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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I. 개 요

●  일시 / 장소 : ’22.5.16.(월) ~ 5.20.(금) (5일간) / 원격회의(ZOOM)

●  배경 : IMO는 탄소집약도(CII)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중·장기 조치 후보조치 선별*에 대해 회기 간 작업반**에

서 논의하도록 위임함

*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탄소부담금 부과 제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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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앞서 개최하는 작업반회의

●  논의 의제 : 단기조치 이행을 위한 탄소집약도 감축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중·장기 조치 및 IMO 온실가스 논의 

방식 등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중·장기 조치에 대한 구체적 제안사항

< 논의 결과 요약 >

■ IMO 중·장기 조치 작업계획(1단계, ~’22.上) 후보조치를 식별하여 MEPC 78 채택 요청

 기술적 조치     :  ① GFS(연료표준제도), ② IMSF&R(국제해사지속가능 기여금·보상금)

 시장기반 조치  :  ③ ETCS(배출권거래제), ④ GHG levy(탄소부담금),      

⑤ ZEV 인센티브(Zero Emission Vessel), ⑥ IMRB(국제해사연구이사회)

 결합 조치        : ⑦ 연료표준제도+탄소부담금, ⑧ 연료표준제도+배출권거래제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

*  선박 설계 또는 운항 효율을 강제화하거나 생산부터 운송, 연소까지 연료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감축 조치 종류

●  (EU, 미국 등) EU, 미국 등은 산업계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탄소 연료대체 및 공급망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는 GFS* 

도입을 지지함

*  연료표준제도(GFS, GHG Fuel Standard) : 선박의 연간 연료유 사용 기준 평균 선박별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를 제한하며, 단계적으로 강화(EU, 노르웨이 제안)

- 다만, 개도국의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치와의 결합 필요성을 언급함

●  (중국, 브라질) 중국, 브라질 등은 개도국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IMSF&R* 제도를 지지하며,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촉구함

*  International Maritime Sustainability Funding and Reward : 국제해사지속가능성 기여금 및 보상금)

-  미국은 개도국 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수입금이 불충분하고, 동 제도를 통한 GHG 감축량이 목표에 미달할 수 있음을 

우려함

 시장기반 조치(Market Based) 또는 경제적 조치(Economic)*

*  화석연료 가격을 강제적으로 상향하여 시장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금 등을 책정하여 탄소수입

금을 형성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조치

●  (EU, 미국) 개도국 등의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시장기반 조치 도입에 동의하나, 연료표준제도(GFS)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함을 주장함

*  군소도서국(SIDS), 저개발국(LDCS)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항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

●  (노르웨이) 탄소부담금은 비용 지불을 통해 책임회피가 가능하고, 부담금 수준 합의가 어려우므로 시장가격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장함

●  (일본, 중국) 탄소부담금제도는 탄소가격* 부담이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First Mover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함

* 탄소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100달러, 2035년까지 300달러로 단계적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마샬 아일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므로 탄소부담금 제도가 국제해운에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함

●  (군소도서국)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탄소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며, 개도국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주장함

●  (선주단체) 국제해운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보다 실질적인 기술 확산이 필요하므로 IMRB의 빠른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함

 결합 조치(Basket of Measures 또는 Combination of Measures)*

*  기술적 조치인 연료표준제도와 시장기반 조치를 결합한 상호 보완적 조치

●  대부분의 회원국 및 단체가 기금마련을 위한 시장기반 조치와 IMO 목표달성 보장을 위해 결합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환경단체는 어떠한 결합조치라도 파리협정의 목표(1.5℃)와 일치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탄소수입금은 공정한 전환

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주장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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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조치 분류 >

2. 탄소집약도 감축 회기 간 실무작업반 결과 보고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SEEMP)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안

*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개

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

●  (내용) 기존 SEEMP Part I, II와 구별된 Part III 적용대상* 및 검증 절차 등을 명시한 개발 및 검증 가이드라인 제·

개정안 개발을 완료함

*  (적용대상) ① Part I : 총톤수 400톤 이상 ② Part II : 총톤수 5,000톤 이상 ③ Part III : EEDI 적용 대상 선종 중 총톤

수 5,000톤 이상

●  (결과) 회기 간 실무작업반(CG)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SEEMP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을 MEPC 78에 채택 

요청함 

 탄소집약도(CII) 데이터 검증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  (내용) 기존 IMO 선박연료유 보고(DCS)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에 탄소집약도(CII)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개발함

*  선박 기국 또는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 CII 등급 산정을 위한 1년간 데이터 계산 방법 등

●  (결과) 회기 간 실무작업반 논의에서 다수 회원국이 동의하였으며, 탄소집약도(CII) 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MEPC 78에 채택 요청함

 보정계수 및 항차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  (내용) 탄소집약도(CII) 산정에 있어서 운항 이외의 연료사용량*에 대한 보정계수 및 항차조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개발함

*  선박 추진과 관련되지 않은 화물 관리 및 이송 관련 연료사용량과 특정 선종의 운항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되는 연료사

용량 등으로 총 23건의 제안사항 중 10건이 수용됨

●  (결과) 회기 간 실무작업반에서 수용된 보정계수 및 항차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MEPC 78에 채택을 

요청함

3. 온실가스 감축 의제 관련 작업량 처리 방법 및 대체 작업방식 고려

●  (내용) 기존 논의방식을 유지하자는 개도국*과 논의방식 개선을 위한 회기 간 실무작업반(CG)을 개설하자는 

선진국**의 제안으로 나뉨

*  (개도국) 기술작업반(ST-GHG)의 설립에 반대하며, 현재 회기 간 회의를 유지하고 회기 간 회의(2회) 및 회기 간 실무

작업반(1회) 횟수를 제한하여 개도국의 부담을 줄이도록 제안함

**  (선진국) 개도국 행정부담, 다국어 사용, 회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작업방식을 만들기 위한 회기 간 실무작업반 

설립을 제안함

●  (결과)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작업방식의 필요성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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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일시 / 장소 : 2022.6.6.(월) ~ 6.10.(금) / 원격회의

●  참가인원 : 109개 회원국/준회원국/정부 간, 비정부 간 기구/국제기구 대표 약 340여명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만재흘수선협약(ICLL) 요건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 빈도 및 형식에 따라 

손상복원성 검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밀문(Watertight Door)과 관련된 MARPOL 부속서 I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송규칙(IBC code) 개정안이 채택됨 (발효 : ’24.1.1)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유해액체물질에 관한 오염도 평가기준 최신화에 따른 MARPOL 부속서 II 부록의 

개정안이 채택됨 (발효 :’23.11.1)

2. 선박평형수 내 유해생물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경험축적기* 중 마지막 단계인 협약검토 단계의 연장 제안에 따라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개설하여 협약검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경험축적기 : 협약 이행에 관한 1. 자료수집, 2. 자료분석 및 3. 협약검토의 세 단계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협약 개정사

항을 식별하기 위한 기간

●  면제 선박, 간헐적 국제운항 선박 등이 주요 평형수 관리방안으로서 ‘기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증서 상 표기 방법을 통일함

●  제조단계에서 IMO 최종 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의 처리물질 종류, 농도 및 필터 등 BWMS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하는 기준 및 절차를 승인함

●  수질 악조건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 협약 적용을 위한 비상조치 방안(BWM.2/Circ.62)의 개정안이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BWE+BWT* 처리 지침 개발 및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BWE+BWT(평형수 교환+처리) : 선내에 BWMS로 처리하지 않은 평형수 주입 → BWMS 운전 가능 해역으로 이동 

→ BWMS로 처리한 물로 선내의 처리하지 않은 평형수 교환

02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3.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선박의 디젤엔진에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기 위해 화학성분, 정제방법 등 연료 이용조건(MARPOL 부속서 6, 제 

18.3 규칙)에 대한 통일해석이 승인되었으며, 기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의제 문서는 MEPC 79차에서 논의 예정임

●  연료유 사용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연료유 공급서(BDN : Bunker Delivery Note)상 

필수 정보로 연료유 인화점(Flash point)을 포함하도록 하는 협약개정 초안을 승인함

●  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9차에서 개발이 완료된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배출수의 위해성 및 영향평가 

지침서 및 EGCS 잔류물의 육상수용시설 양륙 지침서를 승인함

4. 선박으로부터 GHG 감축

●  IMO 온실가스 초기전략 개정 논의에서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선진국(찬성)과 개도국(반대) 간 의견 차가 있었으며, 

금번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ISWG-GHG 13차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함

●  ISWG-GHG 11, 12차 논의결과를 수정 없이 채택함에 따라 연료유 전 과정 평가(LCA)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회기 간 실무 작업반이 개설되고, ISWG-GHG 13차에서 중기조치 제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단기조치(EEXI, CII)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이 채택됨

●  선상 탄소포집 시스템(CCS)의 산정 및 검증지침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구체적 제안 문서를 

제출하여 MEPC 79차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5. 해양 플라스틱

●  해양 플라스틱 주요 원인인 유실 어구 감축을 위해 MARPOL 협약개정을 통한 어구표식 의무화와 지침 개발을 

통한 자발적 조치 설립이 제안됨

-  바누아투, 독일 등 38개국은 강제적 조치를, 일본, 미국 등 21개국은 자발적 조치를 지지하였으며 의장은 PPR 전문위

원회에서 FAO와 협력하여 어구표식 지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하고, 회원국에 어구 마킹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

●  해양쓰레기 감축 및 관리강화를 위해 선박 폐기물기록부(GRB) 의무 비치 대상 선박 기준을 강화하는 MARPOL 

협약 부속서 Ⅴ 개정(안) 승인

-  개정 내용 : 비치 대상 선박 기준을 기존 총톤수 400t 선박에서 100t 선박으로 변경

6. 특별해역, 배출통제해역 및 특별민감해역의 식별

●  지중해 연안 전체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통제지역(SECA) 지정 제안에 대하여, Technical Group의 검토 후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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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일시 / 장소 : 2022.6.21.(화) ~ 6.30.(목) / 원격회의

●  의 장 : Mr. Nigel Clifford(뉴질랜드)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극지해역 운항 non-SOLAS 선박의 안전을 위한 SOLAS 및 Polar Code 개정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 적용 선박*에 대한 극지해역코드(POLAR Code) 제9장(항해안전설비) 및 제11

장(항해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적용을 위해 마련한 SOLAS 협약 및 극지해역코드 개정 초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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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발효일 이후 건조된 대빙 구조를 갖춘 선박의 음향측심장비(2개) 설치 의무, 안테나 착빙 조치, 대빙 보강

된 선박의 경우 선체 아래 돌출된 센서를 얼음으로부터 보호, 얼음 발견을 위한 조명수단(2개) 확보, 위도 80도 이상 

항해 선박의 GNSS 컴파스 또는 동등수단 비치, 극지해역 항해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요건

- 개정 사항은 MSC 106차(’22.11) 승인 및 107차(’23.5, 잠정) 채택 후 ’26.1.1일부터 시행 예정임

2. 전자경사계* 비치를 위한 SOLAS 개정

*  항해 중인 선박의 파도에 의한 상하동요/횡요 각도 및 주기를 관측하고 계산함으로써 선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항해자료기록기(Voyage Data Recorder)에 연동되어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에 활용 가능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3천 톤 이상의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에 전자경사계를 강제 비치*하기 위한 

SOLAS 개정 초안에 동의함

*  선박의 상하동요/횡요로 인해 갑판 위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유실 사고, 화물창 내 적재된 고체 산적화물의 과도한 이

동으로 인한 선박의 전복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전문위원회는 전자경사계가 항해 의사결정 및 사고조사에 도움이 되는 장비이나, 항해에 필수적인 장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전 선종에 확대 적용 및 백업시스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 않음

-  개정 사항은 MSC 106차(’22.11) 승인 및 107차(’23.5, 잠정) 채택 후 ’26.1.1일부터 시행 예정임

03
제9차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

3.  중국의 지역위성항법체계의 메시지전달 기능(BDMSS)을 GMDSS* 구성 요소로서의 인증 논의

*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1988년 채택된 제도로 선박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시 수

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 중파, 단파, 초단파 등을 이용한 해상통신장비를 통하여 조난정

보를 전파·공유하는 체계

●  중국은 2000~2007년 발사한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BMDSS(2016년 IMO MSC 96차에 인정 신청서 

제출)를 GMDSS 제도에 부합한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RMSS)로 인정받기 위해 NCSR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음

-  IMSO(국제해사위성기구)에서는 RMSS 인증 전 GMDSS 관련 기준(결의서 A.1001(25) : GMDSS에 사용되는 이동

위성시스템의 평가 기준)에 따라, ▲ 인정된 이동위성시스템 기능 요건 ▲ 위성 가용성 ▲ 예비위성 복구 조건 등이 기

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함

-  중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필수적인 기능요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 회기에 GMDSS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인정 요청 의제를 제출하였음 

-  논의 결과, IMSO에서 BDMSS의 RMSS로의 인정을 위한 기술운용평가를 수행하고, 식별된 미해결 검증사항*에 대

한 현장검증을 추가 실시(’22.7) 후, 보고서를 MSC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MSC 106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ITU의 BDMSS 주파수 조정 문제 및 백업 제어국 구축 사항에 대한 현장검증 필요

4. 전쟁 발생 해역에서의 수색·구조(SAR) 활동 보장을 위한 IMO 차원의 조치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 흑해 지역에서 수색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수색구조 지역을 임의로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MSC 106차( ’22.11) 전 

통신작업반을 설립하여 그 결과를 MSC 106차에 제출할 것을 제안함

-  프랑스 등 27개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통

신작업반 설립에 대한 절차*를 고려하여 MSC 106차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발언함

   *  MSC에서 작업계획(Output)으로 승인 및 담당 전문위원회를 NCSR로 할당한 의제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NCSR

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통신작업반 또한 MSC에서 승인되어야 설립할 수 있음

-  의장은 우크라이나 및 관심 있는 국가들이 MSC 106차에 관련 문제를 재차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통항금지해역 등 선박 안전항해 관련 결정사항

●  우크라이나 오데사항 TSS(선박통항분리제도) 등 각국 연안 해역의 선박 항로 및 선위통보제도 개정 제안사항(총 

10건)이 3건을 제외하고 승인됐으며, 승인된 사항은 MSC 106차(’22.11)에서 채택 및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임

-  금번 승인되지 않은 3건(NCSR 9/3/1, 9/3/7, 9/3/8)에 대해 NCSR 10차에 해당 문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  동 의제 논의를 위한 업무량 경감 목적으로 본 회의 6개월 이내에 회기 간 작업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NCSR 10차에 제안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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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해도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관련 기준 개정

*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 해도정보 및 안전항해에 필요한 각종 정보(본선 운항

정보, 주변 선박 위치 등)를 전자화된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한 장비

●  (ECDIS 사용지침 개정) ECDIS 필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의 테스트 또는 재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용지침의 개정안이 큰 이견 없이 동의됨

-  동 지침은 제조사, 사용자 및 형식승인 기관 등에서의 자발적 이행을 위한 권고적 성격을 지니며, 개정된 지침에 수록

된 추가의 테스트 또는 재승인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 MSC 106차(’22.11)에서 승인 후 개정된 지침이 발행될 예정임

●  (ECDIS 성능기준 개정) ECDIS 상 다양한 수로정보 표시를 위해 차세대 수로정보 표준(S-101)을 도입하는 

성능기준 개정안이 큰 이견 없이 승인됨

-  새로운 성능기준은 2029년 1월 1일 이후 선박에 신규 탑재되는 ECDIS부터 적용되며, 2026~2029년에 설치되는 

ECDIS는 새로운 성능기준 또는 이전 성능기준(Res.MSC.232(82))을 만족하는 ECDIS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유

예기간을 설정함

- MSC 106차(’22.11)에서 채택 후 개정된 성능기준이 발행될 예정임

I. 개 요

●  일시 / 장소 : 2022.7.11.(월) ~ 7.15.(금) / 원격회의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이사회 의사규칙

●  러시아, 중국 등이 제안한 의사규칙 개정*은 다수 회원국의 반대**로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  현행 의사규칙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이사회 개최 ‘최소 1개월 전’ 회원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정기 이

사회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의사규칙(제2조 및 제13조)에 특별이사회도 통보 대상임을 명

시하도록 개정

**  우리나라, 덴마크, 벨기에 등은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시의성 있게 소집되어야 하므로, 기

존 의사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전략, 계획 및 개편

●  사무국에 IMO 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검토를 요청하고, 회의 공개범위 설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  우크라이나의 ‘회원국감사’ 절차 개정* 제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감사 시 감사관은 수감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 감

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첫 번째 감사 주기(모든 회원국이 한 차례 수감 완료)가 끝난 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3. 자발적 다자 신탁기금 설립

●  이사회는 개도국의 회의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다자 신탁기금의 지급기준, 권고사항 개발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회기 간 실무작업반’ 재설립을 결정함

04
제127차 이사회



1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7

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4. IMO 회원국감사 제도

●  코로나19 임시 조치로 원격감사를 지속*하고, 원격감사를 위해 개발한 ‘추가 사전질의서**’를 대면감사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원격 감사방식 선택 가능(우리나라는 대면감사 수감)

