 社와 암스테르담 항구는 새로운 부두 2개소에 2천만 유로 이상을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임

●  암스테르담 항만의 에너지 순환 사업 책임자인 Roon van Maanen 씨는 Argent Energy 社에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동 투자와 생산 능력의 확장을 통해 육·해상 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유럽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운송 부문에서 약 25%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바이오 연료 사용을 통해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럽연합은 최근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

(Energy Mix)*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0%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지침 II(REDII)**의 개정을 

포함하는 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기후목표를 설정하였음  

*  섞는다는 뜻의 단어인 ‘Mix’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태양광 같은 ‘신 에너지원’의 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각각 기존 27%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 중 12% 

재생에너지 달성 및 2021년 이후 1세대 바이오연료에서의 팜유 퇴출도 RED-Ⅱ의 주요 내용임

47
암스테르담 항만, 바이오 연료 생산계획 확대

(출처 : Offshore Energy, ’22.05.27)

●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이하 ONE)*는 현대중공업 및 닛폰 조선소와 각각 5척의 neo-panamax 급 컨테이너선

(13,700TEU)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녹색 전략 및 탈탄소화를 위한 ONE의 

중장기전략(mid-term strategy)에 따른 투자임

*  ONE : 일본 대표 선사로 MOL, NYK, K라인의 컨테이너 사업을 병합하여 탄생시킨 회사이며, 선대가 220척, 1.6m 

TEU 규모로 세계 6위 컨테이너선사임

●  신규로 건조 예정인 neo-panamax 컨테이너선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암모니아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도 탑재되어 해당 

선대가 미래 ONE의 장기적 대체 연료 및 탈탄소 기술 도입을 확장시킬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ONE은 25척의 선박을 추가로 운용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5척의 neo-panamax 급 컨테이너선을 

인도받고, 2023년에 인도될 6척의 megamax 급 컨테이너선(24,000TEU)과 14척의 컨테이너선(12,000TEU와 

107,000TEU)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함

-  neo-panamax 급 컨테이너선은 2016년 6월 말 파나마운하 확장 이후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하

며, megamax 급 컨테이너선은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20,000TEU 이상의 선박을 의미함

-  5척의 neo-panamax 급 컨테이너선은 Japan Marine United 社*에서 건조될 예정이고, 6척의 megamax 급 컨테

이너선은 Imabari Shipbuiling 社*(4척)과 Japan Marine United 社(2척)에서 건조되어 Shoei Kisen Kaisha 社*에 

인도된 후 ONE이 운용할 예정이며, 14척의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건조될 예정임

*  Imabari Shipbuiling 社와 Japan Marine United 社는 건조량 기준 일본의 1, 2위 조선소이며, Shoei Kisen Kaisha 

社는 일본의 선사로 선박 임대,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제공함

48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의 친환경 neo-
panamax 컨테이너선 주문

(출처 : Lloyd’s list,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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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이하 MEPC)는 해운산업의 저탄소 배출 연료 전환 장려를 위해 벙커 연료 탄소세 도입을 

논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결국 기존 벙커 연료의 가격은 두 배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국제 공급망을 통해 수출입 하는 화주를 대표하는 조직인 글로벌 화주 포럼(Global Shippers 

Forum, 이하 GSF)은 향후 탄소세로 인한 해상 운임의 상승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GSF는 규제 당국에게 선사들이 오래된 선박(older tonnage)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운임 인상을 초래

하지 않도록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MEPC에 참가하는 IMO 회원국들에게 탄소세 도입 논의에서 국제무역

의 원동력인 수출입 화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의 광범위한 적용과 2020년 저유황유 도입에 따른 신규 할증료 

등의 부담을 겪은 화주들은 향후 어느 정도 수준의 탄소세를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 운임 할증의 하나로, 선박 주 연료인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선사

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임

●  GSF의 디렉터 James Hookham 씨는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경로에서 화주들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료와 추진기술의 단계적 진전을 통한 탈탄소화가 아닌 세계 무역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임을 언급함

49
탄소세(Carbon Tax)로 인한 운임 상승에 대한 
화주들의 우려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6.06)

●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항만은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개월간 봉쇄 조치하여 육·

해상물류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VesselsValue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상하이 항만이 재개장하여 상황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선박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혼잡했던 상황이 

완화되고 있음

●  현재, 상하이 항만의 체류시간은 평균 6.8일로 4월 말 고점 대비 39%, 5월 23일 대비 19% 하락했지만, 봉쇄령이 

발효되기 전날인 3월 12일보다는 무려 94%나 상승한 수준이며, 상하이 항만에서의 수출을 위한 선박 체류시간은 

평균 6.3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는 등 지난주 동안 상당 부분 감소하여 정상화되고 있음

●  한편, 오미크론 전파상황이 최고조였던 4월 말에는 상하이에서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평균 대기시간이 69

시간이었으며, 현재는 31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3년 동안의 최고 시간보다 여전히 약 4시간 많은 

수치임

●  지난 상하이 항만의 조치로 중국 전역의 항만 체류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번 재개장 조치로 중국의 

육·해상 물류 상황이 이전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50
상하이 항만, 재개장으로 선박 대기시간 감소

(출처 : Lloydslist,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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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nmarsat이 발간한 “The Future of Maritime Safety Report 2022” 보고서는 2018~2021년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호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운 업계가 직면한 주요 안전 

문제를 파악함

●  Inmarsat 데이터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COVID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GMDSS 호출이 갑작스럽게 급증한 

것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승무원 교체 문제, 항구와 선상에서의 피로가 원인으로 지적됨

●  Inmarsat의 안전 및 보안 부문 Peter Broadhurst 씨는 “사고 발생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사전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GMDSS 데이터는 사고가 가장 빈번한 부문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임

-  GMDSS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조난 요청을 보낸 상위 3개 부문이 유조선, 어선 및 벌크선이었고 여객선이 가장 

적은 요청을 보냄

●  동 보고서에는 해양 안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 대표와 선원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됨

-  Inmarsat의 국제해사국 부국장 Cyrus Moody 씨는 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며, 

“선원 인력 보호를 위해서는 전 세계 기관 및 정부와 국제 해양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경계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함 

-  크루즈 부문 최고 책임자인 Rachel Arnold 씨는 승무원과 승객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안전 문

제의 근본 원인은 비용 절감”이라고 덧붙임

-  국제해사구조연맹(International Maritime Rescue Federation) CEO Teresa Crossley 씨는 COVID19의 교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국가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의 해양 안전 감시 담당 

Christopher Janus 씨는 선박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기술 개선안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한편, 보고서는 글로벌 보건 위기와 지난 3년간의 조난 신고의 급격한 증가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을 강조하며, 

산업계에 “안전을 운항의 핵심”으로 삼고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됨

51
Inmarsat, COVID19 동안 해양 선박 사고의 증가 추적

(출처 : Lloydslist, ’22.06.06)

●  세계적인 해운 컨퍼런스인 캐피탈링크(Capital Link) 포럼에서는 전쟁과 전염병이 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우크라이나 침공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으로 다가왔으나, 

해상운송 측면에서는 일부 혜택이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는 원자재의 운송 거리를 증가시켜 벌크선과 유조선 

수익을 높였으며,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기피함에 따라 LNG 운반선의 운송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전쟁, 인플레이션, 제재 및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로가 생기는 현상을 만들어냄

●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은 선원들에게는 큰 위기를, 선박의 안전에는 위협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산 곡물 운송이 

큰 차질을 겪으면서 전 세계 식량부족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전 세계 선원의 10%는 러시아, 4%는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선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박의 안전 또

한 상시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추후 선박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  그리스 해운상공회의소(Hellenic Chamber of Shipping)의 George Pateras 회장은 우크라이나에 86척의 선박이 여

전히 억류되어 있고 그 중 14척은 그리스 선박으로, 억류된 선박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고 계속 연기된다