**  원격감사를 수감하는 회원국이 자국의 협약이행 현황에 대한 사항을 IMO 사무국과 감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해야 하

는 문서

5. 외부 협력사항 

●  ‘2022년도 국제해사상’ 후보자(3명)에 대한 회원국 투표 결과, 몰타에서 추천한 후보자(David Joseph Attard 

교수*)가 수상함

*  해상법 전문가로 몰타대학 및 세계해사법대학원(IMLI) 교환교수로서 최근까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개도국 지원을 

포함,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

●  이사회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관련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며, 사무총장은 차기 

이사회에 소개 예정임을 언급함

*  ‘UN 안보리결의 2395(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로 해상에서 정찰 및 감시를 규정함)’ 등과 관련, UN 전문가 패널

이 UN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로 IMO 사무총장의 의견이 포함됨

6. 대면·원격방식의 병행회의

●  대면·원격방식의 병행회의를 시범 운영*하고, 차기 이사회(’22.11.) 전까지 개최되는 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병행 여부를 확정하기로 결정함

*   ’22년 9월 개최되는 ‘제8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8)부터 1년간 병행회의(Hybrid) 시범 운영

** 제28차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총회(’22.9), 제44차 런던협약/제17차 런던의정서 자문회의(’22.10) 등

-  사무국은 회기 중 원격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대면·원격 병행회의 시범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고려사항(대면 및 원격회

의 간 발언요청 순서 식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이미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언급함

I. 개 요

●  일시 / 장소 : 2022.7.25.(월) ∼ 7.29.(금) / 온라인 화상회의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 방안

●  ‘항만국통제 절차서’ 상 선박이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출항 

정지성 결함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이를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2.12)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의 실제 연간 연료 소모량 및 

운항거리를 기반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탄소집약도를 계산하여 선박마다 설정된 목표치에 대비하여 등급(A~E)을 부여

함

**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2.6.)는 주관청으로부터 CII 등급 중 D등급(3년 연속) 또는 E등급(1회)을 받은 선박이 

시정 조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출항정지성 결함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동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

2.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

●  현 항만국통제 절차서 본문에 간략히 명시된 ‘점검중단(suspension of inspection)’ 내용을 절차서 부록에 상세 

(정의, 절차 등)하게 추가하고, 협약개정 사항 반영 등 지속적인 절차서 개정을 위한 회기 간 실무작업반 재개설을 

결정함

●  PSC 협의체별 재점검, 후속점검의 정의 및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개발한 절차서 초안은 차기 

전문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다수 회원국에서 각 PSC 협의체별로 재점검 및 후속점검의 정의가 다르므로, 이를 항만국통제 절차서에 추가하는 것

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05
제8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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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사고 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한 교훈 사항

●  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제출한 해양사고조사 보고서 검토를 통해 식별한 교훈사항(15건)을 확정하고, 이를 회원국에 

공유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제문서*는 해양사고조사보고서 분석 절차에 따라 회기 간 실무작업반에서 검토 후 차기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우리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오토배너호, 리스폰더호) 조사를 통해 식별된 안전문제 및 교훈사항(화재구역 격

리를 위한 작동장치 및 통풍구 차단장치는 해당 구역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 또는 원격제어가 가

능하도록 개선 필요)에 대한 정보 제공

4. 협약이행규정 지침 개발

●  차기 전문위원회에서의 지침개발 완성을 목표로 회기 간 실무작업반에서 개발*한 「IMO 협약이행규정(III Code)」 

구조(Structure)를 승인함

*  Part A(III Code 조항별 명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 및 Part B(회원국이 감사 수감 준비 시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로 구성 및 개발

- 지침의 서문(Preamble), 연안국·항만국의 평가 및 검토 등은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5. 원격 선박검사 및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위원회는 제33차 총회(’23.12)까지 관련 결의서* 개정 후 원격 선박검사 및 심사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함

*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개설하여 원격 선박검사를 위한 ‘검사와 증서발급의 통일제도(HSSC)’ 검사 지침, ‘국제안전관리

규약(ISM Code)’ 이행 지침 등을 개발할 예정임

**  (1단계) 세 개의 지침(원격 선박검사,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선박 및 항만보안심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

을 포함한 문서 개발 → (2단계) 각각의 지침 개발

6. 기타 사항

●  의장은 「2012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 대비 현재 회원국의 비준 현황을*** 공유하고, 회원국에게 

협약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함

*  어선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어선원의 안전 보장 및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2년 채택된 협정

** (국가수) 22개국 이상 / (어선 척수)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기준 3,600척 이상

*** (국가수) 17개국 비준 / (어선 척수)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1925척

※  우리나라를 포함한 48개 국가는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열린 IMO 주최 각료회의(’19.10.)에서 협약 채택 10주년

을 맞이하여 ’22.10.까지 협정 발효를 위해 토레몰리노스 선언(Torremolinos Declaration)에 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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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싱가포르, 오염된 연료유 판매한 Glencore 社에 면허 정지 처분 조치
39. Capital 社, 암모니아 및 LNG 이중연료 추진 VLCC 인도
40. 알파라발(Alfa Laval),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 연료 공급시스템 제공
41. MAN Energy solutions 社, 이중연료 개조 프로젝트 참여
42. 영국, 새로운 해양 안보 전략 발표
43. ABS와 DOE, 상업용 해상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
44. 인도네시아,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보고서 발행
45. 머스크, 중국 Debo 에너지 社와 연간 20만 톤 바이오 메탄올 공급 의향서 체결
46. CMA CGM 社, 미국 동부 연안에 고래 모니터링 부표 설치
47. 일본, 세계 최초 암모니아 부유식 저장 재기화 바지(FSRB) 개발 추진
48. 지속해서 발생하는 컨테이너선 화재
49. 미국선급(ABS), 선박 추진용 LNG 연료에 대한 백서 발간
50. 스크러버 시장, 2030년까지 164억 달러 도달 전망
51.  산페드로만(San Pedro Bay) 항구, 컨테이너 체류 수수료 계획 연기
52. 솔로몬제도, 미 해안경비대(USCG) 경비함 기항 거부
53. UCL, P&I 공동의 저탄소 선박 연료에 대한 평가보고서 발행
54. 빌 게이츠도 후원하는 친환경 연료 ‘메탄올’
55. 기후변화에 따른 화물선 동력원의 변화
56. 새로운 연료에 대한 선원 안전교육 업그레이드 필요
57. 예텐보리(Gothenburg) 항구, 유럽 최초 친환경 e-fuels 허브로 부상
58. 해사노동협약(MLC) 개정, 선원에 대한 선주들의 의무
59. 상하이, 새로운 컨테이너 운송 센터 개소
60. 크루즈 선박용으로 승인된 세계 최대 팽창식 구명정
61. Vesta 社의 네덜란드 터미널에 조성되는 최초의 그린 암모니아 허브
62. Maersk Training&ClassNK, 대체 연료 선원 교육에 관한 MoU 체결
63. 미국 선급협회(ABS),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벌크선 AIP 승인
64. Holland America Line, 크루즈 업계 최초의 바이오 연료 장기 테스트 완료
65. ABB와 Wallenius 社, 디지털 선대 지원 서비스 제공
66. UMAS, 해운 탈탄소화 ‘Climate Action in Shipping’ 보고서 발간
67. ‘Action Plan for the Zero-Emission Shipping Mission’ 발표
68. 항공 운송 사업을 시작하는 대형 선사들
69. 박스쉽(Boxships), 메탄올 및 암모니아로의 전환
70.  제재 피하려던 파나마 국적의 탱커선,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과 말라카 해협에서 충돌
71. Tidewater 社, 친환경 배터리 탑재 선박으로 개조
72. Maersk, 현대중공업에 메탄올 연료 박스쉽(Boxships) 6척 추가 예약
73.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Protecting Blue Whales and Blue Skies」 기대효과 증대
74. 식중독으로 중국 벌크선에 승선했던 선원 12명 사망
75. 바이오 연료 공급을 위한 싱가포르의 프레임워크

1. 아시아가 주목하는 암모니아 연료, 유럽이 주목하는 메탄올 연료
2.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세부 계획 개발을 위한 Zero Coalition 워크숍
3. ’20~’21년 기간 컨테이너 해상유실, 이전 2년에 비해 400% 증가
4. 요르단 항구, 염소가스 폭발로 최소 13명 사망
5. 해상 자율성과 선원과의 연관성
6. UAE, 선원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Salmeen’ 프로젝트 착수
7. EU 이사회, 해운부문에 EU ETS 도입을 승인
8.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대부분의 해운회사들
9. UNCTAD,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10. 노르웨이, 메탄올 연료 공급선 프로젝트 착수
11.프랑스, 최초의 고성능 수소 바지선 개발 프로젝트 착수
12. 영국의 선원 최저임금 법안에 업계 고심
13. 화물 액상화에 따른 사상자 방지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
14.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 영향으로 인한 중국 항구 혼잡 우려
15. 싱가포르,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해운 중심지로 선정
16. 연료유 가격차 상승에 따른 스크러버 이점 증가
17. 탈탄소화 여정에서 강조되는 선원들의 안전
18. SHELL-CMA CGM 社, 저탄소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한 MoU 체결
19. 미국 의회, 해운 산업 오염 저감을 위한 최초의 독립 법안 논의
20.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난민수용을 위한 여객선 운영
21. 재생가능한 메탄올 연구 프로젝트 LAURELIN
22.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해적 행위, 우려 지역이 된 싱가포르 해협
23. 유럽해사안전청(EMSA), 드론을 통한 선박 대기오염 배출 물질 모니터링
24. 핀란드, 선박의 메탄 슬립 감축을 위한 ‘GREEN RAY ’ 프로젝트 착수
25. 2022년, 전 세계적인 선원유기 사건 기준 최악의 해
26. 라이베리아, 최대 기국으로 등극 예정
27. 암모니아 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잠재력
28. 인도네시아, 무공해 연료 벙커링 허브로서의 잠재력
29. 러시아-우크라이나,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곡물 통항로 논의
30. 호주, 해사노동협약(MLC) 위반 선박에 6개월간 입항금지 조치 실시
31. 종이해도 제작 중단 예정인 영국 수로국(UKHO)
32. 선원 부족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 차질
33.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선박, 오데사항에서 출항
34. Bureau Veritas, 선박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35. BV와 Total Energies 社, 암모니아 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36.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시행계획
37. 뉴욕 및 뉴저지 항만, 새로운 컨테이너 수수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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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탈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지역별 선호도가 두드러지며, 암모니아는 주로 

아시아에서 선호되어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선사들이 암모니아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머스크

(Maersk) 사는 메탄올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은 암모니아 연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시스템 및 인프라가 다른 대체연료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암모니아보다 메탄올의 특성이 디젤 연료에 더 가까우므로 엔진 제조사 

등은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메탄올 연료를 더 선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선박 엔진 기업인 WinGD 대표 Klaus Heim 씨는 2024년까지 첫 번째 메탄올 엔진을 출시하고, 

2025년까지 첫 번째 암모니아 엔진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재순환 제품 개발을 통해 저압 

LNG 엔진에서 메탄 슬립을 저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림

01
아시아가 주목하는 암모니아 연료, 유럽이 주목하는 
메탄올 연료

(출처 : Lloyd’s list, ’22.06.20)

▲ WinGD 대표 Klaus Heim 씨, 출처: Declan Bush/Lloyd’s List

●  2022년 6월, 코펜하겐에서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는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과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파트너십인 ‘Getting to Zero Coalition’이 주관함

-  ‘Getting to Zero Coalition’은 전 세계 주요 정부와 IGO가 지원하는 해양, 에너지, 인프라 및 금융 부문 200개 

이상의 조직(160개 기업 포함)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 친환경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은 2030년까지 상용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음

●  워크숍은 4가지 부문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기조연설에서 덴마크 외무부 대사 Tomas Anker Christensen 

씨는 IPCC 보고서를 언급하며 탈탄소화를 위해 해운 부문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점을 

강조하였음. 주제별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제 주요 내용

Mobilizing
● 화주, 선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Value Chain 구축

● 친환경 대체 연료의 적정 가격 수준 및 수요 예측 등

Financing
● 선박의 친환경 신기술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피에 대한 우려

● IMO MBM 제도의 적용, 금융 지원 제도의 개선 등 논의

Policy
● 적어도 MEPC 80차 회의까지 GHG 초기 전략의 개정

●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등 논의

Technology
● 새로운 연료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인프라(플랫폼) 구축

● 기술적인 지식 공유를 위한 정부의 중개 역할 등 논의

02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세부 계획 개발을 위한  
Zero Coalition 워크숍

(출처 : gCaptain, ’22.06.24)

▲ 출처: Zero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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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사협의회(WSC)*의 선박 운항 중 컨테이너 화물 유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2년) 운항 중 유실 

컨테이너 수는 3,113개로 이전 2년의 779개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08년부터 ’21

년까지 해상에서 평균 1,629개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가 발생함 

-  운항 중 해상에서 유실되는 컨테이너는 비율 상 전체 물동량에 0.001%에 지나지 않지만, 해운 업계는 유실 사고가 증

가하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2000년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어,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

를 획득하였으며, 주로 선박 운송 컨테이너 및 화물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기술·정책 제안 활동을 실시함

 

●  WSC는 컨테이너 해상유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라메트릭 횡동요(Parametric rolling)’*를 지목하고 이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외에도 선사 차원의 ‘MARIN TopTier’ 연구 참여, 화물 

운송유닛에 대한 IMO 지침서 개정, 해상유실 사고 신고의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파라메트릭 횡동요는 복원력 변화로 발생하는 대표적 비선형 현상으로, 횡동요 고유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하는 입사파

에서 발생함

03
’20~’21년 기간 컨테이너 해상유실, 이전 2년에  
비해 400% 증가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06.25)

▲ 출처: 세계선사협의회(WSC)

●  요르단 남부 아카바(Aqaba) 항에서 염소가스를 채운 탱크가 운반과정에서 크레인 슬링 파손으로 Forest 6(IMO: 

9947354)의 데크 지지대에 추락하면서 5명의 선원과 8명의 현지 인력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아카바 

항에 유독가스가 퍼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아카바 항만 보건국 책임자인 Jamal Obeidat 씨는 국영보도를 통해 “사건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가스에 

노출된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아카바 항에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번 누출사고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아카바 시민들은 최대한 실내에 머물고 창문을 닫을 

것을 권고하였음

●  Lloyd’s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인도된 Forest 6은 6월 22일 지부티를 떠나 6월 27일 

아카바항에 도착하였으며, 중국에 기반을 둔 Xiamen Xiangyu Group은 해당 선박의 기술 관리자로 홍콩에 

기반을 둔 Seacon Ships Management와 함께 실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

●  한편, 염소가스는 흡입할 경우에 폐를 녹이고,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맹독성 가스로 현재, 요르단 

민방위대의 구조 및 화학 소독 팀은 동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으며, 아카바 항 주지사를 필두로 

하여 상황을 통제 중임

04
요르단 항구, 염소가스 폭발로 최소 13명 사망

(출처 : Lloyd’s lis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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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회사인 Thetius 社와 통신 제공업체 Inmarsat 社가 발행한 “Seafarers in Digital Age”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변환은 자율운항선박(MASS)과 동의어가 아니며, 두 개념이 상호교환 가능해질 때 선원의 활동과 경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며 이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함

●  수십 건의 보고서, 설문조사, 웨비나 및 온라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선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화와 

해상 자율성이 선원이라는 직업을 앗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선원뿐 아니라 차세대 해양 전문가 지망생들에 

상존하는 불안감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  현재, 절반 이상의 해운 관련 회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혁신 전략을 구상하고, 3명 중 1명의 선원은 급여를 

기반으로 선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수준에 의거해서 선택할 것이며, 디지털 기술에 잘 적응한 

숙련되고 헌신적이며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성공적인 선박 운영에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선원 또는 해사 전문가 지망생 응답자의 절반이 5년 이내에 모든 직업의 4분의 1이 자율기술로 대

체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20명 중 1명은 자율주행 선박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함

-  또한, 일부는 자율화 기술이 인적 피로를 식별하여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력 부족 또는 불합리한 작업량을 

해결하거나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하기도 함

●  대중은 코로나 기간 동안 선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해운업계는 디지털 시대에 선원의 미래 역할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준비하고 자율운항선박(MASS) 등을 비롯한 해상 자율성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05
해상 자율성과 선원과의 연관성

(출처 : Lloyd’s list, ’22.06.28)

●  UAE 에너지부(Energy Ministry)는 ‘선원의 날*(Day of the Seafarer)’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안전 향상을 위한 Salmeen 프로젝트 착수 계획을 발표함  

*  선원의 날(Day of the Seafarer) :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함. 선원의 날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선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선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고 감사를 표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됨

●  UAE 에너지부의 AL Mazrouei 씨는 UAE가 주요 물류 허브 국가임을 강조하며 UAE의 주요 항구에서 연간 

21,000척의 선박이 통항하고 1,7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성과는 선원의 노고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  Salmeen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이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원의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06
UAE, 선원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Salmeen’ 프로젝트 착수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06.29)

▲ UAE 에너지부의 Salmeen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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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환경 장관 이사회는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의 범위에 해운 부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2030년까지 순(net)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약 55% 절감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임

*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 2005년 처음 시작된 유럽연합 기후 정책의 주축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및 

발전 부문에 대해 배출 허용량이라는 상한선을 부과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탄소 시장

●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전략을 수용하여 해운 부문에 EU ET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운 회사는 EU 권역 내 항해의 모든 배출량과 역외 항해(EU와 비 EU 항구 간 항해) 배출량의 50%에 

대해 배출허용량(allowances)을 고려하여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메탄 및 아산화질소와 일부 소규모 화물선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향후 규제 대상을 총 톤수 400~5,000GT 크기의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번 협의에는 운송에 크게 의존하는 회원국에게 경매 할당량(auctioned allowances)의 3.5%를 

재분배하고, 작은 도서국, 최외곽 지역, 키프로스, 몰타 및 극지 운항 선박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의 제안을 

포함하였음

●  그러나 특정 면제 사항은 탄소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민이 20

만 명 미만인 섬에 운항하는 페리를 면제하는 조항은 대기오염을 증가시키고 선체 청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유럽 교통 환경 연맹(T&E)의 Carlos Calvo Abel 씨는 “국제해운에서 최초의 탄소 시장을 도입하려는 

회원국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사회의 결과는 국제 해운 부문이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 배출을 지속하여 배출 

하도록 면제 조항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한걸음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번 결정의 다음 단계는 EU 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가 모여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운 ETS의 최종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임

07
EU 이사회, 해운부문에 EU ETS 도입을 승인

(출처 : SHIP TECHNOLOGY, ’22.06.30)

●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형 선사들이 아직 명확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주요 해운회사 

94개 중, 33개(35%)만이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분명히 밝히거나 국제해사기구(IMO)의 목표인 2008년 

대비 2050년 탄소배출 50% 감축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IMO 목표 또는 2050 탄소중립 공약을 한 해운회사의 비율은 타 업종 대비 낮은 수치로, 2020년 KPMG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의 66%, 석유 및 가스 부문의 56%, 운수 및 레저 부문의 45%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컨테이너 분야의 30대 기업 중, 16개 社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는 등 큰 포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총 컨테이너 선대 톤수의 약 69%를 차지하는 비율임

●  탄소중립 운송을 위해 설립된 Mærsk Mc-Kinney Moller Center*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해운업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언급하며, 보다 많은 선주들이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함

*  Maersk MC-Kinney Moller Center: 2020년 A.P. Moller Foundation의 기금으로 설립되어 덴마크에 본부를 둔 비

영리 독립 연구 센터로, 전 세계 주요 기관 파트너와 함께 해운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및 구현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

●  Mærsk Mc-Kinney Moller Center 최고 경영자 Bo Cerup-Simonsen 씨는 “고객, 투자자, 보험사, 대중 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운 산업은 지금까지 

탈탄소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남은 시간 내에 넷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임 

08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대부분의 해운회사들

(출처 : Lloyd’s list,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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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하면 함부르크, 로테르담, 콘스탄차, 이스탄불 등 유럽의 주요 항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물 적체로 발생한 보관 용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이러한 위기는 컨테이너 

운용에 차질을 유발하여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붕괴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급망 비용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 운임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는 1.6% 증가하고 글로벌 수입 물가수준은 지속적인 운임률 상승으로 

인해 평균 1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무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 기름과 씨 부문의 53%, 밀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6

개국이 자국 밀의 50% 이상을 두 국가로부터 수입함.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1년 5,0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으며 

올해 글로벌 수출량을 3% 늘릴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쟁으로 인해 곡물 수출량이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흑해 지역의 무역과 물류 흐름을 방해하여 글로벌 

선박 수요와 국제적인 운송비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함

●  추가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개월간,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가 59%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으로 식품 부분에서 소비자 물가가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발틱건화물운임지수(Baltic Dry Index): 발틱해운거래소에서 1999년 11월 1일부터 사용되었으며 1985년부터 건화

물(dry cargo)의 운임지수로 사용이 되어온 BFI(Baltic Freight Index)를 대체한 종합운임지수로 1985년 1월 4일을 

1,000으로 산정하여 선박의 형태에 따라 발표

●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벙커 운임이 상승하였으며, 2022년 5월 말까지 저유황유(VLSFO)의 평균 가격은 

톤당 1,000달러를 초과하고,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64%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부과된 

평균 유류할증료는 전쟁 초 대비 약 50% 정도 증가함

09
UNCTAD,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7.01)

●  MPC Container Ships와 North Sea Container Line은 노르웨이 최초의 메탄올 동력 컨테이너선 MPCC를 

노르웨이 해안과 북해 NCL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양사는 2024년 하반기에 해당 선박을 진수할 계획으로 향후 

노르웨이, 로테르담, 함부르크의 다양한 항만 간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디젤 동력 선박 3척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 및 대체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기후 환경부가 설립한 기금인 Enova로부터 약 140만 달러, 노르웨이 기업기금인 NOx 

기금에서 약 6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수행될 예정이며, 재생 가능한 전기에서 파생된 그린 메탄올을 사용하여 순 

CO2 배출량을 45% 가량 줄이고 향후 CO2 포집을 통해 최대 100%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 선박에는 메탄올과 기존 MGO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이중 연료 엔진이 장착되고 각각 3,900만 달러의 

건조비용이 예상되며, 완공 시 North Sea Container Line에 15년간 용선 예정임

●  MPC Container Ships의 CEO인 Constantin Baack 씨는 “동 신조 프로젝트는 해양 산업의 중요한 그린 전환을 

다루는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올바른 파트너와 협력하면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인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메탄올 연료 외에도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힘

-  양사는 메탄올 연료와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높은 효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작동위험을 제

거하기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10
노르웨이, 메탄올 연료 공급선 프로젝트 착수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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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아메티스테(Améthyste) 社, 아리안그룹(Ariane Group), 세팀(Cetim) 社, HDF 에너지 社 등이 

협력하여 다중 서비스 전력 바지선인 엘레만타 H2(ELEMANTA H2)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함

●  동 바지선은 대형 선박에 친환경 전기와 수소를 공급하고 항만에서 오염 배출을 80% 이상 저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추후 미래 수소 선박의 연료 보급요건 충족을 위한 수소 벙커링을 수행할 계획으로, 현지에서 수소를 조달하여 국제 

화석연료시장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동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임

●  한편, 엘레만타 H2(ELEMANTA H2)호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육상에서 친환경·저탄소 수소를 공급하여 컨테이너선, 

크루즈선 및 유조선의 전력망을 보완하는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HDF 에너지 社의 CEO인 Damien Havard 씨는 “HDF가 쌓은 수소 기술 부문의 전문성이 엘레만타 

H2(ELEMANTA H2)호의 개발에 이바지하게 돼 기쁘다”며 “HDF 에너지 社는 고출력 수소 연료전지 양산 시설에 

힘입어 국제 해상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함

●  지난 2018년 유럽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13.5%는 해상운송 부문이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저감하는 유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
프랑스, 최초의 고성능 수소 바지선 개발 프로젝트 
착수

(출처 : Offshore Energy, ’22.07.04)

●  영국 항만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영국 영해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시간당 $11)*에 의거하여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3월 예고 없이 P&O Ferries가 800명의 선원을 

현장에서 해고하기로 한 논란과 관련한 대응의 일환임

* 16세의 경우 시간당 £4.81($5.76)에서 성인의 경우 시간당 £9.50($11.38)으로 책정 

●  UK Major Ports Group의 CEO인 Tim Morris 씨는 “동 법안 개발에 정부와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참여하였으며, 

항만에서 선원의 임금은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로 동 법안에 환영하고, 항만의 추가 요금 수준 설정 등 세부 

논의사항은 향후 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동 법안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북아일랜드의 벌금 

규모는 최대 £5,000로 책정되어 있음. 또한, 법을 어긴 운영자도 항만에서 결정하는 요율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예정임

●  한편, 신용평가조합(RMT)로부터 동 법안이 신중하게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영국항만협회

(British Ports Association)의 Richard Ballantyne 최고경영자는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항만에 적합하지 

않으며 해운업체와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길까 두렵다고 언급함

12
영국의 선원 최저임금 법안에 업계 고심

(출처 : Lloyd’s List,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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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가 발행한 선박 사상자보고서(casualty report)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화물의 액상화(Liquefaction*)로 인해 발생한 선박 침몰은 전체의 18.5%를 차지했으며, 인명 손실은 76.1%를 

차지하는 등 산업계가 선박 안전을 위한 타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촉구됨

* 화물이 액상화할 경우 1분도 되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는 등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함

●  협회는 철광석, 니켈 광석, 보크사이트 또는 볼 점토와 같이 액화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 벌크선의 인명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선주들의 높은 안전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70여 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10,000dwt 이상의 벌크선이 27척이나 손실되는 등 이에 대한 “극단적인 주의(Extreme Caution)”가 필요하다 

언급함

●  이달 말 개최되는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창에 적재되는 화물 상태에 대해 

적절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부족하며, 고체 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요건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의 부회장인 Uttam Kumar Jaiswal 씨는 “협회는 액화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원과 선박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힘

13
화물 액상화에 따른 사상자 방지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

(출처 : Lloyd’s List, ’22.07.07)

▲ 화물 액상화 현상

●  중국 상하이(Shanghai)에서는 매일 50건 이상의 코로나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으며, 닝보(Ningbo), 선전(Shenzhen) 및 홍콩(Hongkong)의 항구는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일 최대의 컨테이너 정기선사 하파그로이드(Hapag-Lloyd)는 닝보의 대부분 터미널 야드 및 정박지가 심각하게 

혼잡한 상태임을 경고하였으며, 항구가 강풍 및 몬순의 영향을 받게 되어 폐쇄되면 선박의 생산성이 상당히 저하될 

것을 우려함

-  닝보의 야드 이용률은 85%이고 정박을 위한 평균 대기기간은 3~4일이며, 옌톈(Yantian)의 야드 이용률은 80%이고 

정박을 위한 평균 대기기간은 1~1.5일임

●  중국 잔장(Zhanjiang) 육상에서는 리퍼 플러그가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리퍼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운송을 

중지했던 하파그로이드(Hapag-Lloyd)는 코로나 통제 및 예방조치로 인해 선박이 항구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됨을 언급함

*  리퍼 컨테이너는 냉장, 냉동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로 특정 온도에서 운송되어야 하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컨

테이너

●  운송사 젠카고(Zencargo)는 “현재 교역량은 작년보다 3% 감소해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코로나 확산이 최정점에 달하면 항구의 혼잡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이는 운송 물량에 영향을 

주어 결국 운임은 증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임

14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 영향으로 인한 중국 항구 
혼잡 우려

(출처 : Lloyd’s Lis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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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영 언론사인 신화(Xinhua)와 글로벌 해상 데이터 제공업체인 발트해 거래소(Baltic Exchange)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해운 중심지 개발 지수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해운 중심지로 선정되었으며, 

100점 만점에 94.88점을 획득함

-  2위는 83.04점으로 런던이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상하이가 82.79점을 차지하여 3

위에 기록되었으며, 홍콩, 두바이, 로테르담, 함부르크가 7위까지 차지하며 작년과 변동 없는 순위를 유지함

●  한편, 물류회사들이 미국 서해안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동부 해안의 항구를 통해 화물을 운송시킨 결과, 

뉴욕은 2021년 항만의 TEU 상승세로 아테네를 제치고 8위에 랭크되었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화물 취급 부문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바쁜 항만인 닝보-저우산은 10위에 랭크됨

●  보고서에 따르면, 총 43개의 해운 도시를 대상으로, 화물 처리량, 크레인 수, 컨테이너 부두 길이·항만 흘수, 전문 

해양 지원사업의 인력 수와 같은 항만 요인과 관세, 전자 서비스, 물류 실적 등 일반적인 경영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지리적 이점, 사업의 용이성, 전문 해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발트해 거래소의 최고경영자 Mark Jackson 씨는 “상위 10개의 해양 허브의 성공은 대부분 해운산업의 여러 

부문에 걸친 협력과 시너지 효과로 비롯되었으며, 국제 선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운송 센터가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도시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견을 밝힘

-  신화의 자회사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의 Xu Yuchang 씨는 “혁신과 디지털화는 향후 수십 년간 해사 

분야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함.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의 최고경영자 Quah Ley Hoon 씨는 “싱가포르가 9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는 싱가포르의 파트너, 산업계 및 선원 노조와의 강력한 삼자 

간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라 강조함

15
싱가포르,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해운 중심지로 선정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7.12)

●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7월 기준, 현재 스크러버를 부착한 선박 또는 부착할 예정인 선박은 총 4,727

척으로, 벌크선 1,650척, 컨테이너선 1,121척, 유조선 678척, 화학제품운반선 573척이며, 높은 연료유 가격차로 

인해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주들은 정기 용선 계약 동안 이득을 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지역에 따라 저유황유(VLSFO)와 고유황유(HSFO)의 가격차는 톤당 500달러 이상으로 선주들은 이러한 

비용 절감의 증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며, 용선주들은 낮은 연료유 가격으로 인해 1년 용선 계약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우랄유(Ural’s crude)에 대해 제재하여 아시아의 고유황유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 때문으로 이와 함께, 저유황유 시장은 미국의 여름 성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유사들이 가솔린 생산을 극대화하여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짐

●  Eagle Bulk 社와 Star Bulk 社와 같은 선사들은 대부분의 선대에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Eagle Bulk 社의 투자설명회에서 스크러버가 설치된 47척의 선박들이 200일 동안 공해에서 운항했을 때, 연간 

5,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톤당 약 215달러인 연간 연료유 가격차 적용)

●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선주들이 스크러버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선 30~5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상반기에는 신조 선박의 

13.9%에 스크러버가 설치되었던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단 3.7%가 스크러버를 

설치함

●  Intermodal에 의하면, 대체 연료에 대한 

방향성과 효율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과 

현재 지정학적 혼란 때문에 선주들은 

탈탄소화 투자에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중기적인 접근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최근 연구들은 저유황선박용경유

(LSMGO)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16
연료유 가격차 상승에 따른 스크러버 이점 증가

(출처 : Lloyd’s List, ’22.7.13)

▲ 저유황유(VLSFO)-고유황유(HSFO) 가격차 및 스크러버 설치 선박과  

스크러버 미설치 선박의 스팟 용선료(TCE) 차이, 출처: Poten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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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연료가 선박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체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소요 비용을 고려하는 반면 승선 중인 선원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최근 급격한 진전을 보이는 디지털 기술은 탈탄소화 여정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만, 논의가 

완료된 후 대체 연료가 선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처럼 인적요소를 배제하고 연료 자체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탈탄소화 여정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국 항해협회(The Nautical Institute)의 안전 환경 팀장 Jeff Parfitt 씨는 “미래 엔진을 설계하거나 

연료를 선택할 때 선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선원들의 실수는 준사고 또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선상 전문가인 선원의 경험을 통한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탈탄소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성공적인 탈탄소화 여정을 위해서는 선원들의 학습 능력 향상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원은 새로운 연료 취급, 보관 및 사용 등과 관련해 지속해서 훈련 및 학습하고 있으며, 국제화물취급협력협회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hipmasters’ Associations) 사무총장 Jim Scorer 씨는 선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

드는 것보다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17
탈탄소화 여정에서 강조되는 선원들의 안전

(출처 : Lloyd’s List, ’22.07.13)

●  싱가포르 Shell 社와 CMA CGM 社는 선박용 저탄소 연료의 원활한 공급 및 바이오연료, 수소 등 선박 추진용 연료 

기술 개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싱가포르항에서 CMA CGM 소속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할 계획임 

-  2019년 12월 CMA CGM 社는 자사 선박의 저탄소 해양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유회사 Shell 社를 사업 협력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선박에서 사용 가능한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 등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Shell 社 해양 탈탄소화 부문 부사장 Melissa Williams 씨는 “저탄소 연료의 조합, 기술 공유 및 해운의 탈탄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CMA CGM 社와 MoU 체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

-  이번 MoU 체결을 기반으로 두 회사는 향후 교통과 항공 분야에서도 확장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운 부문의 탈

탄소화 가속화를 위해 관련 기술 공유, 탄소배출권에 대한 정책적 협력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을 밝힘 

-  Shell 社는 2021년 국제적인 해운회사 MSC 社와 MoU 체결하여 선박 부문의 탄소 중립(Net Zero) 실현을 위한 협

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저탄소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 중임

18
SHELL-CMA CGM 社, 저탄소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한 MoU 체결

(출처 : Global Trade News, ’22.07.13)



4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41

Ⅱ. 국제해사동향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  7월 12일,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화물창 중 하나인 롱비치 항을 대표하는 Alan Lowenthal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해운사의 오염을 제로화(zero out)하기 위한 법안인 ‘2022년 청정해운법’(Clean Shipping 