면 보험사에 30억~4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함

52
전쟁과 전염병이 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

(출처 : Lloydslist,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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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된 유엔환경총회(UNEA)는 UN 차원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발 목적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위한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해양”에 한정하지 않는 전 주기적 관리 관점의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 해양환경 측면에서 플라스틱 오염 및 

미세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해서 (해양)플라스틱을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루는 국제협약을 개발하기 위한 UNEA 차원

의 정부 간 협의체

●  3일에 걸친 이번 회의는 본격적으로 INC 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협의체 INC 진행을 위한 의장 

선출, 의사규칙, 사무국 운영 등의 전반을 논의하였으며, 프랑스는 2023년 또는 2024년에 자국에서 INC 회의를 

주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초 목표와 같이 20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제반을 

준비·논의함 

-  국제협약 개발을 위해 INC 협의체가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서 협약의 목표 구체화, 해양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 저

감을 위한 국내·외 모범정책 발굴, 실질적인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촉진,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보

고 메커니즘 개발, 인적 요소의 역량개발 및 기술이전 등이 있음

53
UNEA,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준비 

(출처 : IISD, ’22.06.08)

▲ 출처: SDG Knowledge Hub

●  지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2 포시도니아(Posidonia) 주간에서 그리스 선주연합

(Union of Greek Shipowners) 회장인 Melina Travlos 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무역에 대한 권리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현재 유럽연합(EU)의 제재로 러시아 

화물운송이 불가해진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함

●  그리스 선주 및 이해관계자들은 실제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원유 등 화물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며, 일부 그리스 선주는 러시아 제재 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임

●  또한, 최근 미국이 그리스 해역에 있는 이란 국적 유조선에 실린 이란산 원유를 압수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중동만에서 그리스 국적 수에즈막스 유조선 2척을 나포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란 정부가 개입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하였고, 선주들은 정치적인 사안들로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입장을 표명함

54
그리스 선주, 합법적인 무역에 대한 권리 강조

(출처 : Lloyd’s list,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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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78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라이베리아 외 3개국 및 9개 

해운단체*는 선박 기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로 국제해사 연구이사회(IMRB)와 국제해사연금기구(IMRF)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저·무탄소 선박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기여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안함

*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팔라우, 싱가폴, 국제해운회의소(ICS),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 국제유조선주 협회

(INTERTANKO),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국제선박협회(IPTA), 국제해양

계약협회(IMCA), 여객선주협회(INTERFERRY), 세계선사협의회(WSC)

●  해운업계는 제안한 IMRB 및 IMRF는 연료유 톤당 2달러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단기조치를 통해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50억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나, MEPC 회의는 IMRB 및 IMRF의 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로 종료됨

●  동 제안의 공동제출자 중 하나인 국제해운상공회의소(ICS)는 “IMO는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탄소 제로 기술의 전환을 신속하게 시작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성명서를 통해 “다수 IMO 

회원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정치적 책략으로 인해 사실상 제안이 중단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임

●  한편, 탈탄소화의 조치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도국과 북미, 유럽, 미국 간의 깊은 분열에도 

불구하고, IMO는 지중해에 대한 황산화물(SOx) 배출금지구역 설정과 스크러버 배출 관련된 위험 평가에 대한 

지침을 승인함

55
MEPC 78차,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설립 제안 
불발

(출처 : Lloydslist, ’22.06.10)

●  네덜란드의 해상 에너지 인프라 전문기업 Fugro*를 주축으로 설립된 자율운항선박(MASS)에 관한 국제기술작업반 

‘MASSPeople’이 유럽 지역의 9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힘 

*  Fugro : 1962년 설립되어 네덜란드 레이센담(Leidschendam)에 본사를 두고 육상과 해상의 지질 자료수집 및 분석을 전

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65개국에 약 9,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다각적인 육·해상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펼침

●  MASSPeople 작업반은 9개의 유럽 선진 국가(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이탈리아, 폴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자율운항선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율운항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표준 등을 구상하고 있음  

-  MASSPeople 작업반을 주도하는 Fugro 회사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에너지 관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

으며,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상함

●  MASSPeople 작업반 회장 Ross Macfarlane 씨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 및 자율 운전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시스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명 안전과 환경 보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함

56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술작업반 ‘MASSPeople’, 9개 
국가와 파트너십 체결

(출처 : IISD, ’22.06.14)

▲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 개략도, 출처: Fugro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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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두 가지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함: 

① 재생 에너지 법안 패키지 초안 “부활절 패키지(Easter Package)”, ② 부유식 LNG 터미널(FSRU)의 신속한 

수용을 위한 “LNG 가속화 법안(LNG Acceleration Act)” 초안 작성 착수

●  부활절 패키지(Easter Package)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에너지 정책 개혁이라고 불리며, 2021년 11월 발표된 

EU의 재생 에너지 조치보다 야심적인 목표로 2035년까지 거의 100% 재생 에너지 달성을 제시함

●  또한, 모든 육상 기반 재생 에너지 용량에 대한 2030년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26년부터 

연간 22GW 수준으로 증설하여 2030년 215GW 규모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육상 풍력은 2025년부터 

연간 10GW 수준으로 증설하여 2030년까지 115GW에 달하는 육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임

●  LNG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독일은 Trading Hub Europe(THE)의 의무 이행을 위해 LNG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직접적인 LNG 수입 역량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요를 

줄여 2045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를 달성하고자 함

-  Trading Hub Europe(THE)는 2021년 6월,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2021년 10월부터 EnWG(독

일의 에너지 산업법)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의무를 보유하며 가스 공급 네트워크 운영자 간 

협력 협정에 따라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THE는 총 길이가 40,000km에 달하는 고압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관리하며, 700개 이상의 다운스트림 네트워

크를 연결하고 있음

●  해당 제안들은 현재 독일의 의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편, 정부는 육상 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에 발표할 법률 패키지(Summer Package)를 계획하고 있음

●  현재,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였으며, 정부는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 추진 및 러시아산 가스 

수입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하여 섬세하고 균형 있는 정책과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57
독일, 탈탄소화 추진 및 러시아 가스 수입 균형을 위한 
정책 발표

(출처 : S&P Global, ’22.06.14)

●  지난 6월 4일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치타공(Chittagong)의 BM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Container 

Depot)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최소 49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화재 진압에만 약 86

시간이 소요되었고 투입된 소방관 9명이 사망함

●  방글라데시 뉴스에 따르면 과산화수소, 유황 등의 화학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나 과산화수소가 수납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수년 동안 치명적인 산업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한 BM 컨테이너 창고

는 수출용 의류 등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과산화수소는 방직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있

었음

●  소방당국의 Newton Das 씨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소화 작업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화상, 눈 통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또한 최초 폭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지진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

●  해당 사고의 관련 터미널 당국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약 11,200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함

58
방글라데시의 컨테이너 창고(Container Depot)에서 
폭발 사고 발생

(출처 : CNN, ’22.06.14)

▲ BM 컨테이너 창고에서 발생한 사고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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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달 동안 불안정한 컨테이너 선박들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 현재 유럽의 수출 허브인 로테르담 항구에는 

수출입 컨테이너가 밀려들고 있으며,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빈 컨테이너들도 항구의 야드에 쌓이고 

있음

●  이는 지난 3월 상하이 등 중국의 일부 항만이 봉쇄된 이후 중국향 선박의 운항이 줄어든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유럽에는 운항 중인 선박이 부족하고,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중국으로 향해야 하는 빈 컨테이너들의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  유럽 최대 화물 운송업체 중 하나인 퀴네앤드나겔(Kuehne+Nagel International)은 현재 화물이 수납된 컨테이너 

운송에 주력하고 있으며, 빈 컨테이너는 한정된 수량만 운송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  야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빈 컨테이너는 항만 밖의 창고로 우회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의 

수출업자들에게 필요한 빈 컨테이너들이 아시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향후 물류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로테르담 등 유럽 항만 혼잡은 중국의 코로나 정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럽-중국 간 철도운송이 기피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임

●  현재 북유럽 주요 항구에서 정박하기 위한 선박 대기 시간은 상당히 오래 소요되며, 올해 4~5월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선박의 60% 정도가 지연되었고, 6월 17일 기준 로테르담 항구에 약 13척이 정박을 대기 중임 

59
로테르담 항구에 멈춰있는 빈 컨테이너들(Empty 
Containers)

(출처 : gCaptain, ’22.06.20)

●  로이드 리스트의 선박위치추적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불법 수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선박은 ‘Going dark’라고 알려진 AIS(자동식별시스템) 등의 

항해기기를 일부러 끈 상태로 항해하는 수법을 이용해 화물의 실제 출발지 및 목적지 판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로이드 리스트 조사 결과, 러시아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최소 10척으로, 러시아 또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나라인 시리아가 소유하고 있으며, 불법 반출된 곡물의 대부분은 시리아와 터키로 운반됨

●  2016년부터 해당 지역의 불법 선박 활동을 추적해온 ‘SeaKrime 프로젝트’에 따르면, 곡물은 우크라이나의 

케르손, 도네츠크 등과 같은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크림반도의 항구로 운송되었으며, 이후 선박이 AIS를 끈 

상태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모습이 로이드 리스트 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되었음

-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케르치 항구에서 이러한 불법 활동이 주로 행해지며, 이들은 흑해나 케르치 해협에 진입하거

나 출항하는 동안 AIS를 끄는 항해 패턴을 보임. 또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 반도의 곡물 수

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아래 사진은 곡물 불법반출 행위에 가담한 ‘Finikia’호의 선박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터키를 목적지로 흑해에서 5

월 10일 AIS가 꺼진 상태로 항해하다 4일 후 비로소 AIS를 작동하여 출항지 구분이 불명확함

- Finnikia 호는 시리아 국적의 벌크선으로, 2015년부터 미국 해외자산관리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음

●  러시아와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약 2천만 톤의 밀이 수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폭등과 식량위기를 촉발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까지 약 40만 톤의 곡물이 러시아에 의해 불법으로 반출되었으며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가능

성을 시사함

60
러시아, 크림반도를 통한 곡물 불법운송 혐의

(출처 : Lloyd’s list, ’22.06.21)

▲ 러시아 불법 곡물반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선박 목록, 출처: Lloyd’s Lis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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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반도를 통한 불법운송 정황을 보여주는 선박(Finikia 호) 경로, 출처: Lloyd’s List Intelligence

●  미국 브라운 대학의 기후 과학자들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북극 빙하와 운항로 규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운 산업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러시아의 북극 항로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역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함

●  동 연구의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일 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던 북극 빙하의 일부가 급속도로 온난화되어 20년 

이내에 몇 달 간은 빙하가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수많은 생물 종이 위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가 통제하는 북극 항로를 우회하는 보다 짧고 친환경적인 해상 무역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음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 협약 제234조에서는 “선박의 해양 오염 예방, 감소 및 관리”를 목적으로 북극 항로 

근처에 해안선을 보유한 국가는 해당 지역이 일 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얼음으로 덮여있는 경우 항로의 해상 교통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해양법 전문가 Charles Norchi 교수는 “러시아가 

자신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제234조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함 

-  러시아의 일부 국내법에서는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러시아 인이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와 항로 사용 계획에 대해 사전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Norchi 교수는 러시아 북부 해안 근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일 년 중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인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협약 제234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운항 가능 지역이 러시아 영해에서 국제 

해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동 연구의 저자인 Amanda Lynch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북극 항로는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보다 

30~50%의 거리를 감소시키고 운송시간은 14~2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해운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4% 가량 줄이는 동시에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또한, 동 연구는 운하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무역로는 갑작스러운 차단의 위험이 없으며 다양화된 무역로는 글로벌 

해운에 보다 큰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북극 무역의 미래를 고려하여 지구기후 변화 정책과 국제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61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변화하는 국제 해운 노선

(출처 : METRO,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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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항선사들,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원도 받으세요

2. 바다 나갈 땐, ‘해로드(海Road)’ 설치하세요

3. 한국인 해기사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4. 전국 11개 항만, 58개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5.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6. 피지 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7.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8.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

9. 해양쓰레기 원스톱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

10.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과학적 예측으로 먼 미래까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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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여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하여야 한다.

*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 값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준

(2013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  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 :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 값으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 기준량

*** 국내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중 약 770척으로 추산(2021년 기준)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하였고,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제한장치(EPL, Engine Power Limitation)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엔진출력제한장치

(EPL)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제한장치(EPL)을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알림·뉴스-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044-300-2437)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연료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01
외항선사들,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원도 받으세요

- 해수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 설치 비용 10% 지원 -

참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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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22.2월 기준) 앱 이용자 463,529명, 구조 활용사례 526건(1,460명/누계)

   * 행자부 국민생활 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15.11)

   ** 디지틀조선일보 모바일 어워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17.4)

■  주요 기능

●  (위치정보) 전자해도 활용, 이동경로·관심지점 저장

●  (구조요청) 긴급상황 시 해경·소방청에 이용자의 경·위도 좌표 문자 발송

●  (해양기상) 수온·기온·풍향·풍속 등 기상정보 연계(기상청·해양조사원) 제공

■  해로드 이용 통계
<해로드 앱 통계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月

다운로드 건수(누계) 6,205 34,164 62,959 111,429 229,386 287,584 373,115 455,506 463,529

구조 선박(인원) - 2(9) 6(12) 37(102) 65(208) 116(306) 환경부 149(380) 5(15)

참고  해로드 앱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모바일 앱(App) ‘해로드(海Road)’의 최신판(해로드 5.0)을 4월 19일(화)에 배포했다.

‘해로드’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앱(App)이다. 지난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7년이 지난 

지금, 내려받기만 46만 건을 돌파하였고, 해로드 신고 기능으로 구조한 인원이 1,500명에 이르는 등 낚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 이용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해양안전 앱(App)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양한 해양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나홀로 조업과 

소규모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도움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자동신고기기와의 연동 등 기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3월부터 해로드의 전면 개선에 착수하였고, 해상 추락 시 자동신고기능, 기상정보 제공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기능을 강화하였다. 우선, 이용자가 바다에 추락할 경우 별도의 장비인 해로드 세이버와 

연계해 해경 등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풍향, 풍속, 파고, 수온은 물론 120개소의 

조석 정보까지 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해역에서도 전자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해역별 해도를 해로드에 저장하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로드 최신판 배포를 계기로 자동신고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인 해로드 세이버 

400대를 나홀로 조업 어선과 레저선박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로드는 지난 7년 간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해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앱(App)으로 성장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바다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로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2
바다 나갈 땐, ‘해로드(海Road)’ 설치하세요

- 해양안전 모바일 앱(App) ‘해로드’ 편의기능 향상판 출시 -

▲ 전자해도 활용 ▲ 긴급구조 요청 ▲ 자동신고장치(세이버) ▲ 해양기상 정보제공

 [2022.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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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2월 14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총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이 신청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의 11

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고,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 원의 설치비(국비 30억 원, 항만공사 22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3
전국 11개 항만, 58개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2022년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최종 선정 -

■  항만별 선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 건수 총 사업비 국비 지원 항만공사 지원 하역사 자부담

총 계 149 10,446 3,036 2,187 5,223

부산항 37 4,652 1,163 1,163 2,326

인천항 36 2,100 525 525 1050

여수광양항 11 1,222 306 306 610

평택당진항 22 1,215 608 - 607

마산항
(진해항, 하동항 포함) 5 34 17 - 17

울산항 12 773 193 193 387

포항항 6 90 45 - 45

군산항
(대산항, 태안항 포함)

15 310 155 - 155

목포항 3 44 22 - 22

동해항
(호산항 포함) 