Act)을 미국 의회에서 소개함

●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Nanette Barragán 하원 

의원이 공동 후원하는 동 법안은 유럽연합의 Fit 

for 55 규제 체제를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해운 산업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항만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 부당함을 해결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임

-  Barragán 하원의원은 Lowenthal 하원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2년 청정해운법은 미

국이 해운 산업의 오염을 해결하고 로스앤젤레스

와 전국의 항만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세계

적인 기후 리더가 되도록 지원하는 대담한 법안”

이라고 언급함

●  해당 법안은 환경보호국(EPA)의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선박 연료에 대한 탄소 집약도 표준을 설정: 2024년 배출량을 기준선으로 2027년 20%, 2030년 45%, 2035년 

80%, 2040년 100%의 전과정(lifecycle) 이산화탄소 환산량(CO2 eq)*의 감축을 요구하며, EPA는 이를 통해 

해상 화물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고 최대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량권을 유지할 것

*  이산화탄소 환산량(CO2 equivalent):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주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②  2030년까지 항만 내 선박 오염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요건 설정: 2030년부터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의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제로가 될 것

●  연간 약 10억 톤의 기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해운 산업은 미국의 모든 석탄 발전소를 합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해운 부문에 대한 시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해운 산업은 전 세계 배출량의 17~18 

%를 차지할 수 있음

●  Lowenthal 하원의원은 더는 우리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의 전환점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야 하며, 항공, 육상, 해상 운송 수단을 포함할 뿐 아니라 어떠한 배출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임

19
미국 의회, 해운 산업 오염 저감을 위한 최초의 
독립 법안 논의

(출처 : Manifold Times, ’22.07.14)

▲ Alan Lowenthal 미국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 

출처: Manifold Times

●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시작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스코틀랜드는 에든버러 근처 리스(Leith) 항구에 정박해 있는 에스토니아 여객선(ferry)

에 약 10,000명의 난민 중 일부를 수용하기 시작함

●  에스토니아 여객선 회사인 Tallink 社에 따르면, 당사의 4만 톤 규모 유람선 빅토리아 1호는 7월 8일부터 난민수용을 

시작했으며, 여객선 Isabelle 호도 에스토니아에 정박하여 4월부터 임시 숙소를 제공함

●  그러나 Isabelle 호 난민수용 관련, 제공되는 선실 공간이 협소한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Tallink 社 

대변인은 “제공되는 선실 공간은 작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언급함

-  동 여객선은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길이가 약 190m, 최대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0개 이상의 선실을 가지고 있

음. 스코틀랜드 정부는 승선 인원을 약 700명으로 제한하여 6개월(추가 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운영할 계획임

●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스코틀랜드는 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 외 임시주택 마련을 위해 여객선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리버 크루즈 2척을 사용해 난민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도 있음

20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난민수용을 위한 여객선 운영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7.18)

▲ Tallink에서 제공한 두 번째 페리, 출처: T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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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운송 부문에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대체 재생연료가 

시급히 필요함에 따라, 작년부터 10개의 유럽 국가(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와 일본 연구 전문가 조직은 CO2를 

재생 가능한 친환경 메탄올로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LAURELIN 프로젝트에 협력해오고 있음

-  LAURELIN 프로젝트는 Horizon 2020이 지원하는 메탄올 연료 연구 프로젝트로, 이외에 유럽연합(EU) 및 일본과학

기술청(JST)에서도 지원하고 있음

●  스페인 플라스틱 기술 연구소 AIMPLAS의 재료 연구 부서장이자 LAURELIN의 기술 코디네이터인 Adolfo 

Benedito Borrás 씨는 이 기술이 유럽을 첫 번째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재생가능한 친환경 메탄올은 CO2 배출량을 최대 95%, NOx 배출량을 최대 80%, SOx 및 

미립자 물질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여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CO2를 메탄올로 수소화하는 것은 공정,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용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어, LAURELIN 

프로젝트팀은 다양한 메탄올 합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CO2는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없으므로, H2와 CO2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인 촉매를 사용하지 않

고는 수소화가 불가능함. 이에, LAURELIN 팀은 CO2로부터 메탄올 합성의 에너지 소비와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첨단 반응기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촉매 시스템을 개발 중임

●  현재, 프로젝트 팀은 마이크로파, 비열 플라즈마 유도 및 자기 유도의 세 가지 유망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CO2

를 메탄올로 전환하기 위한 3개의 반응기 개발을 마무리 중으로 100개 이상의 새로운 촉매 물질 샘플을 테스트하고 

기존의 열 수소화와 비교하여 메탄올 생산의 선택성과 수율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21
재생가능한 메탄올 연구 프로젝트 LAURELIN

(출처 : Offshore-energy, ’22.07.18)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정보공유센터(ISC)는 해운업계와 지역적 위협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아시아지역에서 해적 행위가 11%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2022년 연중 보고서를 발간함

●  ReCAA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 행위가 총 38건 보고된 반면, 2022년에는 11% 

증가하여 총 40건이 보고됨. 이 중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27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작년의 20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싱가포르 해협에서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 해협의 동쪽에서 19건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범죄자들이 선상에서 창고의 부품이나 다른 물건들을 

훔치려는 경범죄 수준으로 선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됨

●  한편,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의 75%는 가장 미미한 수준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이는 범죄자들이 

무장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다치지 않았음을 의미함. 또한, 보고된 사건 중 75%는 선박이 정박했을 때 보다 항해 

중 선상에서 주로 발생했음

-  작년과 비교하여 해적사건이 증가한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Chattogram 정박지이며, 작년에는 0건이었던 반면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함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필리핀에서는 작년과 비교하여 절반가량 감소한 3건

의 사건이 발생함

-  또한, Sulu-Celebes 해 및 동부 Sabah 해역에서 선원의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이 보고된 지 2년 이상 경과했으며, 마

지막 사건은 2020년 1월에 발생함

●  ReCAAP은 해운업계와 해적 행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 및 무장 강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험평가계획을 검토하고, 선박 보안계획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지난 15년간 ReCAAP은 범죄자의 수, 무기 소지, 선원 대우, 도난품, 승선한 선박의 종류,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집중해왔으며, 현재 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

22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해적 행위, 우려 지역이 된 
싱가포르 해협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7.20)



4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45

Ⅱ. 국제해사동향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  유럽해사안전청(EMSA)*은 드론(Drone) 기술을 활용하여 지브롤터(Gibraltar) 해협 지역을 중점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해양 사고 발생 시 관련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 

계획을 밝힘 

*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nter(EMSA): EU 규정에 따라 유럽 해역의 선박 운항에 따른 해양오염, 인

명사고 방지 및 해상안전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2002년 설립되어 본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음

●  사용되는 원격 무인 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는 노르웨이의 드론 관련 항공 기술·물류 

및 보안 전문 업체인 Nordic Unmanned 회사 Camcopter® S100 무인 헬리콥터로서 드론에 배기가스 센서를 

장착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

-  항공기 CAMCOPTER® S100는 25㎡ 미만의 면적에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6시간 이상의 비행 내

구성 그리고 100km 범위를 관찰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 유용한 기능이 탑재됨 

-  7월 12일부터 RPAS는 하루 평균 10번의 모니터링과 함께 매일 2번의 비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된 294

척의 선박 중 약 27척이 연료의 황산화물 배출 규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예상함

23
유럽해사안전청(EMSA), 드론을 통한 선박 대기오염 
배출 물질 모니터링

(출처 : Manifold Times News, ’22.07.20)

▲ 출처: Manifold Times

●  핀란드의 VTT* 기술 연구 센터는 선박 추진용 LNG 연료를 사용하는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메탄 슬립(Methane 

Slip)** 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해상운송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GREEN RAY 프로젝트에 

착수함

*  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핀란드에 있는 연구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제품·재료 

및 디지털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음. 1942년 설립되었으면 약 2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메탄 슬립(Methane Slip): LNG 주성분이자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선박의 주기관 운전 중 불완전 연소하

여 대기로 방출되는 현상

●  GREEN RAY 프로젝트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주기관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저압 이중 연료(Low-

Pressure Dual-Fuel) 개념을 기반하는 기술이며 엔진의 연소과정에 직접 적용되는 2개의 기술과 1개의 후처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임

●  4행정 엔진: 운전 중 모든 엔진 부하에서 메탄 슬립 감소를 가능하게 하고 크루즈 및 가스 운반선과 관련된 시장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대형 엔진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2행정 엔진: 특별한 엔진 분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주로 탱커나 컨테이너 선박에 적용할 예정임

●  유황 저항성 촉매 시스템: 메탄 슬립 배출량을 최대 95%까지 줄이고 메탄 슬립을 1g/kWh 미만으로 감축하도록 

엔진 후단의 후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24
핀란드, 선박의 메탄 슬립 감축을 위한 ‘GREEN RAY’ 
프로젝트 착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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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유기사례는 작년대비 138% 증가했으며,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과 국제노동기구(ILO)는 2022년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 유기 사건을 기록한 2021년의 수치(95건)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일례로, Sai Arambh 호는 32개월 동안 파손된 선박에서 19명의 선원이 유기되었으며, 물, 식량 등 최소한의 

필수재도 공급받지 못한 채 1명의 선원은 부식된 통로 사다리를 타고 하선하다가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선장 포함 

6명의 선원이 유기되어 있는 등 피해상황이 심각함

-  동 사건은 스리랑카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스리랑카의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보류

되었고 Sai Arambh 호의 선원 유기 사건도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전 세계적으로 3,500명 이상의 선원들은 유기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류 중이며, 선원 유기된 247

척의 선박 중 일부는 10년 이상 미해결된 사건임

●  한편, 가장 많은 선원 유기 사례를 기록한 기국은 파나마(16건)이며, 선원유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1월 

이후 11건의 사건이 기록된 아랍에미리트로 157명의 선원 유기 사건이 발생함

25
2022년, 전 세계적인 선원유기 사건 기준 최악의 해

(출처 : Lloyd’s List, ’22.07.21)

▲ 유기 사건이 발생한 Sai Arambh 호, 출처: Human Rights at Sea

●  Lloyd’s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세계 2대 선박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기국은 선박등록 

톤수, 신조선 등록, LNG 등 이중연료(Dual-fuel) 선박  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선대의 평균 선령도 감소하는 

등 현재 톤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선박등록 톤수 기준으로 1위인 파나마와 불과 0.8% 차이로, 30년 만에 

파나마를 제치고 최대 기국으로 등극할 예정임

-  파나마 선급의 Rafael Cigarruista 사무총장은 “파나마가 1993년 이래 유지해 온 세계 최대 기국으로 남아있기를 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 준수”라고 언급하며 “선박등록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

급함

●  선박등록은 파나마의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선박등록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정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려는 계획은 한동안 지연되어 왔음

●  Cigarruista 사무총장은 재정적 요구사항이나 기타 이유에 의해 선주들이 선급을 변경·이동하고 있으며, 파나마 

선급들의 경우 정부 기관인 파나마 해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등 타 기국과 비교하여 외교적, 사법적 

지원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등 한계가 있음을 언급함

●  한편, 라이베리아는 과거 가벼운 규제 및 조세제도를 추구하여 1960년대까지는 가장 큰 기국이었으나, 1990

년대와 2000년대에 두 차례의 내전이 발생하였고, 일례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집권하던 정권이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박 등록소에 연간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무기 딜러에게 지불하는데 사용하는 등 많은 선주들이 

파나마로 등록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바 있음

26
라이베리아, 최대 기국으로 등극 예정

(출처 : Lloyd’s list,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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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는 청정 에너지원에서 생산될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꿈의 연료로 간주되나, 유인 지역으로의 누출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

●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박의 설계를 수정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넓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액화천연가스는 농도가 50,000ppm 정도의 범위부터 

유해한 반면 암모니아는 그보다 훨씬 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언급함

●  프랑스 선급과 Total Energies 社가 수행한 예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암모니아에 영구적으로 노출될 경우 

30ppm 이상, 1시간 노출 시 약 300ppm 이상의 농도부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이러한 점에서 

암모니아 연료는 선원뿐만 아니라 승객, 연료유 공급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유독할 수 있음이 나타남

●  다만, 향후 암모니아 누출을 완전 방지하는 기술과, 누출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이상적인(ideally) 

방법을 개발해내는 데 암모니아 연료의 미래가 달려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모니아는 제로 해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연료라 언급함

●  또한, 선박 운항 및 벙커링 중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어도 그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료 가용성, 육상 기반시설, 가격이나 인명 안전 문제와 직결된 암모니아를 밀폐된 구동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27
암모니아 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잠재력

(출처 : Lloyd’s list, ’22.07.21)

●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그린 수소(Green hydrogen) 

및 그린 암모니아(Green ammonia)와 같은 확장 가능한 무공해 연료(scalable zero-emission fuels)를 위한 

국제 생산 및 벙커링 허브가 될 잠재력을 보유함

●  인도네시아는 세계 지열에너지 매장량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매장량의 대부분은 인구 

밀도가 높고 중요한 운송 경로와 가까운 수마트라(Sumatra) 섬과 자바 발리(Java-Bali) 섬에 있음

●  해당 매장량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올바른 투자 접근 방식을 통해 벙커링 활동을 

강화한다면 지열 기반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무공해 연료의 국제 생산 및 

벙커링 허브가 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인니 지열 발전(Pertamina Geothermal Energy)은 이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이며, 하루에 최대 8,600kg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열 확보를 위해 15

개의 개발지역을 관리하고, 울루베루(Ulubelu) 지열 현장에서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22년에 상업 

운영될 예정임

●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여는 데 필수적인 것은 효과적으로 무공해 연료 사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촉진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국 정책과 보다 구체적인 재정적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자금원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28
인도네시아, 무공해 연료 벙커링 허브로서의 잠재력

(출처 : Lloyd’s List,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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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과 튀르키예(Turkey)의 중재로 개최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관한 외교 협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이뤄냈으며, 우크라이나가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스탄불에서 체결된 동 

합의는 세계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평시에는 매월 500만 톤에 달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

개는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등대(beacon of hope)’ 라고 평가함

●  동 서명식에 참석한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꼭 필요한 곡물과 필수재를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해상 운송하는 

방안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으며, 공식적으로 본 협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Lloyd's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화물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벌크선과 일반 화물선의 출항이 어려워지면서 차질을 빚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95% 이상 급격하게 

감소함. UN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8,100만 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고 있음

●  국제해운회의소(ICS)의 환경·무역 관리자 John Stawpert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곡물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00여척의 벌크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항만에 발이 

묶여 있는 선박은 약 109척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함

29
러시아 - 우크라이나,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곡물  
통항로 논의

(출처 : Lloyd’s List, ’22.07.22)

▲ 우크라이나 항만을 출항한 선박(벌크선, 일반 화물선) 수, 출처: Lloyd’s List

●  호주해사청(AMSA)은 선원복지와 관련하여 올해 최초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AMSA는 2021년 

안전 및 복지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네 척의 상선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AMSA의 Executive Director of Operations인 Michael Drake 씨는 “호주는 선원 저임금 지불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AMSA는 해사노동협약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호주의 모든 선박에 선원의 건강과 복지가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호주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선원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을 통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입항금지 조치가 취해진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등록된 105,400DWT의 제품유 운반선인 AG Neptune 호는 6월 

17일 호주 Gladstone 항에 입항하였고 AMSA 조사관들은 선원 저임금 지불 및 복지에 관한 항의를 듣고 선박에 

승선하였음

-  6월 조사기간 동안, AMSA는 선박에 승선한 21명의 선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선원들이 대

략 미화 85,500불의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는 것, 선원들에게 적절한 영양가치가 있는 음식 및 식수가 충분히 제공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선상에서 부상당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발견함

●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AMSA는 다수의 해사노동협약 위반 사항으로 선박을 억류시켰고 선박운항자는 막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고 지시받았으며 AG Neptune 호는 앞으로 6개월 간 호주 항만에 입항이 금지됨

●  지난해 10월, AMSA는 이와 비슷하게 노동 및 복지 위반 사항으로 싱가포르 국적 벌크선에 대해 6개월간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다른 벌크선 두 척과 가축운반선 한 척에 유지보수와 노동 및 복지 위반 사항으로 18개월 및 36

개월 입항금치 처분을 내린 바 있음

30
호주, 해사노동협약(MLC) 위반 선박에 6개월간 
입항금지 조치 실시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7.25)

▲ 6개월간 호주 입항금지 처분을 받은 AG NEPTUNE 호,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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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선박의 항해를 위해 종이해도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배경*으로 종이해도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수로국(UKHO)은 2026년까지 해도를 완전히 디지털화 할 예정임

*  SOLAS 협약에 따른 ECDIS 강제화, 날씨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해상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인해 종이해도의 수요가 급

격히 감소함

●  영국 수로국(UKHO)의 핵심 목적은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종이해도 제작 종료 기한인 

2026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종이해도가 단계적으로 디지털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알림

31
종이해도 제작 중단 예정인 영국 수로국(UKHO)

(출처 : seatrade-maritime, ’22.07.27)

●  7월 22일, 러시아는 유엔(UN),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와 4자 합의를 통해 흑해에서 차단되었던 곡물과 비료 수출 