2 5 3 - 2

  *  한국항만연수원(부산지원) 안전제험장 구축사업은 3개 항만공사(BPA, UPA, YGPA)가 각 1억 원씩 분담하여 지원하

나, 부산항 지원금액으로 총괄하여 표기

■  안전사고 형태별 선정 결과

구 분 사업 건수 총 사업비 국비 지원 항만공사 지원 하역사 자부담

총 계 149 10,446 3,036 2,187 5,223

충돌·끼임 91 5,195 1,632 966 2,597

안전구역 확보 24 2,380 610 581 1,189

추락 14 665 212 121 332

낙상 14 784 226 167 391

기타 6 1,422 358 353 711

참고 1  2022년도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국비지원 사업장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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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끼임 방지시설

피닝스테이션 : 중량물 하역, 크레

인 작업 시 항만 내 근로자가 대피

할 수 있는 공간

중장비(지게차, 리치스태커 등) 

후방 경보시스템 : 후방 작업자 영

상인식 후 경보 알림 

추락 방지시설

라싱케이지 : 화물고정 및 해제 시 

작업자의 추락 사고 방지

고소작업대 : 차량적재 화물 작업 

시 추락사고 방지

낙상 방지시설

갱웨이 : 선박 본선 승하선 시 작

업자 넘어짐 방지

안전난간 : 크레인 작업자 낙상 및 

추락방지

안전구역 확보

에이프런 LED 보행자 통로 표지

병 : 야간 작업자의 안전통로 확보

보행자통로 도색 : 작업장 내 보행

자통로 확보

참고 2  주요 재해예방시설 예시

해양수산부는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크레인 자동화 및 

안전모듈** 등 2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22∼’24, 349억원, ㈜토탈소프트뱅크)

**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22∼’25, 188억원, 에스엠에이치㈜)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일부에만 자동화 장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항만에서 이뤄지는 전체 물류 처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루어

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이 자동화된 항만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 537억 원을 투입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토탈소프트뱅크, 에스엠에이치㈜와 4월 26일(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우선,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산항 신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운반 차량이 

자율협력주행* 기반으로 전환되며,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 모듈이 개발되어 현장에 배치되면 평택항, 울산항 

등 중소형 항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  화물운반 장비가 항만 내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주변 인프라와 상호 통신하여 위험상황을 인지 및 회피하면서 자율적

으로 운행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자동화항만 기술 외에도 스마트 컨테이너, 터미널 간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등 그 

밖에 자동화항만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자동화항만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 있다.

*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21∼’24, 82억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무인트램) 개발(’22∼’24, 141억원, 협약 진행 중)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자동화항만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자동화항만을 더 신속하게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4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 ㈜토탈소프트뱅크, 에스엠에이치㈜와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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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참고 2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

■  추진 배경

●  글로벌 항만물류중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항만운영 효율성 증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자동화 개발·운영 중

●  우리나라도 선석·이송·야드영역 전체가 자동화되는 수직형 자동화항만 개발* 중으로 향후 개발 예정인 

부산진해신항 등에 적용할 계획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22~’26, 6,915억원

●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기존 수평형 터미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항만 자동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

   *  수평형에서 수직형 터미널로 변경하기 위해 건설비 및 초기 운영차질에 따른 편익감소가 커 민간운영사의 

수직형 터미널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음(참고 2 참조)

●  이에 따라 국내 자동화 기술이 전무한 “화물 이송(YT)” 영역에서의 24시간 상시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 중국에서 자율주행기반 화물이송 장비를 운영 중이나 악천후, 야간 등의 환경에서는 제한

■  연구개발사업 개요

●  (사업기간/총사업비) ’22∼’24년 / 349억원

●  (사업내용) 수평형 항만에서도 컨테이너화물을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및 관련 

항만인프라 통합 기술개발 및 실증

   - (차량) 항만 특화형 자율협력주행 및 운영 기술 개발

   - (인프라) 스마트항만 관제시스템 및 관련 지능형 디지털 인프라 기술 개발

   - (실증) 항만 완전자동화 물류 이송 실증 기술 개발

●  (활용계획) 기술개발 및 실증(~’24) 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기존 국내 수평형 컨테이너 부두(부산항, 광양항 등)

에 단계적으로 도입

   - 한국형 수평형 항만 자동화 시스템 국제 시장* 진출 추진

    * 세계 14,100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중, 야드트랙터 활용하는 수평형 터미널은 그 중 90%

■  추진 배경

●  글로벌 항만물류중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항만운영 효율성 증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자동화 개발·운영 중

●  우리나라도 대형 항만(부산, 광양)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개발 중*이며 일부 항만(부산·인천신항) 레일크레인

(RMGC)은 반자동화(무인원격) 운영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22~’26, 6,915억원),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19~’23, 

297억원)

●  항만 자동화 추세는 중소형 항만으로 확대 예상되며 중소형 항만에서 사용되는 타이어형 항만크레인*(RTGC)에 

대한 자동화기술 개발 필요 대두

   * 야드 영역의 국내 항만크레인은 544대이며, 이 중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은 219대

●  또한 항만하역업 안전사고 발생률이 타 산업 대비 높은 상황*으로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의 유인운전 등에 따른 

사고 우려 지속

   * 항만하역 업종의 인명사고 발생 비율은 철도운송업의 4.9배, 항공운수업의 5.6배, 자동차운수업의 1.5배

■  연구개발사업 개요

●  (사업기간/총사업비) ’22∼’25년 / 188억원

●  (사업내용)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및 Lidar·영상인식 기반 위험인지·회피 가능한 

안전모듈 기술개발

   - (크레인) 작업 및 주행 자동화 기술 개발

   - (시스탬) 최적 야드관리 및 원격 관제·제어 기술 개발

   - (사고예방) 장애물 식별 및 사고예방 시스템 개발

●  (활용 계획) 기존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자동화 도입 및 위험감지 기술의 레일형 항만크레인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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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념도

참고 4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념도

해양수산부는 5월 5일(목)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 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

관 간 합의

이번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2021년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참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5
피지 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 한국-피지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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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피지 해기면허 상호인정 MOU 서명식 사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들은 5월 20일(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중앙회(소속 회원조합)로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앱(App)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약 3,500척의 선박이 이 사업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올해는 어선 1,445척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어선별로 최대 154만 원(단말기 가격 308만 원의 50%)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톤 이상 어선도 보급 사업에 포함(종전 3톤 이상)시켰고, 

선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 등 통신이 취약한 지역에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소형어선들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선박용 

송수신기도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어민들이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좌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졌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고, 관련 기술도 더 개발해 보급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6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어선 1,445척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비용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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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4차 보급사업

■   (사업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일반선박, 

어선 등)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관련 근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사업규모) 4차 지원대상 : 1,445척 / 지원 예산 : 2,425백만원*  

  * 단말기 보조금 : 2,225백만원(1,445척×154만원), 보조사업자 운영경비 200백만원

< 연차별 보급 규모 >

구 분 1차(’19년) 2차(’20년) 3차(’21년) 4차(’22년)

보급 척수 1,940척(완료) 2,005척(진행 중) 2,005척(진행 중) 1,445척

지 원 금 180만원(정액) 180만원(정액) 154만원 한도(50% 정률) 154만원 한도(50% 정률)

* 기존 정액보조(180만원) → 정률보조(구매금액 50%, 154만원 한도) 방식으로 변경

■  (사업대상)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선에 집중 보급* 

  * (보급 제외 대상) 2톤 미만, 원양ㆍ내수면 종사 어선 등

< 단말기 구성 및 주요 기능>

구 성 주요 기능

송수신기
● 선박위치 자동 발신(매 1초)

● 8시간 이상 전원 공급(내장 배터리)

표시장치

● 전자해도 기반 e-Nav 서비스 표출

● 선박운항 항로수립·저장 등

● 조난 등 긴급 SOS신호 전송

● 선박↔선박·육상 간 통화(음성·영상)