재개를 위한 상호 계약에 서명하였으며, 7월 27일 터키는 선적 재개를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함 

-  7월 2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우크라이나 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에 서명하며, 서

명식에는 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Oleksandr Kubrakov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여

-  합의안에는 오데사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항구 3곳 개방, 이스탄불 공동조정센터 설치, 화물선 운송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 이행을 위한 곡물 운송이 가능한 선박이 약 80여 척으로 추정되나 선박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원이 부족하여 선박을 통한 곡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현재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전쟁에 대한 위협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어려움이 겹쳐 정상적인 승선이 어려운 상황임

-  국제운송노동자협회(ITF)는 선주 및 선박 운항의 고용주와 함께 선원의 안전 및 위험에 대한 명확한 대처 기준을 수립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원활한 식량 공급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을 강조

32
선원 부족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 차질

(출처 : gCaptain News, ’22.07.27)

▲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 수출 합의 서명식(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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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옥수수)을 실은 벌크선 Razoni 호가 8월 1일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Odesa) 항에서 레바논으로 출항하였으며, 터키 국방부는 동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한 것을 확인 

하였다고 발표함

●  초기 계획은 일리치프스크(Chornomork) 항구를 외교적으로 합의된 첫 안전통항로로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해당 

항구에서의 선적은 여전히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동 건과 관련하여 해상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박 운영자와 이해 관계국의 정치인들은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곡물 운송의 정치적 합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Razoni 호의 진행 

상황을 통해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곡물 수출을 위한 항로는 특정 안전 경로에 해당하며, 해운업계는 우크라이나의 일리치프스크(Chornomork), 

오데사(Odesa) 및 유즈네(Yuzhnyi) 항만이 여전히 위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33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선박, 오데사항에서 출항

(출처 : Lloyd’s List, ’22.08.01)

▲ 오데사항에 정박한 Ranzoi 호, 출처: Lloyd’s List

●  선박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 Bureau Veritas(BV)는 홍콩 최대 선주 중 하나인 와쿡(Wah Kwong), 

상하이 해양디젤엔진연구소의 자회사인 상하이 치야오 환경기술(QIYAO ENVIRON TEC)과 함께 2030년 CII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선박에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장비를 설치하는 타당성 연구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함 

*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CS 시스템은 주로 흡수 장치, 분리 장치, 압축 장치, 냉동 장치 및 저장 장치로 구성되며, 주

요 원리는 유기 아민 화합물 용액이 흡수 장치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나머지 배기가스와 분리되는 것으로, 용해된 

이산화탄소 화합물 용액은 분리탑에서 고온으로 탈리되고 추출된 이산화탄소가 압축되기 전 액체 이산화탄소로 정제 

및 냉각되어 저온 저장탱크에 저장됨

-  와쿡은 두 유형의 산적 화물선을 제공하고, 치야오 환경 기술은 선박의 특정 설계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와쿡 선박을 

위한 맞춤형 CCS 장비 설계를 개발하여 관련 도면을 제출하였으며, BV는 선박 및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계획을 검토함

●  타당성 연구 결과 선박 운항 중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후속 연구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탄소 포집 기술을 해양 응용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 안전, 레이아웃, 에너지 소비 및 비용 효율성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해결 과제가 식별됨

●  치야오 환경 기술이 개발한 CCS 장비는 실험실 테스트를 완료하여 지금까지 85% 이상의 총 탄소 포집률을 

달성하였으며, 장비의 설계 승인이 검토 중으로 지속적인 최적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선박 유형 및 크기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음

●  VB 해양 및 해상 부문, 북아시아 및 중국 사무국의 Alex Gregg-Smith 씨는 친환경 해운 산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CCS 기술은 2021년에 총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BV의 전문 지식과 와쿡의 기술 및 전략적 역량의 결합으로 해운 업계에서 CCS 기술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임

●  한편, 지속가능성은 BV의 비전과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선도적인 선급 협회로서 VB는 고객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선내에서 친환경 솔루션을 구현하며, 탈탄소화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나은 

해운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34
Bureau Veritas, 선박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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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는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어 연료로 사용될 경우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꿈의 연료로 기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대체연료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Bureau 

Veritas(BV)*와 Total Energies**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액화가스보다 인간에게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남

* Bureau Veritas는 프랑스 기업으로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분야 서비스를 제공함

** Total Energies는 전력회사로 발전, 배전,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연구 및 전력을 생산함

●  천연액화가스는 약 50,000ppm의 농도에서 인간에게 해로우나 암모니아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약 30ppm

이상, 1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약 300ppm이상만 되어도 인간에게 해로우며, 선박 운항 및 연료공급 과정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과 연료공급자들이 이를 흡입하게 될 경우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BV와 Total Energies는 암모니아 연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세 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알림: ① 암모니아는 LNG보다 안전거리가 더 확보돼야 하며, ② 누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누출 대응 시나리오, 연료공급 구역, 배치 및 기상조건 등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선주 및 선박 설계자는 암모니아 연료의 누출 예방 방법을 찾고, 누출 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

35
BV와 Total Energies 社, 암모니아 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출처 : Lloyd’s List, ’22.08.02)

●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종합목표와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의 목적은 산업 개혁,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제조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 저탄소 기술로 

친환경 장비 개발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동 계획은 산업정보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작성하였으며, 주요 산업계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 대비 13.5%까지 저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해운 분야에서 친환경 및 스마트 선박 산업을 촉진하고, 천연액화가스(LNG), 전기, 암모니아,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더 많은 장비를 개발하데 주력할 것이라 알리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 가속화, 

내수로 및 연안에 종사하는 선박의 개조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임

●  이를 위해 중국은 빅 데이터, 5G,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조과정을 개선하고 해운산업을 위한 친환경 

및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베이징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고 고(high) 고도 풍력 터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36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시행계획

(출처 : Lloyd’s list, ’22.08.02)

▲ 중국의 해양 그린에너지에 대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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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크면서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뉴욕 및 뉴저지 항만은 지속되는 정체와 

계속되는 노동 협상이 수입업자들에게 계속하여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화물이 서부 해안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힘

-  항만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29일 끝나는 주 동안 평균 19척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으며 평균 대기 시간은 4일

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임

●  이에, 뉴욕 및 뉴저지 항만은 화물 성수기 동안 장기 접안된 빈 컨테이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컨테이너 불균형 

수수료(Container imbalance fee)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수입품 도착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전반적인 항구 생산성과 유동성을 방해하며 빈 컨테이너를 비우지 않는 원양 운송업체에 이를 부과할 계획으로 9

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동 프로그램에 따라, 원양 운송업체의 총 나가는 컨테이너 부피는 같은 기간 동안 들어오는 컨테이너 부피의 110%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 당 $100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임

●  적재된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가 모두 해당되지만 레일 볼륨은 제외되며, 수수료는 분기별로 평가되어 추가 

저장용량 제공 비용 및 빈 컨테이너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또한, 수수료 외에도 해당 항만청은 빈 컨테이너 및 장기 체류 수입 컨테이너의 임시 보관을 위해 뉴왁(Newark) 

및 엘리자베스(Elizabeth) 항만당국 해양 터미널 내의 12 에이커(acre)를 용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빈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할 예정임

●  항만청은 새로운 컨테이너 불균형 수수료에 대해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발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완화되는 시점 또는 늦어도 2023년 9월 이전에 

재평가될 예정임

37
뉴욕 및 뉴저지 항만, 새로운 컨테이너 수수료 발표

(출처 : gCaptain, ’22.08.03)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2022년 연료유 오염 사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Glencore Singapore 

社가 테스트에서 연료유 오염이 발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된 연료유를 공급해온 것이 드러나 MPA는 

Glencore 社에 8월 18일부터 두 달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림

●  선박 연료유 오염에 대한 우려는 3월 초에 선박의 연료 시스템인 보조 엔진 고장으로 표면화되었으며, MPA는 조사 

과정에서 Glencore 社가 3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연료 실험실로부터 벙커 연료유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COC(유기염소화합물) 농도가 Glencore 社가 판매 중인 연료유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인지한 

이후에도 4월 1일까지 오염된 연료유를 공급했다는 것을 발견함

●  이와 함께, PetroChina International(Singapore) 社도 오염된 연료유를 공급해왔다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3월 

19일 이후 연료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MPA는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최근 사건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은 ISO 국제표준 및 ASTM* 절차에서는 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료유 내의 

염소화 탄화수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당시 테스트를 진행했던 실험실인 Veritas 

Petroleum Services에 따르면 1억 2천만 달러의 가치인 140,170미터톤(metric ton)의 연료유가 오염되었음

*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  한편, 싱가포르 연료유 시장에서는 연간 5,000만 톤의 연료유가 거래되고 있으며, MPA는 모든 벙커유 

공급자들에게 면허 약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

38
싱가포르, 오염된 연료유 판매한 Glencore 社에 
면허 정지 처분 조치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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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에 본사를 둔 Capital Ship Management Corp.(Capital 社)는 암모니아 및 LNG 이중연료 추진 VLCC 

(초대형 원유운반선) 두 척 중 첫 번째 선박인 M/T Amore Mio를 인도하였다고 알림

-  Amore Mio는 300,000DWT급 신조선 선박으로 IMO 2020 황산화물 규제를 준수하는 스크러버가 장착된 친환경 원

유 운반선으로 한국의 현대삼호중공업 社에서 건조되었으며, 두 번째 선박인 Alter Ego는 올해 9월 인도 예정임

●  해당 선박들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Tier III를 준수하며, ABS ENVIRO*, ABS 암모니아 연료 

추진 및 LNG 연료 추진 표기법과 선박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IHM(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 목록) 표기법을 사용함

*  ABS ENVIRO(Environmental Protection) 표기법(notations): 국제적인 환경 협약(MARPOL, 평형수 관리 협약, 선

박 재활용 협약) 요건을 준수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환경보호에 영향을 주는 ABS 관련 요건을 통합하는 표기법

●  선박 운항의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연료 전략의 일환으로, CAPITAL 社는 영국 로이드 선급(LR)과 협업하여 

300k DWT급 원유 운반선인 Apollonas 호에서 바이오연료 시험을 착수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로이드 선급의 Maritime Performance Services(MPS) 팀은 바이오연료의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를 담당하고 

배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구현 및 계산을 조직하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3자 검증을 제공함

-  Capital 社는 현재 총 572만 톤의 유조선 37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건화물선 및 컨테이너선 부문의 다양한 선박 종류

와 크기를 관리하고 있음

39
Capital 社, 암모니아 및 LNG 이중연료 추진 VLCC 인도

(출처 : Offshore Energy, ’22.08.10)

▲ Capital 社의 M/T Amore Mio 선박 인도. 출처: Capital 社  트위터

40
알파라발(Alfa Laval),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 
연료 공급시스템 제공

(출처 : MarineLink, ’22.08.15)

●  선박설비 제조업체 기업인 알파라발(Alfa Laval)은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사 Eastaway가 발주한 1,170TEU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에 자사의 FCM(Fuel Conditioning Solutions) 메탄올 연료 공급시스템을 탑재하게 

되었음을 알림

●  알파라발 FCM 메탄올 연료 공급시스템은 저인화점 연료공급 시스템*에 해당하며, 엔진 제조업체가 지정한 유량, 

압력, 온도 및 여과 매개변수 내에서 메탄올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모든 엔진과 선박 설계에 적용 가능해 배송 

및 설치가 쉬운 점이 특징으로 2015년부터 20여개의 메탄올 프로젝트에서 선택된 바 있음

*  저인화점 연료공급 시스템(LFSS, low-flashpoint fuel supply system): 인화점이 낮은 LP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저

인화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

●  알파라발 측은 그린 메탄올(Green methanol)*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박이 탄소 중립(Carbon-neutral)

을 선도하게 될 것이며, FCM 메탄올 연료 공급시스템이 선주의 탄소 중립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언급함

*  그린 메탄올(Green methanol): 이산화탄소의 직접 수소화 촉매 반응을 이용한 메탄올 생산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결

합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메탄올

●  조선업계에 있어서 메탄올 기술은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개발 요소로써, 그린 메탄올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범위를 감안하여 동 컨테이너를 건조하게 될 중국의 닝보신러(Ningbo Xinle) 조선소 및 뉴다양(New Dayang) 

조선소는 메탄올 관련 부품을 조달하고 통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별도로 고용함

▲ 알파라발 연료 공급시스템, 출처: 알파라발(Alfa L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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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AN Energy solutions 社, 이중연료 개조  
프로젝트 참여

(출처 : Lloyd’s List, ’22.08.15)

●  2021년 Stena Bulk 社* 및 Proman 社**는 메탄올 개조 및 연료 공급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MAN Energy solutions 社***는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연료 공급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양 社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 Stena Bulk 社: 스웨덴 선사로 원유 및 화학제품을 운송할 수 있는 탱커 약 100척을 보유

** Proman 社: 스위스 소재 세계 최대 메탄올 생산자로 전 세계 비료 생산을 선도 

*** MAN Energy solutions 社: 추진 시스템 디젤 엔진과 터보 기계류를 생산하는 독일 회사

●  이에 따라 MAN Energy solutions 社는 디젤 및 메탄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엔진(MAN 48/60)을 

개조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① 가장 먼저 타당성 조사 및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② 다음 단계로 엔진 개조, 시운전 및 현장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현장 

테스트가 완료되면, ③ 마지막으로 상용화를 위해 엔진을 인도할 계획임

●  메탄올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미래 친환경 대체연료로 MAN Energy 

solutions 社의 Stefan Eefting 씨는 “메탄올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할 경우 온실가스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영국은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과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규정 및 규범 준수와 관련한 새로운 5개년 해양 안보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동 전략이 해양 분야의 기술, 혁신, 사이버보안을 강화시키고 해양 환경 훼손을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함

●  영국 교통부 장관 Grant Shapps 씨는 새로운 전략에 포함된 해저 지도 제작 영국 센터(UK CSM, UK Centre for 

Seabed Mapping)의 설립과 관련하여, 해저 지도 제작이 해상 무역,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선박 운항 등 해양 

분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자국의 해양 안보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이러한 영국의 새로운 전략은 국경, 항만 및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인 해양 안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전체론적 

시스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국 보호 위주의 5가지 전략적 목표*에 초점을 

맞춤 

* 자국 보호, 위협 대응, 번영 보장, 가치 옹호, 회복력 있는 바다

●  영국 항만 협회(British Ports Association) 정책 및 대외 업무 부장 Mark Simmonds 씨는 “영국 항만은 정부 및 

법률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매년 약 5억 톤의 해상 무역과 수천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동시에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UK CSM 설립이 해양 분야의 주요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함

42
영국, 새로운 해양 안보 전략 발표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8.15)

▲ 해저 지도 제작은 해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임. 출처: UK Hydrograph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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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상업용 선박에서 첨단 원자력 기술 채택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ABS는 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원자로 기술 모델을 개발하고 원자력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산업계 자문을 제공할 계획임

-  ABS는 원자로를 동력으로 ABS 규칙에 따라 승인된 최초의 상선인 NS Savannah 호와 1959년부터 해상 원자력 에

너지원을 활용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DOE가 지원하는 텍사스 대학의 용융염 원자로 연구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프로젝트는 작년 DOE의 원자력 에너지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자금으로 조달한 800,000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DOE의 국가 원자로혁신센터(National Reactor Innovation Center, NRIC)에서는 해상 

핵실험 진행을 위한 선진 원자로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임

●  ABS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기술 수석 부장 Patrick Ryan 씨는 “현대 원자력 기술이 해운의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국의 조선 산업계가 

육상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또한 안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술을 평가해야 하며, 

ABS가 이러한 측면에서 DOE를 지원하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강조함 

●  국가 원자로혁신센터 이사 Ashley Finan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전하며, “강력한 

시스템을 가진 국립연구소가 산업계와 협력한다면 에너지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해운 배출량을 줄이고 해상 및 첨단 원자력 부문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덧붙임

43
ABS와 DOE, 상업용 해상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출처 : NEWS Powered by CISION, ’22.08.17)

●  8월 16일, 인도네시아는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자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보고서 “Shipping’s 

Energy Transition”를 발행하며,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 및 로드맵을 소개하고 탈탄소화 추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지닌 잠재력을 피력함 

●  보고서는 총 113쪽 분량으로 해운 부문 탈탄소화 필요성, 인도네시아의 해운산업 현황, 온실가스 저감 주요 정책, 

대체에너지 전환 계획, 관련 사업 소개 및 국제사회에 제안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 및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음

-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globalmaritimeforum.org/publications/shippings-energy-transition-

strategic-opportunities-in-indonesia

●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도 인근 국가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해양 산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소형선박이 내항에서 운항하여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제 및 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해양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해운의 탈탄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며, 다

른 국가의 모범이 되기 위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음

44
인도네시아,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보고서 발행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8.18)

▲ 출처: Shipping’s Energy Transition: Indonesia, 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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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CGM 社와 우즈 홀 해양 연구소(Wood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HOI)는 조지아의 Savannah 

연안에서 39마일 떨어진 지점에 음향 모니터링 부표 “CMA CGM Sea Guardian-Savannah”을 배치하였음을 밝힘

-  해당 부표는 동부 연안에서 극심하게 포획되고 있는 북대서양긴수염고래(North Atlantic Right Whales) 탐지와 함께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CMA CGM 주도의 다른 부표는 지난달 버지니아주의 Norfolk 

연안에 배치됨

●  최근 예측에 의하면, 지구상에 오직 336마리의 북대서양긴수염고래가 생존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종법(US 

Endangered Species Act)과 해양 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하에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음

●  CMA CGM 社의 북 아메리카 지속가능성 부서장 Heather Wood 씨는 “음향 모니터링 부표가 수중소음을 

녹음하고 이를 위성에 전송하여 위성이 WHOI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해양 동물의 

종과 항로에 있는 동물들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선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특히, 동부 연안에는 어망, 선박 충돌, 고래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공해 등의 위협이 만연한 지역으로, 미 국립해양 

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제안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CMA 

CGM 社의 활동이 실시됨

*  북대서양긴수염고래와 관련된 선박 충돌 사고를 제한하기 위해 동부 연안의 지정된 지역에서 선박이 10노트 이하로 속

도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46
CMA CGM 社, 미국 동부 연안에 고래 모니터링  
부표 설치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8.21)

▲ CMA CGM 社 부표. 출처: CMA CGM 제공

●  머스크 社는 ’22.3월에 6개 기업들(CIMC ENRIC, European Energy, Green Tchnology Bank, Proman, 

WasteFuel)과 글로벌 생산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25년 말까지 연간 73만 톤의 그린 메탄올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그린 메탄올은 신재생 또는 그린 수소에서 생산되는 e-메탄올 또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메탄올로, 향후 12척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가동을 위해 사용될 것임

●  추가로, 머스크 社는 ’24년 가을부터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중국 에너지 회사 Debo 社와 연간 20만 톤의 

바이오 메탄올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공급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였으며, Debo 社는 머스크 社의 

7번째 전략적 파트너로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전략적 파트너 연료 종류
2024년 말, 

생산능력(톤/년)

2025년 말, 

생산능력(톤/년)

2025년 이후,

생산능력(톤/년)
위치

CIMC ENRIC 바이오 메탄올 50,000 - 200,000 중국

Debo 바이오 메탄올 200,000 - - -

European Energy e-메탄올 - 2-300,000 - 북·남미

GTB 바이오 메탄올 50,000 - 300,000 중국

Orsted e-메탄올 - 300,000 - 남미

Proman 바이오 & e-메탄올 - 100,000 - 남미

WasteFuel 바이오 메탄올 30,000 - - 북미

합계 - 330,000 6-700,000 500,000 -

▲ 생산능력 추정표, 출처: Maersk

●  머스크 社 ’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그린 메탄올 생산 능력은 선박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45
머스크, 중국 Debo 에너지 社와 연간 20만 톤 바이오  
메탄올 공급 의향서 체결

(출처 : A.P. Moller - Maersk,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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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컨테이너선의 화재 및 폭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로 위험물의 부적절한 

신고 또는 잘못된 포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매년 컨테이너 운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자들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Ocean Trader의 컨테이너 폭발사고(’21.7), Zim Charleston의 컨테이너 화재사고(’22.8)

●  연간 약 2억 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되고 있으며, 이 중 10~12%는 안전 관리가 필요한 화물이지만, 충분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평균적으로 수백 개의 화재 위험성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임

●  화물의 안전 관리는 컨테이너 공급망에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비용 절감, 시간 절약 등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규정 및 관련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복잡한 컨테이너 공급망에 있는 화주, 운송인 및 수하인 등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며,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48
지속해서 발생하는 컨테이너선 화재

(출처 : Lloyd’s List, ’22.08.23)

▲ X-PTRSS PEARL, 출처: 스리랑카 공군

●  2022년 8월, 일본 해사 산업계를 대표하는 4개의 대형 회사(NYK Line, Nihon Shipyard Co., Ltd.(NSY), 

ClassNK 및 IHI Corporation(IHI))는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암모니아 연료 상용화를 위해 부유식 저장 

재기화 바지(FSRB)* 선박 개발을 위한 R&D 계약을 체결함

*  부유식 저장 재기화 바지(A-FSRB, Ammonia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Barge): 선박을 통해 운송된 액

체 상태의 암모니아를 저장하고 그 수요에 따라 암모니아를 기화시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지에 송급하는 부유식 저장

시설로, 같은 기능의 육상 플랜트와 비교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  A-FSRB 시설이 구축된다면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는 않는 친환경 연료로서 암모니아 상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일본 산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회사 역할

NYK Line ● 프로젝트 관리, 법률적 검토, 환경평가 등

NSY ● 선체 및 탑재되는 기자재 설계, 성능평가 등

ClassNK ● 기술 검증(인증 포함), 기술 관련 지침서 개발

IHI ● 암모니안 운송, 재기화 공정 담당, 설비 제공 등 

47
일본, 세계 최초 암모니아 부유식 저장 재기화 바지
(FSRB) 개발 추진

(출처 : NYK Line Press Release, ’22.08.22)

▲ 출처 : NYK Lin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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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시장조사업체 에큐먼 리서치 앤 컨설팅(Acumen Research and Consulting)에서 발행한 보고서 「2022-

2030 스크러버 시장의 점유율, 분석 보고서 및 지역 예측, 2022-2030」에 따르면, 세계 스크러버 시장은 2023년 

356만 달러(한화 47억 5천만 원)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동 보고서는 2030년까지 163억 8000만 달러(한화 21억 8천만 원)의 시장 규모를 달성하고, 2022년 대비 

2030년 사이 스크러버 시장은 18.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황산화물

(SOx)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선박기인 유해 배출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크러버의 설치가 급증하였음

●  한편, 유럽 스크러버 시장은 2021년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북미 시장은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선박의 증가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50
스크러버 시장, 2030년까지 164억 달러 도달 전망

(출처 : Offshore Energy, ’22.08.25)

▲ 스크러버 시장 전망

●  2022년 7월, 미국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은 선박용 추진연료로서 LNG의 효용성, 친환경 

성능 등의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SUSTAINABILITY WHITEPAPER LNG AS MARINE FUEL” 자료를 발간함

-  백서는 총 21쪽 분량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LNG를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선박 설계 측면의 영향, IMO 국

제규제 등의 준수 사항 및 선박의 운항 측면에서의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음(보고서 다운로드 : https://absinfo.eagle.

org/acton/media/16130/sustainability-whitepaper-lng-as-marine-fuel-abs)

●  국제해운은 IMO 차원의 선박 기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여러 국제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LNG 연료 사용에 

주목하고 있으며, ABS는 선급의 역할 측면에서 연료 사용에 따른 설계 및 운항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음

설계 관점의 영향 운항 관점의 영향

● 탱크 및 요소 기계 등의 배치 ● 화물 적재량의 변화

● 연료 탱크에 관한 규정 및 제작 ● 선원의 관점에서 운영의 위험성

● Boil-off Gas 관리 및 활용 ● 유지·보수 관점에서 업무량 등 변화

●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엔진 개조 ●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증명

● 선주의 관점에서 경제성  ● LNG 벙커링 및 Dry Dorking

49
미국선급(ABS), 선박 추진용 LNG 연료에 대한 백서 발간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8.25)

▲ 출처 : A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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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Honiara 항에 기항하여 솔로몬제도의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해 보급할 예정이었던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Oliver Henry 호가 남태평양 공동 해역 순찰 중 솔로몬제도에 기항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해안경비대 

언론담당자는 Reuters 社에 솔로몬제도 측이 Oliver Henry 호의 기항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어 인근 파푸아뉴기니로 

배를 돌렸다고 전함

●  솔로몬제도는 중국과 새로운 안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솔로몬제도의 영토에 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음. 이에, 미국 및 호주는 이번 안보협정이 중국이 산호해 및 남태평양에 진출하여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이러한 외교 마찰은 영국 해군 경비함 HMS Spey 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국 해군은 HMS 

Spey 호의 일정 변경이 정례적인 관행이라고만 언급하며 HMS Spey 호 역시 기항 거부를 당했는지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임

●  HMS Spey 호와 Oliver Henry 호, 그리고 15개국의 선박들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4가지 연례 순찰 중 하나인 

Operational Island Chief*의 일환으로 솔로몬제도 근방에 있었음

*  태평양 제도 포럼 수산청(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FFA)이 주도하는 1,800만 km2의 감시 작전으

로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마셜 제도,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

투 및 공해 지역 등 11개 FFA 회원국의 태평양 해역을 포괄함

52
솔로몬제도, 미 해안경비대(USCG) 경비함 기항 거부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8.28)

▲ USCGC Oliver Henry 호. 출처: USCG 파일 이미지

●  2021년 10월 25일 롱비치와 로스엔젤레스의 산페드로만(San Pedro Bay) 항구에서 컨테이너 체류 요금

(Container Dwell Fee)을 고려 중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항구의 노후 화물이 46% 감소함에 따라, 컨테이너 

체류 요금(Contatiner Dwell Fee) 계획에 대한 고려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달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후 수수료 시행을 재평가할 예정임

●  동 개정 수수료는 해양터미널에 장기간 체류하는 수입 컨테이너에 해상운송업자에게 복합적인 일일 벌금을 

부과하고 항구는 트럭에 묶인 컨테이너와 레일 컨테이너 모두에 대해 9일 이상 적재된 수입 컨테이너마다 원양 

운송업자에게 체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음

●  이 정책은 Biden-Harris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여러 

공급망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개발된 바 있으며, 롱비치의 항구는 태평양 횡단 무역의 관문이자 환경보호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항구 중 하나로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량을 처리하고 미국 전역 260만 개의 무역 관련 

일자리를 지원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임

51
산페드로만(San Pedro Bay) 항구, 컨테이너 
체류 수수료 계획 연기

(출처 : gCaptain, ’22.08.27)

▲ 산페드로만 항구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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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량 증가에 따라 해운 분야의 탄소발자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덴마크 신생 기업인 Blue World Technologies 社는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되는 메탄올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을 알리며, 메탄올을 선택한 이유로 석유와 같이 일반적인 연소가 가능한 점과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점을 이유로 제시함

●  최근 Blue World Technologies 社는 빌 게이츠(Bill Gates)가 지원하는 Breakthrough Energy Ventures를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3,700만 유로(3,690만 달러)를 모금하여 대형선박의 메탄올 연료 공급 시스템 생산을 

확대하였으며 개질기에서 직접 가스를 혼합할 수 있는 고온 연료 전지를 개발함

-  해당 공정은 기존의 생산방식보다 저렴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만을 생성하며, 압축, 저장 및 수소 재결

합을 통해 더 많은 메탄올을 생성할 수 있음

●  Blue World Technolgies 社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새로운 투자를 통해 대량 주문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1차로 5척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메탄올 사용 연료전지를 1년 내 

생산할 계획과 2차로 2024년까지 규모를 10배로 확장할 계획임을 밝힘

54
빌 게이츠도 후원하는 친환경 연료 ‘메탄올’

(출처 : gCaptain, ’22.08.30)

▲ 머스크 메탄올 추진 선박, 출처 : A.P. Moller-Maersk

●  2022년 8월, 영국의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Energy Institute 연구소와 선주 P&I Club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연료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선박용 대체 연료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함

-  UCL 연구소의 연구책임자 Colin Robertshaw 씨는 선주와 선박 운항자 관점의 대체 연료의 사용에서 동 보고서(제

목: ALTERNATIVE LOW EMISSION FUEL FOR THE MARITIME INDUSTRY) 내용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연료에 대한 평가는 ① 운항 안전 및 환경 측면, ② 선박 운항의 적용성 및 ③ 연료 자체의 특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구분에 세부 평가 기준을 세워서 5가지(Very Good,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지표로 

평가함  

구분 세부 평가 요소

운항 안전 및 환경 측면 ● 인체 유해성, 선박 위험성, 환경 위험성, 규제 적합성 등

선박 운항의 적용성 ● 연료 적합성, 생산 유용성, 운항 효율성 등

연료 자체의 특성 ● 지속성, 연료 사용 가능성, 적용 추세 등 

-  선박 연료로서 수소와 중유를 비교하면 선박 운항의 위험성 측면과 선원의 교육·훈련 측면에서 수소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의 운송 측면에서도 수소는 ‘ Very poor’로 평가됨

53
UCL, P&I 공동의 저탄소 선박 연료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행

(출처 : Ship&Bunker, ’22.08.29)

▲ 출처: www.shipowners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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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항해협회(Nautical Institute)는 새로운 연료의 안전한 취급 등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세계적으로 일관된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운수노조연맹(ITF) 및 영국 해양공학연구소(IMarEST) 등과 

협력하고 있음

●  이 그룹은 안전 및 인적 문제, 특히 선원들이 배워야 할 사항과 새로운 연료로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추가로 소방기술, 정교한 개인보호장구(PPE) 적용,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벙커링 요구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미래의 새로운 연료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기존 

해상연료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새로운 연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소화 방식을 모색해야 

함

●  LNG는 선박용 디젤보다 약 2배에 달하는 복사열을 갖고 있으므로 2차 화재 위험이 높고, 메탄올은 거의 불꽃을 

일으키지 않아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으므로 정교한 센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호장비가 필요함

-  특히, 선상의 화재에 물을 뿌리는 기존의 대응 훈련은 새로운 연료에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

며, 현재 선박에 마련되어 있는 구명뗏목(Life raft)은 LNG, 액체수소 등 극저온 연료의 유출 사고에서는 제 기능을 상

실할 수 있음

●  영국항해협회(Nautical Institute)는 선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피하기 위해 가능한 연료 유형 

전반에 걸쳐 선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통합하고 기존 교육 표준·커리큘럼·지침을 전 세계적 표준으로 활용할 

예정임

56
새로운 연료에 대한 선원 안전교육 업그레이드 필요

(출처 : Lloyd‘s List, ’22.09.02)

●  해상 선박은 국제 무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은 거대한 디젤 엔진 통해 환경에 유해한 

벙커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세계온실가스의 37%를 차지하는 전체 운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3%를 차지함

-  그러나 국제 무역이 지속 성장하고 화물 운송이 선박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일부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이 

온실가스의 17%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비평가들은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해운 산업을 녹색으로 전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조선·해운·금융업계는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민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  해운업계는 그린 항로 또는 제로 배출 솔루션 및 정책을 지원하는 특정 항로와 항만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금융계는 포

세이돈 원칙 등에 따라 탈탄소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는 액화 수소 및 암모니아 연료 엔진, 풍력을 동력

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선박 설계, 공기윤활 시스템, AI 지원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하고 있음

●  한편, 머스크 社를 필두로 그린 메탄올 선박 발주가 시작되고 있고, LNG 추진선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신규 발주 

선박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연료 엔진 및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린 암모니아 또한 레디(Ready) 선박 

형태로 발주되고 있음

-  이외에도 혼다 중공업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550톤의 하이브리드 전기 선박을 개발하고 있으며, 풍력 보조기술을 활

용한 20척의 대형선박이 운항 중에 있음

●  이처럼 다양한 탈탄소화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해운 탈탄소화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아마존, 이케아, 유니레버 등 

주요 화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으로 국제 해운에 주목하고 있음에 따라 해운 탈탄소화에 귀추가 주목됨

55
기후변화에 따른 화물선 동력원의 변화

(출처 : CNBC, ’22.08.31)

▲ 자동화 연(seawing)이 부착된 선박, 출처 : 프랑스 에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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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개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선원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요건이 개정되어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식수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됨 

*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으로 2006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채택하여 2013년 발효하였으며, 전 세계 함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0여 개국에 의해 비준됨

●  구체적인 개정사항으로는 코드 A3.2(Standard A3.2)에 “계약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선주들은 선원에게 식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선내 근로를 위한 최저요건(제1장), 근로조건(제2장), 거주설비·오락시설·식량 및 조달(제3

장), 건강보호·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제4장), 준수 및 집행(제5장) 등의 총 5분야로 구성되며, 코드 A3.2는 

제3장 3.2규칙(음식과 음식 공급) 아래 항목으로 포함됨

●  다른 의무사항으로는 선주들이 선원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는 것과 각국의 항만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사항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해상에서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온 국제운수노조연맹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의 요구사항과 부합함

●  또한, 선원들은 적절한 크기의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보유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여성 선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각국에 유기된 선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진하고 선원들에게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며, 모든 선원 사상자들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기록 및 공개되어야 함

58
해사노동협약(MLC) 개정, 선원에 대한 선주들의 
의무

(출처 : Lloyd’s List, ’22.09.06)

●  페리 운영업체인 Stena Line과 DFDS, 에너지 회사인 Ørsted와 Liquid Wind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예텐보리(Gothenburg)에 전자연료(e-fuels) 허브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친환경 전자연료(e-fuels) 

프로젝트는 2025년 출범할 예정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해당함

●  현재 개발 후기단계에 있으며,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둔 FlagshipONE은 연간 50,000톤의 eMethanol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e-연료 시설이 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녹색 연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항만인 