참고 2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용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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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  (본부) 북상 태풍 이동경로에 따라 비상대응조직 단계별 편성·운영(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와 연계)  

●  (소속기관) 태풍 경로·영향권에 따라 대비1단계, 대비2단계, 대비3단계,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근무인원 

확대 및 대비태세 강화

    *  해경의 사고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습체계(대비  →  대응1  →  대응2  →  대응3)를 벤치마킹하되 태풍 내습에 대비한 시

설물 점검, 선박대피 등 사전대비 중점 실시

   * 소속기관 상황 및 태풍 경로·영향권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편성 가능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

* 가을 태풍 발생 빈도(연평균) : (1987~2011) 0.7건 → (2012~2016) 1.0건 → (2017~2021) 1.6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태풍이동 상황을 감안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과 항만, 수산 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여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1,644개 핵심시설, 109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그리고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식장 고정설비(닻, 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

*  단계별 비상대응조직 운영 계획 : (북위 22도, 대만 남단) 비상대비반 → (북위 25도, 대만 북단) 비상대책반 →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비상대책본부

 또한,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7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

- 해수부,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

참고 1   해양수산부 태풍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비상대비반

(반장 : 해사안전국장)

북위 22도

(대만 남단) 

해사안전국

·비상근무태세 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매뉴얼 등 행동요령 정비

비상대책반

(반장 : 기획조정실장)

북위 25도

(대만 북단) 

5개 실시반, 1팀

(각 실국)

·상황판단회의 개최

·어선 대피 등 운영 점검

·소관시설 점검 관리

비상대책본부

(본부장 : 장관님)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5개 실시반, 1팀

(각 실국)

·상황점검회의 개최

·항만 폐쇄 등 운영 점검

·취약시설 점검 관리

구분

운영 기점

근무 편성

주요 임무

⇒

⇒

⇒

⇒

⇒

⇒

⇒

⇒

대비1단계

북위 22도

총괄부서

·비상근무체계 점검

·재난관리자원 점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대비2단계

북위 25도

태풍 각 실시반

·소관시설 현장점검

·항만 비상운영 준비

·재박선박 상황관리

대비3단계 대응단계

북위 28도 태풍 내습 시

태풍 각 실시반
태풍 각 실시반 및 

전 직원 비상대기

·취약시설 집중 점검

·항만 비상운영 가동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피해상황 조사·보고

·응급복구대책 시행

·유관기관 지원 요청

구분

운영 기점

근무 편성

주요 임무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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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어항, 수산 증·양식 시설 등 안전점검

●  (시설점검)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 자체 시설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즉시시정, 보수·보강 

등) 철저(본부, 지방청 등)

    * 중점관리시설 1,644개소(항만 653개소, 어항 991개소)

●  (증·양식 시설) 양식장 고박설비(닻, 부표) 점검, 이동가능 시설물 안전지대 대피, 필요시 양식물 조기출하 등 

실시(지방청, 지자체, 수협 등)

   - 산사태 대비 육상낚시터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유지

●  (안전관리 상시화) 태풍 대비 하역장비 이동·고박, 야적장 관리 실태, 위험물 하역시설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상시 점검(지방청 등)

■  부두·방파제 등 해안가 안전관리

●  (인명사고 예방) 국가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국가어항 내 방파제 등 위험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구명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 강화(지방청, 항만공사, 어촌어항협회 등)

   *  △ 풍랑, 강풍, 너울성파도 등 자연현상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낚시객, 관광객 등의 출입이 많은 해안가 

중 방파제, △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어항과 해안가 선착장, 월파로 침수가 우려되는 해안도로 등

■  가거도 방파제 등 공사현장 안전점검

●  (공사장 점검) 재난발생 시 공사현장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방자재 확보실태, 수해 대비교육 등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관리실태 점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앙합동점검 시 우리부 소관 건설공사장 점검 및 항만·어항·여객터미널 등 자체 안전관리 점검

(3∼4월) 실시(지방청)

■  선박 안전조업 및 안전운항 홍보

●  (어선) 기상특보 등 재난관련 정보를 SSB, VHF를 통해 방송*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푸쉬 알림**을 

활용하여 신속 전파(우리부, 수협) 

    * 기상특보 발효 시는 매시간 방송 / ** 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서비스 

●  (여객선) 11개 운항관리센터를 통한 선장 등 운항관계자 대면 고지 및 네이버 밴드(1만여 명)를 통한 재난관련 

정보 공유(해양교통안전공단)

참고 2  해양수산분야 태풍대비 핵심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참고 3  관련 사진

▲ 어항 내 선박피항 

▲ 크레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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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부두 점검

▲ 선박계류 상태 점검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원스톱 해상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동결파쇄,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능을 탑재한 2,500톤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청항선 운영,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연간 약 12만톤(’21년)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오염도가 높고, 수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특성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부산, 울산, 경남)와 함께 총 45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거·처리용 선박을 개발하여 해상에서 시험 운영을 추진한다. 이 중 해양수산부에서는 

109억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 모듈 개발을 총괄한다. 

기존에는 바다에서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여 매립하거나 소각하였으나,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선박을 

이용하면 해상에서 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방식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감축될 뿐 아니라 선박 이동량이 최소화되어 온실가스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은 LNG-수소 연료 기반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되며, LNG 연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열*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동결 분쇄한다. 분쇄된 분말은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의 원료로 

투입되며, 합성가스로부터 생산된 수소는 선내에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로 연결되어 선내 전력 공급과 추진용 보조 동력으로 

활용된다.

* LNG 냉열 : 162℃의 초저온으로 냉각되어 있는 LNG를 기화하는 단계에서 방출되는 냉열(냉각된 에너지)

**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 : 폐기물을 초고온(13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유기물들을 열분해하고 단위 분자인 수소, 일산

화탄소 등으로 쪼개어 가스화하는 기술로, 기존 폐기물 소각방식 대비 대기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 

이러한 공정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쓰레기처리 공정을 수소 생산으로 대체하는 혁신기술로서, 선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제공한다. 동시에 선내 적재용량 제한으로 인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시로 귀항하여 하역하는 

기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방식의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작년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사전 기획을 포함한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가 삼성중공업 등 17개 연구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친환경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해양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탈탄소화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과 해양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8
해양쓰레기 원스톱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

- 부산대학교와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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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총사업비) ’22.04~’26.12(57개월) / 457.2억원

●  (참여기관) 부산대학교 주관, 삼성중공업 등 17개 기관

●  (사업내용)

   - LNG-수소 하이브리드시스템 및 LNG 폐냉열 활용, 수소생산·CO2 포집모듈 개발

   -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동결파쇄, 전기침탈염, 폐기물열분해 수소생산 등) 시스템 개발

   - 2,500톤급 실증선 설계·건조 및 시범운항을 통한 R&D성과 실증 및 해양 정화 활동

■  연차별 사업계획

산

업

부
LNG-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개발

1차년(’22) LNG 냉열회수·활용 모듈 등 개념 설계

2차년(’23) 수소생산(개질)·CO2 포집 모듈 등 상세 설계

3차년(’24)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 및 육상 성능 검증

4차년(’25) 선급 인증 획득 및 개발품 조선소 인도

5차년(’26) 시범 운항을 통한 개발품 실증

해

수

부
해양쓰레기 선상 One-stop 처리시스템 개발

1차년(’22) 동결파쇄·탈염·가스화 모듈 기본 설계

2차년(’23) 쓰레기 수거·처리시스템 상세 설계

3차년(’24) 모듈 제작 및 육상 성능 검증

4차년(’25) 선급 인증 획득 및 개발품 조선소 인도

5차년(’26) 시범 운항을 통한 개발품 실증

실

증

선

2,500톤급 실증선 설계·건조·운항실증

1차년(’22) 개념설계 및 발주용 사양서 도출

2차년(’23) 건조조선소 계약 및 선박 기본 설계

3차년(’24) 상세설계 및 강재·주요 기자재 발주

4차년(’25) 생산설계 및 선박 건조

5차년(’26) 선박 인도 및 시범 운항

■  개념도

참고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 온난화 

및 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기후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IPCC*에 따르면 해양은 전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흡수하여 기후변화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온 상승이 가속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 심화에 더하여 태풍 등 기후재해의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연안 