예텐보리(Gothenburg) 항만의 지원을 받으며, 5개의 참여사는 향후 더 많은 회사가 탄소 중립 전자연료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최초의 재생 가능한 ‘Made in Sweden’ 해양 연료를 출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

●  친환경 전자연료인 e-methanol은 100% 재생가능한 풍력 에너지와 결합된 100% 생물자원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음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

57
예텐보리(Gothenburg) 항구, 유럽 최초 친환경 
e-fuels 허브로 부상 

(출처 : World Maritime News, ’22.09.02)

▲ e-연료 시설 조감도, 출처 : Courtesy of Liquid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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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큰 팽창식 구명정이 영국 선급(Lloyd’s Register)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았으며, 이 구명정은 

크루즈 선박에 설치될 예정임

●  영국의 구명기술 전문 업체 Survitec 社가 개발한 구명정 “Seahaven”은 최대 1060명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컴팩트한 설계로 크루즈 선박 갑판 공간을 최대 85% 여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해당 구명정 

시스템(two-lifeboat system)은 국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였음

- 이러한 공간 효율성 제고는 크루즈 선사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구명정 “Seahaven”은 나선형 슬라이드를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며, 선상에서 배치할 수 있는 장소의 

제약이 줄어들어 갑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빗(davits)을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 작동만으로 

4분 이내에 팽창할 수 있고 한번 진수되면 약 6노트(knots)로 24시간 이동할 수 있음

60
크루즈 선박용으로 승인된 세계 최대 팽창식 구명정

(출처 : Lloyd’s List, ’22.09.12)

▲ 구명정 “Seahaven”, 출처 : Survitec

●  9월 3일 토요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의 처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무역을 촉진하며 상하이의 국제운송 

센터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하이항에서 공 컨테이너 운송 센터(empty container transportation 

center)가 운영을 시작함

●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에 위치한 센터는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계절적 컨테이너 부족 해결을 위해 상하이 

국제항무그룹(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SIPG)과 Maersk, CMA CGM, MSC 및 Evergreen 

해운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21년 8월 시작된 공사는 1년 이상의 건설 및 준비 끝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완료함

*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Yangshan Special Comprehensive Bonded Zone): 2020년 설립이 승인된 해관 특수 관리

구역으로 국내외 자유로운 무역과 운송을 위해 종합 보세구역 정책을 시행함

●  상하이 항만 공공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SIGP의 회장 Gu Jinshan 씨는 전 세계에 자원을 수송하기 위한 

핵심으로 센터를 지목하였으며, “새로운 센터는 항구와 해운사의 통신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운 사업자와 동북아시아, 양쯔강 삼각주 및 주변 지역의 고객에게 공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고 언급함

●  또한, 공 컨테이너 운송 센터는 상하이 항구의 위상을 지원하여 보다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의 벤치마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12년 연속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로 평가되는 상하이 항구는 코로나19를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컨테이너 처리량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돼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에 기여하였음

59
상하이, 새로운 컨테이너 운송 센터 개소

(출처 : SAFETY4SEA,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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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일본의 선급협회 ClassNK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기술자와 선박에서 대체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ersk Training A/S 社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Maersk Training A/S 회사는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14곳의 훈련 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선원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단지 등 해상 설비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육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적요인에 의한 사

고 위험성을 인식하여 1978년에 설립됨

●  ClassNK는 해양 인명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 산업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정책 방향을 지니며, 인적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훈련 및 인증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음

-  이번 MOU 체결로 양 사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유능한 현지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향후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대한 선원 교육 개발 관련 공동 연구도 수행될 예정임

62
Maersk Training&ClassNK, 대체 연료 선원 교육에 
관한 MoU 체결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9.14)

▲ 출처: ClassNK 홈페이지

●  북유럽 지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접근 방식 개발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Vlissingen에 위치한 독립 액체 벌크 저장 운영업체인 Vesta Terminals 社의 기존 에너지 저장시설을 

개·증설하여 최초의 그린 암모니아 허브로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독일 거대 에너지사인 Uniper 社는 네덜란드 Vesta Terminals 社와 협업하여 기존 시설에 새로운 허브를 조성하여 

2026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린 암모니아 및 수소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유럽 내 에너지 공급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동 시설은 네덜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Flushing 항에 위치하며, Flushing 항은 Antwerp 항과 Ghent/Terneuzen 항

을 연결하는 셸드(Scheldt) 강에 전략적으로 위치함

●  동 시설은 현재  60,000cbm에 달하는 용량의 암모니아를 냉장 저장할 수 있으며, 외양선을 바지선과 수조차에 

재적재하여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하기 좋은 위치에 있음. 현 단계에서 시설의 처리량은 0.96mtpa*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처리량을 1.92mtpa로 확장하여 네덜란드 수소 배관망과 연결할 계획임

* mtpa: Million Ton Per Annual

61
Vesta 社의 네덜란드 터미널에 조성되는 최초의 
그린 암모니아 허브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9.12)

▲ Vesta 社의 Vlissingen 터미널, 출처 : Vesta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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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ival Corporation의 자회사인 미국 기반 크루즈 라인 Holland America Line은 9월 7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의 Volendam 호 선상에서 크루즈 업계 최초의 바이오 연료 테스트를 20일에 걸쳐 완료함

●  동 테스트는 네덜란드 해양 바이오 연료 공급업체인 GoodFuels 社와 핀란드 회사인 Wärtsilä 社와 협력하여 

수행되었으며, 테스트의 초기 5일 동안 선박은 주요 보조 엔진 중 하나에 30%의 바이오 연료와 70%의 

해양가스오일(MGO)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테스트의 마지막 15일 동안은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여 경유 

대비 탄소배출량이 78%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함

●  한편, GoodFuels 社는 바이오 연료 수변 연료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글로벌 항구 

중 하나인 로테르담 항구에 위치한 것을 이유로 네덜란드의 Volendam 호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선상 개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점이 있었음

●  고급 바이오 연료는 토지 사용 문제가 없고, 식량 생산 또는 삼림 벌채와 경쟁이 없는 100% 폐기물 또는 잔류물로 

인증된 공급 원료에서 생산되며, 2030년까지 사용량은 총 10%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4
Holland America Line, 크루즈 업계 최초의 바이오 
연료 장기 테스트 완료

(출처 : Offshore-energy, ’22.09.19)

▲ Holland America Line 크루즈

●  미국선급협회(ABS)는 중국의 CSSC Qingdao Beihai Shipbuilding CO., LTD와 China Ship Design&Research 

Center Co., Ltd(CSDC)의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Newcastlemax* 벌크선을 원칙적으로(Approval In Principle, 

AIP) 승인함

- 동 벌크선은 메탄올 탱크 용량도 갖추고 있어 메탄올 연료 단독에 대한 내구성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함

* 세계 최대 석탄항만인 호주의 뉴캐슬 항에 입항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선박

●  ABS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기술 부문 수석 부사장인 Patrick Ryan 씨는 “메탄올은 저탄소 및 무탄소 운영을 위한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유망한 해양연료이며, ABS는 전 세계의 주요 사업자와 함께 여러 메탄올 연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이 혁신적인 벌크선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ABS의 통찰력과 경험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함

●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메탄올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망한 해양 

연료로 해양에서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CSDC는 이미 2016년부터 선박용 탈탄소 연료로서 메탄올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관련 설계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바 있음

●  올해 초 ABS는 싱가포르의 선주이자 운영자인 SDTR Marine 및 중국의 선박 설계 기관인 Shanghai Merchant 

Ship Design&Research Institute(SDARI)와 함께 85,000dwt의 메탄올 연료 벌크선 설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 설계를 통해 세 회사는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돕고 메탄올과 같은 대체 해양 연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63
미국 선급협회(ABS),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벌크선 
AIP 승인

(출처 : gCaptain,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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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 Marine&Ports 社는 선박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효율성 및 안전성 등의 향상을 위해 Wallenius Marine 社와 

협력하여 ‘Oversea’라고 불리는 디지털 선대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선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  이 서비스는 ABB Marine&Ports의 전문 지식과 Wallenius의 선대 관리 능력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선박의 

성능 개선, 연료 소비 감소 및 배출가스 감소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선박과 육상에서 선대 

권고사항 및 정보 등을 동일한 데이터로 제공하여 선대를 공동 관리할 수 있음

●  ABB Marine&Ports 서비스 책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선박 운항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으며, Wallenius Marine은 선박 운항이 배출가스와 연료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는 환경 발자국과 연료비용을 모두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65
ABB와 Wallenius 社, 디지털 선대 지원 서비스 제공

(출처 : Lloydslist, ’22.09.21)

●  2022년 9월, 영국의 UMAS 社와 UN High level Climate Champions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Climate 

Action in Shipping Report - Progress towards Shipping’s 2030 Breakthrough’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 

하였으며, 동 보고서에는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조치 및 정책 방향 등이 설명되어 있음 

-  영국에 본사를 둔 UMAS 社는 2014년 설립되어 해운·교통 부문 상업적인 측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

로 영국의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에너지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 교통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UN High level Climate Champions 해운 부분 책임자 Katharine Palmer 씨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합일된 행동을 모색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산업계 현황을 분명히 인식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동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해운 산업계는 친환경 탈탄소 연료의 벙커링 및 생산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약 4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탈탄소 연료의 생산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실질적인 변화를 끌

어낼 수 있음을 강조함

66
UMAS, 해운 탈탄소화 ‘Climate Action in Shipping’ 
보고서 발간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09.23)

▲ 출처: Climate Action in Shipping Report 보고서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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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선사들은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한 투자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에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SC 社와 Maersk 社, CMA CGM 社는 자체 항공사의 운영을 시작하였음

●  MSC는 이전에 다양한 항공사의 지분 인수를 시도했었고 무산된 경험이 있지만, 2023년 초 드디어 첫 번째 

항공기를 인도받아 MSC Air Cargo를 출시할 예정이며, Maersk와 MSC로 구성된 얼라이언스 2M은 Start Air 및 

Damco 社로 운영되던 항공 서비스를 Maersk Air Cargo로 통합하였음 

- Maersk Air Cargo는 다른 운송형태와 항공을 연계해주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함

●  CMA CGM은 한걸음 더 나아가 Air France-KLM의 지분을 인수하여 CGM CMA Air Cargo*가 보유한 기존 

항공기 6대와 2026년까지 추가로 운영할 항공기 6대에 대한 운영을 계약했음

* CGM CMA Air Cargo: CMA CGM의 화물 항공사로 2021년에 설립됨

68
항공 운송 사업을 시작하는 대형 선사들

(출처 : Lloyd’s List, ’22.09.26)

▲ 출처 : Jaromir Chalabala / Alamy

●  2022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lobal Clean Action Forum”에서 덴마크 해사청은 해운 부문의 Zero-

Emission 실행을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함 

-  조치 계획이 담긴 보고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및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었으며 영국, 모로코,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 가

나 등의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보고서에는 2022~2030년 기간 Zero-Emission 실행을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43가지 조치가 식별되었으며 

기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간 필요 조치

2022-2024
● 이해관계자 간 탈탄소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협력체계 구축

● 시장의 참여를 통한 조화로운 기술 및 표준 개발

2024-2027
● 탈탄소화를 위한 선박-항만 간 안전 기술적 성숙도 증진

● 상호 협력을 통한 관련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지역 식별

2027-2030
● 최신 기술에 대한 대규모 확장 및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

● Green Corridor 개발을 위한 지역의 확장성 확보 및 시너지 효과

67
‘Action Plan for the Zero-Emission Shipping 
Mission’ 발표

(출처 : Danish Maritime Authority, ’22.09.23)

▲ 2022~2030년 주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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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제로 카본 쉬핑 연구소(The Maersk Mc-Kinney Mo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는 보고서의 

결과를 인용하여 컨테이너선을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또한 박스쉽

(Boxships)을 메탄올 및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언급함

-  동 보고서는 선주에게 박스쉽(Boxships)이 메탄올 또는 암모니아로 전환될 때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

며, 컨테이너선의 녹색 연료 전환에 대한 기술, 환경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되어 있음

●  연료유에서 메탄올 또는 암모니아로 전환할 경우 화물 공간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스쉽(Boxships)

의 대체 연료탱크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러나, 기존 선박구조로 인해 탱크 개조는 대부분 

불가능하며, 신조선의 경우에는 설계의 개조를, 현존선의 경우에는 화물공간에 메탄올 또는 암모니아 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함

-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연료유보다 발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유 용기와 동일한 범위를 제공하려면 더 큰 탱크가 필

요하며, 연구결과는 연료유의 경우 8,000m3를 기준으로 한다면, 메탄올의 경우 16,000m3, 암모니아의 경우 

20,000m3의 전체 범위 탱크 부피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음

●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과 파나마 국적의 아프라막스 탱커선이 9월 28일 새벽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에서 충돌하였으며,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Malaysian Maritime Enforcement Agency, 

MMEA)은 두 선박의 45명 선원에 대해 부상자가 없으며 기름 유출도 없었다고 언급함

●  MMEA의 사령관 Mohd Haniff Mohd Yunus 씨에 의하면, 충돌은 오전 4시에 발생했고 두 선박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 ‘GLS Grania 호’와 파나마 국적의 탱커선 ‘ZephyrⅠ호’로 식별되었으며, 이번 충돌은 싱가포르 

근처의 말레이시아 반도 남단에 있는 Tanjung Laboh에서 남서쪽으로 약 12해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함

●  추가로 MMEA에 따르면, Batu Pahat 해상 수역 운항센터가 ‘Benteng 05호’를 현장에 급파해 모니터링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GLS Grania 호’ 선장으로부터 받은 사고 예비 정보에 의하면 ‘ZephyrⅠ호’가 통제력을 

잃고 선박 우측을 들이받았음

●  한편, 105,588dwt급 탱커선인 ‘ZephyrⅠ호’는 혼합 아스팔트를 싣고 중국 Yantai로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  올해 초 미국 당국은 20년 된 해당 선박을 기만행위로 인용했으며, Lloyd’s List는 해당 선박이 러시아에서 화물을 실

었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려 했다고 보도함. 해당 선박의 AIS 신호는 목적지나 항해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선박 소유권이 

불분명했으며, 2022년 최소 두 차례 이상 선박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

69
박스쉽(Boxships), 메탄올 및 암모니아로의 전환

(출처 : Offshore-energy, ’22.09.28) 70
제재 피하려던 파나마 국적의 탱커선,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과 말라카 해협에서 충돌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9.28)

▲ 메탄올 연료 사용 설계(위) / 암모니아 연료 사용 설계(아래) 

▲ 피해가 발생한 아프라막스 탱커선 GLS Grania호 사진, 출처: M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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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93,600dwt급 컨테이너선인 ‘GSL Grania 호’는 미국 Savannah에서 말레이시아 Tanjung Pelepas로 가는 

항로를 운항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두 선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충돌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피해가 발생한 컨테이너선 ZephyrⅠ호 사진, 출처: MMEA

●  노르웨이의 연안 선박회사인 Tidewater Rederi 社는 노르웨이 전기시스템(NES) 社로부터 해양작업지원선

(Platform Supply Vessel, PSV)을 구성하는 배터리 패키지 및 충전제어 시스템을 주문하였으며, 추후 Tidewater 

社의 PSV ‘North Pomor’ 호에 탑재될 예정임 

-  ‘North Pomor’호는 2013년에 건조되어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장치를 이용하여 운항해왔으며, 약 40여 명의 승

객 수용이 가능함

●  향후 선박 개조 시 노르웨이의 베르겐(Bergen)과 올레순(Alesund)에 있는 선박수리소에서 배터리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 조립 및 테스트할 예정으로, 전 작업 완료 후 2023년 3분기 중에 재인도될 예정임 

●  노르웨이 전기시스템(NES) 社의 영업관리자인 Egil Bremnes 씨는 “현재 선박을 개조하여 배터리를 설치하는 

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연료 및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선내 시스템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함

71
Tidewater 社, 친환경 배터리 탑재 선박으로 개조

(출처 : Offshore Energy, ’22.09.28)

▲ 선박 개조작업(배터리 탑재)이 이루어질 Tidewater의 ‘North Pomor’호



94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95

Ⅱ. 국제해사동향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  덴마크 해운기업 A.P. Moller-Maersk는 현대중공업(HHI)에 17,000TEU급 대형원양 선박 6척을 추가로 예약 

주문하였으며, 그린 메탄올(Green Methanol)로 항해 가능한 이중연료엔진이 장착되어 연간 약 800,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됨. 6척의 선박은 모두 2025년에 인도될 예정임

●  본 건조계약 전 Maersk 社는 한국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 16,000TEU급 12척을, 현대미포조선(HMD)에 피더 1

척을 주문한 바 있으며, 이중연료용기는 기존의 저황유 연료뿐만 아니라, 메탄올도 사용 가능함을 언급함

-  또한, 오래된 선박을 향후 건조되는 그린 메탄올 박스쉽(Boxships)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2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  Maersk 社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기존 연료용량과 비교 시 벤치마크한 메탄올 이중연료 용량에 대한 