침식·침수 및 월파 등 연안 재해의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147억 원(잠정)을 투입하여,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온, 산성도 등 여러 기후요소들이 5km×5km 격자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정밀하게 예측하여, 2100년까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2026년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수집·분석한 해양관측 데이터와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종적으로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해수면 상승과 연안 재해, 해수온 상승과 수산자원의 변동 등 연안 지역 거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해양수산업계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과학 연구의 결과물이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활용 가이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과 인근 해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 수산업 적격지 판단 등에 있어 정책결정자와 산업계의 더 정확하고 

세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며, “해양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9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과학적 예측으로 먼 미래까지 내다본다
- 해양수산부, 해양 기후변화 장기전망 연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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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2~2026년 / 147억원(잠정)

●  (참여기관) 서울대학교(주관),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주요내용) 한반도 인근 해역 해양기후모델 개발 및 5km 해상도 수준 상세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  한반도 인근 해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과거 40년부터 재현하고 2100년까지 예측하는 고해상도 상세 시

나리오 개발  

<전지구 저해상도 모델과 특정지역 고해상도 모델 비교(Seo ea al., JGR 2014)>

   * 아랫줄과 같이, 동일 지역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예측력 높은 정보 생산 가능 

■  국내 해역 및 전지구 연평균 표층수온

●  최근 50년간(1971∼2020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약 1.05℃, 전 지구 표층 수온은 약 0.52℃ 상승 

<1971~2020년 한반도 연근해 및 전지구 표층수온 변화> 

■  우리나라 연평균 해수면 변동

●  1990~2019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매년 3.12mm씩 상승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100년 최대 1m 증가 전망(IPCC, 세계 평균)

   - 특히, 지난 10년간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의 118%로 해수면 상승은 가속화되는 상황

■  해양수산분야 주요 영향

●  (수산) 1980년 이후 한류성 어종(명태, 도루묵) 어획량 감소, 난류성 어종(고등어, 오징어, 멸치) 어획량 증가 

추이

   - 이에 더하여 한반도 주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빈번,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업피해 증가, 수산질병 취약성 증가 

●   (연안재해) 표사이동(동해), 포락·해수 범람(서해) 등 연안 피해가 발생 중이며, 계속적인 해수면 상승 및 태풍·

파랑 강도 증가 예상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50개소의 연안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된다고 평가된 ‘침식 우심지역’의 비율은 5년 전

에 비해 18%p 증가

참고 1  해양 기후변화 통합관측·장기전망 사업(R&D) 개요 참고 2  우리나라 해양 기후변화 현황



1.  대산해수청, 정박지 추가 지정 등 수역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산항 입출항 

안전 더욱 강화한다

2. 여수해수청, 노후항만 개축을 통해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 동해해수청, 동해항 대기환경 관리 강화

4. 인천해수청, ’22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5. 연평도·백령도, 정주여건 및 항만안전 개선 추진 

6. 부산항 진해신항, 스마트 물류허브 도약 위한 첫걸음

7. 마산해수청,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8. 거문도항 왕복 2차선 교량 건설사업 추진

9. 목포해수청, 신안 선도에 등대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한다

10. 평택해수청, 2022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정기 점검

국내 해사안전소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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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산항 신도항로 인접 정박지 지정 해상교통안전진단*’을 3

월 14일(월)부터 실시했다.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

고 평가하는 제도(2009. 11. 시행)

이번 안전진단은 대산항 항만시설 증설 및 입출항 선박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박지 추가 지정, 통항로 개선 등 대산항 

수역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안전진단대상인 신도항로 인접(A11, A12 하단) 정박지 추가 지정을 중심 과업으로 하고 ▲ 제2항로 활성화를 위한 

항로 확대방안 및 ▲ 제3항로 및 정박지(A13, A14) 활용 저조에 따른 대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 대산항 항만공사 증가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의 임시 대기 정박구역 설정 및 장안서 정박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해상교통진단 결과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행정규칙 등에 반영하여 바로 시행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제4차 대산항 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대산항의 안전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6개월간 한국해사컨설팅(주)가 수행하며 3월 말 대산도선사회, 대산VTS, 유화사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대산항 현장에서 개최했다.

항만물류과장은 “대산항 선화주 워크숍(’17~’21)에서 대산항 이용자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대산항 

입출항 안전 및 항만운영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도선사, 대산

VTS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향후 항만물동량 증가를 대비한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대산항 신도항로 인접 정박지 지정 해상교통안전진단01
정박지 추가 지정 등 수역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산항 입출항 안전 더욱 강화한다
- 대산항 신도항로 인접 정박지 지정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 -

■  용역 목적

●  대산항 항만시설 증설 및 선박 입출항 증가 등으로 신도항로 인접(A11, A12 하단) 정박지 추가 지정 

해양교통안전진단(3~4개소 신규 지정) 필요

    *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  국가부두 및 민간부두를 진·출입하는 선박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한 제2항로 통항로 개선(수심·폭)을 위한 

방안 마련 등

    * 대산항 선화주 워크숍(’17~’21) : 신도항로 이용에 따른 항행거리·시간, 항비 증가 등

■  과업대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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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여천)항 낙포부두의 안정성 제고와 부두 활용성 증진을 위한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1,795억원 소요)*”을 4월 7일(목) 발주했다.

* (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 ’22~’28 / 1,795억원 / 부두 개축 3선석

준공(’78.)한 지 약 44년 경과된 낙포부두는 석유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로서 연간 6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내용연수(’40년)를 초과하여 운영 중에 있다. 

* (’18.) 754만톤 → (’19.) 740만톤 → (’20.) 695만톤  → (’21.) 662만톤

2013년 12월 정밀점검 결과, 동 부두 5개 선석 중 2개 선석(4, 5번 선석)이 D등급(미흡)*을 받아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노후화가 심각해 2019년 5월부터 1번 선석을 제외한 2~5번 선석은 2.5톤 이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D(미흡)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 결정 필요 상태

또한, 현재 부두 하부의 노후화가 심하여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학공업제품 운송용 파이프라인이 파손될 위험이 크고, 부두 

노후화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 시 광양만권 해상에 대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이 존재해왔다. 

본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23년 상반기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795억원을 투입하여 

부두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두를 제거하고 신규로 부두 3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부두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상부로 이설하면 위험화물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계획) ’22.4월 발주 → ’22.7월 입찰공고 → ’22.8월 현장설명회 → ’23.1월 설계심의

또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19)”에 따라 내진 1등급을 적용하여 부두 안전성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부두를 제거·

신설하는 방안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도 부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부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석유화학 원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되어 30년간 약 1,528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항만건설과장은 “광양(여천)항의 중추 항만인 「낙포부두 개축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부두 안정성 확보를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2
노후항만 개축을 통해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발주 -

참고 1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성능, 수명연장)을 통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항만 이용자 편익증진 및 부두 

활용성 증대

●  (사업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 일대

●  (사업기간/사업비) ’22.~’28. / 179,485백만원

●  (사업내용) 낙포부두 3선석 개축(780m)

■  추진경위

●  ’10. 4. :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 및 Port Renewal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19. 8.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 0.85, AHP 0.536)

●   ’20. 3. ~ ’20.12. : 기초조사용역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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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사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풍속 관측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에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하역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동해항은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 

일반하역 작업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동해항 남방파제 등대에 1개소가 운영 중이었으나, 금번에 북부두, 서부두에 각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항만 내 

구축된 방송시스템과 전화(문자)를 활용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현재 풍속을 알려주고 정확한 풍향과 풍속을 모른 채 

작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향·풍속정보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https://donghae.mof.go.kr)에서 24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인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03
동해해수청, 동해항 대기환경 관리 강화

- 하역작업 제한을 위한 풍향·풍속 관측 시스템 추가 설치 -

참고 2  낙포부두 현황

▲ 하부배관 설치 현황

▲ 시설물 파손 현황

5번선석

4번선석

3번선석

2번선석

1번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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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6명 중 8명을 2022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가필수도선사는 『도선법』 개정(’18.9.)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번째* 지정하게 되었으며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지정하여 비상시에도 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9년 5명, 2020년 8명, 2021년 8명, 2022년 8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국 최초로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가 방호장비를 갖추고 외국적 선박을 도선한 바 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 시 국가필수도선사가 우선 배치되어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인천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4
인천해수청, ’22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 비상시 인천항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도선사 중 8명 선발 -

■  풍향·풍속계 설치 계획도

■  풍향·풍속 정보활용 체계도

참고  동해항 풍향·풍속계 설치 계획도 및 정보활용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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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항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사업’과 ‘용기포항 카페리 부두 접안시설 축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평도항과 백령도 용기포항은 인천항으로부터 각각 83.2km, 191.4km 떨어진 서북도서로 2012년 8월 해양수산부가 

해양영토관리, 기상악화 등에 따른 유사시 선박 대피, 지역주민 정주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고자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였으며, 북방한계선(N.L.L)을 구성하는 서해5도의 일부인 지리적 여건에 따라 연평도·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도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1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2023년 2월까지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및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연평도항은 총공사비 416억원 규모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방파제 183m, 접속도교 40m, 파제제 95m, 

어선부잔교 1기 등을 설치한다. 동 사업이 완공되면 부족한 어선접안용 부두와 어항부지 일부가 추가 확보되어 도서민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포항도 총공사비 187억원 규모의 카페리 부두 130m를 2023년 하반기 발주하여 2025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카페리 

선박의 전용 선석 확보로 선석 혼잡 해소와 선박 운항의 정시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연평도항 및 용기포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북도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5
연평도·백령도, 정주여건 및 항만안전 개선 추진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용기포항 카페리 부두 축조사업 설계 착수 -

참고 1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 확충으로 국가안보 강화 및 긴급 구난 체계를 확보하고 항만시설용 부지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 개선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항 일원

●  (사업기간/사업비) ’22.~’27.(설계 ’22.3.16.~’23.2.15.) / 41,630백만원

●  (사업내용) 방파제 183m, 접속도교 40m, 파제제 95m, 어선부잔교 1기 등

●  (설계사) ㈜세일종합기술공사

■  추진경위

●  ’12. 8. :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  ’13.12. : 국가관리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2. 3. : 연평도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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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항내 접안시설 부족으로 카페리 선박과 화물선박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항내가 혼잡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카페리 부두 신설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

●  (사업기간/사업비) ’22. 3.~’24.12.(설계 ’22.4.1.~’23.1.29.) / 18,701백만원

●  (사업내용) 카페리 부두 130m, 경사로 30m, 준설 1식

●  (설계사) ㈜항도엔지니어링

■  추진경위

●  ’12. 8. :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  ’13.12. : 국가관리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2. 4. : 용기포항 카페리 부두 접안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연차별 투자 계획

참고 2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접안시설 축조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을 스마트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정부부문 기반시설 용역의 통합 착수보고회를 4.19일(화)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은 컨테이너부두 앞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방파제와 방파호안 3.2km, 해저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호안 5.9km, 케이슨 등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제작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8년까지 총 1조 7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부산항이 스마트 물류허브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되는 시설 

확충 사업이다.

*  (방파제) 1.4km, 2,715억원 / (방파호안) 1.8km, 5,817억원 / (투기장) 5.9km, 8,291억원 / (제작장 조성) 26천㎡, 

459억원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앞서 ’22년 예산으로 정부부문 기반시설의 용역비 14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 올해 안에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와 턴키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20.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후 ’21.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31년까지 총 7.9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 방파제 1.4㎞, 호안 8.1㎞ 등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항은 연간 800만TEU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2032년에는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첨단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인 선박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수심·용량이 모두 커진 초대형 터미널로 건설되어 최대 3만TEU급 초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부두의 모든 영역에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항만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정부부문 기반시설사업 착수를 통해 부산항이 스마트 물류허브 항만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뗐다”라며 “앞으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6
부산항 진해신항, 스마트 물류허브 도약 위한 첫걸음

- 정부부문 기반시설용역 통합 착수보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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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선박 대형화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의 적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사업규모

   - (남방파제) 방파제 1,400m / 2,715억원 / ’22.~’27.

   - (남측 방파호안) 방파호안 1,826m / 5,817억원 / ’22.~’27.

   - (준설토투기장(3구역)) 투기장 호안 5,939m / 8,291억원 / ’22.~’28.

   - (제작장) 제작장 26천㎡ / 459억원 / ’22.~’26.

■  위치도

참고 1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선박 대형화, ‘컨’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대규모 ‘컨’부두를 확보하고,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 육성

●  (구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측(모든 구역 진해지역)

●  (특징) 대수심·대용량*부두, 항만자동화 등

   * 수심 23m(3만TEU급 초대형 선박 상시 입·출항 가능) / 400m(L)×800m(B)

●  (기대효과) 연간 컨테이너 3,242만TEU 달성(’32년), 스마트항만 구현 등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총사업비
7조 9,208억원

·재정 2조 7,988억원
·민자 5조 1,220억원

4조 7,283억원
·재정 1조 2,641억원
·민자 3조 4,642억원

12조 6,491억원
·재정 4조  629억원
·민자 8조 5,862억원

사업
내용

‘컨’부두
9선석

(3만TEU급×9)
6선석

(3만TEU급×5, 피더부두×1)
15선석

(3만TEU급×14, 피더부두×1)

방파제 1.4㎞ 0.8㎞ 2.2㎞

호  안 8.08㎞ 4.82㎞ 12.9㎞

배후단지 674천㎡ - 674천㎡

공급
시기

’29년까지 3선석 - 3선석

’31년까지 6선석 - 6선석

장래 - 6선석 6선석

참고 2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계획

▲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선석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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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부산항 진해신항 조감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시행중인 관할 항만·어항 건설현장(9개 현장, 설계용역 2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만 국한하여 시행 

하였으나, 최근까지 건설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 의무 강화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왔다.

* ’21년 상반기 건설사고 2,270건(사망 131건, 부상 2,118건), 국토안전관리원 리포트, ’22. 4. 

이에 대응하고자 마산해수청에서 시행하는 금번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 3대 다발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중점 관리, △ 건설기계 운용 전 자체 점검 강화, △ 전문가 합동 

정기 안전점검 실시, △ 현장 근로자 소통·협업 기회 마련, △ 중대재해 발생 시 세부 조치계획,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이다.

 마산해수청에서는 이외에도 휴일·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작업별·장비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고용노동부 

배포)를 기반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수시·정기(분기·반기)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붕괴방지용 스마트 계측기, 자동화재 감지센서, 안전관리용 cctv 설치·드론 이용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시설·장비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래계획으로는 안전 선진화를 위해 IT기반 스마트 통합 안전시스템 

(음주측정, 작업자 동선 확인, 일일 작업지시, 위험경보 작동 등)의 개발 시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마산해수청장은 “안전한 항만·어항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긴급조치 계획이 포함된 금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산업재해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7
마산해수청,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경남권역 건설현장 대상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조치방안’시행 -

(단위 : 백만원) 

구분 항 명 공사명(용역명) 공사(용역)비 공사기간

항만

(국가관리 연안항)
국도항 국도항 동방파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76 ’22.03.~’23.06.

어항
(국가어항)

광암항 광암항 정비공사 24,093 ’20.12.~’24.11.

원전항 원전항 정비사업 28,440 ’19.12.~’24.11.

물건항 물건항 다기능어항 건설공사 33,098 ‘17.07.~’22.07.

외포항 외포항 정비공사 32,243 ‘15.08.~’22.07.

신수항 신수항 정비공사 20,444 ’19.12.~’24.11.

욕지항 욕지항 다기능어항 조성공사 32,635 ’21.06.~’26.06.

미조항 미조(남)항 정비공사 15,084 ’21.07.~’24.07.

장목항 장목항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597 ’21.03.~’22.10.

참고  마산해수청 관할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건설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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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기존 삼호교 전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 5월 18일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문도항의 기존 삼호교는 고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1991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며, 교량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건설장비와 같은 중차량 통행 제한 및 양방향 동시 통행의 불가능 

등 차량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이다.

* 기존 삼호교 설계하중 13.5톤, 교량 폭 5.0m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복 2차선 교량 건설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안항 기본계획 상 

총사업비 약 45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제2삼호교가 건설되면 기존 삼호교와 연계하여 차량 및 사람의 통행분리를 유도하고, 

거문도 내 고도-서도-동도 간의 원활한 차량 교통흐름을 제공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08
거문도항 왕복 2차선 교량 건설사업 추진
- 여수해수청,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착수 -

참고 1  위치도 및 기존 삼호교 전경



12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29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여름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지도읍 선도항 인근 암초에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등표)를 설치한다.

등대는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3.8억 원을 투입해 직경 5.7m, 높이 12.8m 규모의 원형 철골구조로 설치되어 선박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

설치 지점은 섬에서 약 140m 뻗어있는 수중 암초로 물이 들 경우 눈에 보이지 않아 선도항 입·출항 선박은 물론 선도 인근 

해역 운항 선박들의 좌초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선도가 봄철이면 수선화로 섬 전체가 노랗게 물드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선화를 형상화한 등대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해 위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해역에 

항로표지 시설을 확충해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9
목포해수청, 신안 선도에 등대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하다

참고 1  설치 대상 간출암 전경사진

▲ 설치 대상 암초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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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설치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선도남동방등표 표준단면도

▲ 선도남방방등표 설치 대상지 위치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4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했다. 

평택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
평택해수청, 2022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정기 점검

- 불법 매립,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법령 제·개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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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중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총 목표척수가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구분 시 석유ㆍ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는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8696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운영협약"을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입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수산물의 지정 및 고시 권한을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 관리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대통령령 제32610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따른"을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ㆍ고시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96호, 2022. 1. 4., 일부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0호, 2022. 4. 27., 일부개정]



13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37

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등의 권한을 수산물 검역ㆍ방역제도의 운영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611

호, 2022. 4. 27.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4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제2호 중 "해담함"을 "해당함"으로 한다.

제37조의11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1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7조의13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의14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37조의17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51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7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외국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의 권한을 수산물 검역ㆍ방역제도의 운영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수산생물 검역 및 방역 등의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61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5호의2, 제8호의2,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 제15

호의2, 제15호의3, 제16호의2, 제16호의3,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8의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요구, 수산생물거래기록의 대상지역 등의 

고시

9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10의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의 고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 처리의 승인

10의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 위생조건의 고시

14의2.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14의3. 법 제37조의10제6항에 따른 진료부에 관한 사항의 보고 요구,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의 출입ㆍ조사

14의4. 법 제37조의15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 및 지휘ㆍ감독

14의5. 법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수료 조치

15의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15의3.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6의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및 수입검역에 필요한 조치의 지시

16의3.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진료부, 처방전 등의 검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9.] [해양수산부령 제543호, 2022. 4. 29., 일부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1호, 2022. 4.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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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산물 가공시설의 위생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관련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고,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불법 조업감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

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75

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02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보령해양수산출장소를 신설하고,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증원되는 인력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해양수산부령제5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194호(2022. 02. 22.)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제5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4. 29.]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일부개정]

18.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영 제19조제2항"을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으로, "위임받은"을  

"위임ㆍ재위임받은"으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 처리 승인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지정검역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인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처리의 승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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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5항제16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9항제4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4호 중 "감용기"를 "감용기(減容機: 

폐스티로폼 등을 압축하여 줄이는 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3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7항제18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8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

으로 한다.

7.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0. 소금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3. 염업조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7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운영 

지원"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제3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1호(종전의 제26호) 중 "아니 

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12.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수산물 안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1.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 등 총괄ㆍ조정

22.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6. 친환경양식 김 활성처리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운영

27.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8. 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

29. 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30.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제8조제18항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상교통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제10조제6항제30호 중 "침선표지"를 "침선표지(沈船標識: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ㆍ수산물안전과"로, "두되"를 "두며"로, "기술서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

을 "기술서기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 검역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8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식품안전사고 대응

2.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운영과 수산물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관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ㆍ감독

5. 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

6.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7.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련 제도의 운영

8. 수산질병 관리사ㆍ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9.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10.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의 운영

11. 수출수산물 검사 관련 제도의 운영

12.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13.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대응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운영

16.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수출수산물의 안전관리 지원과 수출상대국의 위생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18. 수출수산물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

1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에 관한 업무

20. 소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금산업의 안전ㆍ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22.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염전 생산시설의 개선과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24. 염업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소금 관련 전문인력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26. 소금 이력관리제 관련 업무의 총괄

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하는 사항 중 수산물 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총괄 및 제도개선"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출국가"를 "수출국 

현지실사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검역시행장ㆍ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 제도의 운영

14.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ㆍ취급관리 제도의 운영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물"을 "수산물ㆍ수산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운영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2.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운영

3. 수산생물질병의 점검과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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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수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5. 수출수산물의 검사와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점검

6.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7. 소금의 품질검사

8. 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9.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의 수리와 사후관리

10.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품질인증 및 친환경수산물인증과 그 사후관리

12.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하는 사항 중 수산물 방역에 관한 사항

16. 지원 내 예ㆍ결산과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7. 지원 내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제7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3명"을 "4명"으로,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을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으로 한다.

제42조제9항 후단 중 "5명"을 "4명"으로 한다.

제46조제9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안전심판원에 둔다.

⑬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별표 5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중 "포천군ㆍ양주군"을 각각 "포천시ㆍ양주시"

로 한다.

별표 7의 묵호해양수산사무소란 다음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7"을 "589"로 하고, 일반직 계 "593"을 "585"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

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2"를 "51"로, 행정사무관

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

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7"을 "194"로,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7"을 "204"로, 행정주사

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1"을 "30"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0"을 "5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6"을 "589"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해

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2"를 "51"로, 행정사무

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

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5"를 "202"로,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

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1"을 "198"로 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중 총계 "292"를 "3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90"을 각각 

"30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을 "4"로,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9"로,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73"을 "77"로,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5"를 "78"

로,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1"을 "53"으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292"를 "3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90"을 각각 

"30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을 "4"로,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9"로,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73"을 "77"로,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5"를 "78"

로,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1"을 "53"으로 한다.

별표 18의3 및 별표 18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69"를 각각 "872"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

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을 "168"로,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

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1"을 "234"

로,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71"을 각각 "874"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

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7"을 "168"로,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

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3"을 

"236"으로,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1,269"를 "1,2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67"

을 각각 "1,268"로 하며,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2"를 "413"으로,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운

전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1"을 "112"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1,271"을 "1,2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69"를 

각각 "1,27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3"을 "414"로,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운전

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11"을 "112"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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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제6호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7호ㆍ제8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 제18호부터 제31호까지, 같은 조 제

18항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8호, 제12조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별표 16 및 별표 29

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2

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3을 적용한다.

③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4를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

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 

연구사 1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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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위험물 검사 

등의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2022. 5. 18.]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3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적ㆍ기술적"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적ㆍ기술적"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한다.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022. 6. 1.] [법률 제18539호, 2021. 11.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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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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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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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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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49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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