추가자본지출(CAPEX)은 약 8~12% 범위이며, 이는 Maersk 社가 작년에 동일한 기술로 8척의 선박을 주문했을 

때보다 개선된 수치임

-  또한, Maersk 社는 2020년에 비해 Maersk Ocean 함대의 운송 컨테이너 당 배출량 50%를 줄이고 친환경 연료로 

운영할 수 있는 신조선만 주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실질적인 단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컨테이너 선사들은 잠재적인 메탄올 생산자와 대규모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캠페인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기업과 7개의 전략적 그린 메탄올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대체연료의 가용성과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72
Maersk, 현대중공업에 메탄올 연료 박스쉽
(Boxships) 6척 추가 예약

(출처 : gCaptain, ’22.09.28)

▲ 머스크 社 제공 이미지 

●  「Protecting Blue Whales and Blue Skies」는 18개 선사가 참여하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선박이 일정 속도(10노트)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Point Arguello(Santa Barbara 카운티) ~ Dana Point(로스앤젤레스 항구 및 Long Beach 

항구 옆) 인근 해역까지 확장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임

●  선박 운항은 캘리포니아 해역 포함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고래, 지느러미 고래, 혹등고래의 회복에 

큰 위협이 되며,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2021년 사이 총 51마리의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가 관찰 및 문서화되었고 이는 선박에 의해 위험에 처한 고래 개체 수 중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 예측됨

●  2021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 7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사들은 650

톤의 NOx(질소산화물) 및 22,201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함

●  한편, MSC 社는 4년 연속 대형선박 범주에서 사파이어 등급*을 달성했으며, 선박이 별도의 운항 중단 없이 선박 

저속운항(VSR) 구역에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음

-  2021년 MSC 社의 선박들은 10노트 이하의 속도로 23,000해리 이상을 운항하였으며, Swire Shipping 社는 10노

트 이하의 속도에서 1,500해리를 운항하며 소형선박 범주에서 사파이어 등급을 달성하였음

*  VSR 구역에서 총 선대가 운항한 거리의 85%, 60%, 35% 이상이 10노트 이하인 경우 각각 사파이어, 골드, 블루스카

이 등급으로 나뉨

< 선사별 Whale Tail 등급 >

등급 해당 선사

사파이어

(85 ~ 100%)
MSC, SWIRE SHIPPING

골드

(60 ~ 84%)

MAERSK LINE, YANG MING, Hapag-Lloyd, NYK LINE, Wallenius Wilhelmsen, 

MOL, ONE, COSCO SHIPPING, CMA CGM

블루스카이

(35 ~ 59%)
EVERGREEN, HYUNDAI GLOVIS, WAN HAI LINE LTD. K-LINE

73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Protecting Blue 
Whales and Blue Skies」 기대효과 증대

(출처 : gCaptain,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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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의 벌크선에서 선원들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보고와 함께 밤새 베트남으로 긴급 의료 지원이 요청되었으며, 

베트남 의료당국은 총 21명의 선원 중 12명이 숨지고 9명은 병원에 이송되어 식중독으로 인한 중태 상태로 

추정된다고 보고함

●  76,000DWT 급의 벌크선인 ‘ Wu Zhou 8호’는  9월 27일 태국 Kohsichan 항에서 열대 식용작물인 카사바를 

싣고 중국으로 출항하여 10월 8일에 도착할 예정이었음

●  베트남 당국은 동 벌크선의 선장이 무전으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고, 최초 보고에서는 선원 18명이 식중독으로 

추정되었음. 당국은 동 선박에 베트남으로 우회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구조 헬기는 선박이 베트남 남부의 Con Dao 

섬에서 약 60해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을 때 도착했음

●  베트남 의료진이 선박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선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선원 11명은 심각한 상태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여 Con Dao 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음

●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 도중 선원 1명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으며 의료진은 사망 원인이 

식중독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베트남 당국은 선원들이 무엇을 먹었을지 불분명하다 밝히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함

74
식중독으로 중국 벌크선에 승선했던 선원 12명 사망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09.30)

▲ Wu Zhou 9호 사진. 출처: MarineTraffic.com

●  싱가포르 항만청(Maritime Port Authority, 이하 MPA)은 싱가포르에서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공급되는 모든 벙커 연료는 ISO 8217*표준을 충족해야 함

*  ISO 8217은 지역별 다른 선박 연료유의 성분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 기준으로 연료유의 특성별 테스트 방법 등을 참

고할 수 있음

●  현재 ISO 8217은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잔류유 및 증류 혼합물(blends of distillate and residual fuel oils with 

fatty acid methyl ester(s))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도록 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PA는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해양 바이오 연료에 대한 임시 국가 표준을 개발함

●  해양 바이오 연료에 대한 국가 표준은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표준에는 벙커 질량 유량 측정

(bunker mass flow metering)에 대한 싱가포르 표준(SS648)에 바이오 연료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포함됨

●  한편, 싱가포르 국회의원 Chee Hong Tat 씨는 싱가포르가 기존 탱커를 사용해 40회 이상의 바이오 연료 벙커링 

작업으로 약 70,000톤의 바이오 연료를 공급했음을 알렸으며, MPA의 해양 연료 표준 및 조사국 Ranabir 

Chakravarty 씨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메탄올 및 암모니아 표준을 2024년까지 개발할 계획임

75
바이오 연료 공급을 위한 싱가포르의 프레임워크

(출처 : Lloyd’s List,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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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항만건설분야 중대재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으로 보유기술에 날개를 달자

3.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선박 기술선도의 닻을 올리다

4. 첨단 해양과학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켜나간다

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6.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올해 상반기에도 없음

7. 해수부, 싱가포르와 탈탄소·해양디지털 협력 강화

8.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만능실증선박 건조 착수

9.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과 희망, 남극연구의 새로운 여정 시작한다

10. 투발루 어촌뉴딜 성공을 위해 뜻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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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22년 7월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등 법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이번에 제작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하여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하였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을 수록하였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법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등 여러 안내서들을 제작·배포해 왔지만 모두 공통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에 제작된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완벽 적용하여 

항만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1
항만건설분야 중대재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

참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항만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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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해양수산 우수기술의 조기 발굴과 거래를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

■  대상기술 :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사업체계 : 사업공고 및 신기술 인증(해수부), 신청접수 및 심사(KIMST)

사업공고

(접수)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여부 확인 등)
⇔

심사

⇒

인 증

해수부

(KIMST)
34,164 KIMST 해수부

■  사업체계 : 1차(면접) → 2차(현장) → 3차(종합)에 걸쳐 심사  

구  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현장평가 종합심사위원회

평가 내용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심사과정의 적절성 등

기준 점수 70점 이상 70점 이상 평가위원 2/3 동의

■  인증 혜택

●  신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자금지원*, 해수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시험시공***, 신기술 인증마크 사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

흥기금,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지원자격 요건

  ** 신기술 인증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R&D과제 신청 시 가점(2점)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600호

■  연도별 인증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上 총계

접수 67 92 87 128 65 25 464

인증 14 10 22 19 11 6 82

인증율 20.9% 10.9% 25.3% 14.8% 16.9% 24.0% 17.7%

참고 1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KR(한국선급)승인을 획득한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바다숲 조성용 다공성 블록 등 6

개 기술을 선정하여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증한 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총 82

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인증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의 경우 시험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관련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를 표시하여 대외 

신인도 확보 및 제품 판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코이도의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은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시험 적용 중

(신기술 인증번호: 2018-08호)

**  ㈜성동마린의 ‘내수면용 유(油)회수기’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하여 2021년에만 약 2.4억원의 매출을 달성(신기술 인

증번호 : 2018-06호)

이번 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공모에 응모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성과 경제성 등을 1차로 평가하고, 현장에서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와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6

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확정하였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극저온환경(-253℃)에서 저장하여 기존 방식 대비 많은 양을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수소선박 미래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설계·제작 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방오(防汚) 기자재의 마모를 최소화하여 사용기간을 기존보다 연장시키는 ‘나노분말을 활용한 양식용 

방오기자재 제작 기술’과 해상 오염물질 전파방지막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오탁방지막 제작·설치 공법’은 해양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숲 조성을 위한 다공성 블록 제작 기술’은 잘피 종자와 해조류 포자를 친환경 다공성 모판에 부착하여 해저에 

설치함으로써 어패류 산란 보육장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해안 침수방지를 

위한 투명 방어벽 제작 기술’, ‘해양 구조물 부식방지용 코팅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다.

2022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을 위한 공모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

kimst.re.kr)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증된 신기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홍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02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으로 보유기술에 날개를 달자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등 6개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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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400kg 316L/316HN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설계, 제작 기술

기술분류 해양공학 - 선박공학

기 업 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하이리움산업㈜, 한국조선해양㈜, POSCO

■  기술의 특징

●  기존 수소 저장방식 대비 극저온환경(-253℃)에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수소연료전지와 연계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무탄소 선박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 세계 최초 증기 냉각 복사 차단막 및 방파판 적용

   - 국내 최초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한국선급 원칙승인 2건 획득

   - 수소 취화* 문제가 해결된 차세대 액화수소 전용 강재 적용

    * 금속에 수소가 흡수되어 금속재료가 취약해지는 현상

■  기대 효과

●  중소형선박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무탄소화 실현

●  국외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액화수소 저장기술 시장에서의 자립화 

기 술 명 양식용 방오 기자재 제작을 위한 내염수성 구리 나노분말 제조 기술

기술분류 어업생산/이용 가공 - 어업 생산관리

기 업 명 아라수피아

■  기술의 특징

●  기존 해양생물 부착방지를 위한 방오코팅(예: 트리부틸주석)은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서, 사용 시 생물오염 

(중금속 중독),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감소(재코팅 필요), 방오 기자재 수명감소 등의 문제점 보유 

●  내염수성 구리 나노분말을 방오 기자재 생산 시 소량을 첨가하여 제품에 항균 및 방오 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자재의 수명감소를 최소화하고, 오랜 기간 성능 유지 가능

■  기대 효과

●  별도의 코팅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재료비, 인건비 절감 및 사용 기간 증가에 따른 양식품 중량 증가 및 폐사율 

감소

●  독성을 가진 방오 코팅제 사용의 원천 차단을 통한 바다생태계 오염 감소, 환경비용 절감

참고 2   2022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기술(6건)

▲ 개발 400kg 316L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시제품 및 액화수소 충전 실증

▲ 증기 냉각 복사 차단막 ▲ 증기 냉각 복사 차단막과 특수 형상 방파판 설치유무에 따른 단열 성능 및 유체 거동 해석 결과 

▲ 내염수성 구리 나노분말을 적용한 방오 기자재 사례

a. 구리 나노분말  

a. 방오 그물 b. 방오 섬유 c. 방오 부자피 d. 취수관

b. 방오 그물 평가(약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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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폴리우레아 수지로 막체를 보강하고 완충형 보강 연결부를 설치한 오탁방지막 제작과 설치 공법

기술분류 해안/항만

기 업 명 안덕테크㈜, 혜성산업

■  기술의 특징

●  오탁방지막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오탁방지막 제작 및 설치공법으로, 실해역에 설치한 오탁방지막의 주된 

파손 부위인 연결부 주변 막체를 폴리우레아(방수마감재) 수지로 보강하여 인장강도를 증가시킴

●  연결부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충격력을 감쇄하도록 완충형 구조로 보강

■  기대 효과

●  오탁방지막 수명 연장으로 유지보수 비용 감소 및 경제성 향상

●  오탁방지막 파손 저감으로 해양오염 확산 및 해양폐기물 발생량 저감

기 술 명 가변형 수직 지주와 충격 하중 저감용 수평지주를 구비한 투명 침수 방어벽 제조 기술

기술분류 해양환경 - 해양기후 변화대응

기 업 명 ㈜대도엔텍

■  기술의 특징

●  해수면 상승과 월파로 인한 해안가 침수를 방지하는 투명 침수 방어벽 제조 기술이며 25.5mm의 이중접합 

강화유리를 사용

●  주 지주의 형상 최적화로 투시면적을 최대로 넓히고 가변형 수직지주로 다양한 높이에 적용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충격 하중 저감용 수평지주로 수압이나 충격에 의한 투명 차수재의 파손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재난 관리 가능

■  기대 효과

●  해안가 저지대 지역 침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투명 소재 사용으로 조망권을 확보하고, LED조명 등을 사용하여 경관성을 향상시켜 해안가 인근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 

●  투명 침수방어벽 기술의 국산화로 해외 선도 기술 수입 대체 효과 

▲ 완충형 연결금구

▲ 기존 공법 시공사례

▲ 투명 침수방어벽 개념도와 설치 전경

▲ 제작 및 설치

▲ 연결부 구조보강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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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해양 강주조물 수분면에 적용 가능한 부식방지용 세라믹 복합재료 코팅기술

기술분류 해양공학-해양플랜트

기 업 명 태정인더스트리㈜

■  기술의 특징

●  금속 표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표면처리 및 환경요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팅기술로, 고강도 세라믹 

복합재료를 사용해 기계적으로 우수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기술임

●  접착강도가 우수하여 젖은 녹면이나 수중표면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기존 제품과 달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표면처리공정을 생략

■  기대 효과

●  교량하부, 결로배관, 해양구조물, 상시 습한지역의 설비, 표면처리가 어려운 지역의 설비 등에 적용 가능

●  국외 의존도가 높은 일반 표면처리 요건을 극복한 코팅소재 국산화

▲ 제품  특징

▲ 활용 가능 분야

기 술 명 바이오 폴리콘 다공성 블록을 이용한 잘피장 및 해조장 조성 기술

기술분류 해양수산생명 / 해양수산생물자원

기 업 명 에스비비㈜, ㈜해양생태기술연구소

■  기술의 특징

●  잘피나 해조류 성체를 해저에 이식 또는 부착하는 현재 기법은 성체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등 

바다숲 조성 효과가 낮음

●  식물성 바인더로 천연 골재를 접착한 친환경 다공성 모판에 잘피 종자와 해조류 포자를 부착하여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며, 모판을 개별로 설치하지 않고 모듈로 설치하여 비용 절감, 유지보수 용이  

●  다공성 모판은 해양식물이 발아 후 뿌리를 활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잘피, 모자반 등 해초나 

해조류가 빠르게 활착하도록 기여 

■  기대 효과

●  바다숲 조성을 통해 어패류의 산란 보육장 확보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  탄소흡수원 확대, 바다사막화 문제 해결에 기여 

▲ 동해 해저에 설치된 모판의 해조류 활착 모습 및 생체량 분석결과(1~5차)

▲ 다공성 모판을 사용한 잘피 성체 이식 및 활착 경과

잘피 이식 모듈 준비 잘피  해저 이식(’21.11) 이식 후 3개월 경과(’22.2) 이식 후 5개월 경과(’22.4)

수분면, 녹면
도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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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5일 오후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양 부처가 10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 50% 감축 목표(’23년 목표상향 예정)

 

■ 사업명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 : 2022~2031(10년), 총사업비 2,540억원(국비 1,873억원)

■ 추진부처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추진

■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형 친환경 선박 및 구성시스템들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확보

【 사업개요 】

친환경 선박은 선박 엔진의 연료 전환(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지·배터리 등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동 사업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과 미래선박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도를 위하여 2030

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실증 및 국제 표준화(ISO)와  IMO 의제 개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여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3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선박 기술선도의 닻을 올리다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출범 -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통합사업단은 개발 분야(산업통상자원부 지원)와 실증 분야(해양수산부 지원)로 구성되며 개발 분야는 한국조선 

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실증 분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내 기술개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통합사업단 출범을 축하하며, 미래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운·조선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제기준을 주도하고 

세계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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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개요 참고 2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추진 개념도

■  사업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유해물질 배출 규제(Tier III), IMO 2020 등 온실가스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세계 각 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조와 해운ㆍ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국, 유럽,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은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R&D에 적극 투자 중

   -  국내에서는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20.1.1시행)’에 따라 IMO 온실가스 감축 등 개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필요

■  기간/예산 :  ’22~’31년(10년)/2,540억원(정부 1,873억원, 민간 667억원)

■  총괄 연구기관 :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산업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수부)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개발내용 : 조선·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부와 해수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① 핵심·설계기술, ② 시험평가·실증기술, ③ 해상실증, ④ 표준화 및 제도 개선 등 4대 전략분야 개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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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영토 수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9일(화) 해군본부,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과 해양영토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해군, 해경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양사고 대응, 해양환경 정화 활동 등의 분야에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협의회에서 R&D 분야 실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R&D 관리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해양과학기술·해양영토 분야의 R&D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4개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공동기획, 대형 프로젝트 발굴, 연구개발 성과 실증 및 현장 적용, 상호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공동행사 개최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약 체결을 통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군항과 함정에 적용하고, 

해양무인체계, 해상작전용 드론 등 새로운 장비들을 실증하여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한편, 해양·국방·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해양영토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의 틀이 마련된 

만큼, 4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초격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조선·국방 등 연관 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4
첨단 해양과학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켜나간다

- 해수부·해군·해경·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 협력 MOU 체결 -

■  업무협약 개요

●  일시/장소 : ’22.7.19.(화) 11:00 / 서울 중구

●  참석자 : 해양정책관 홍종욱, 해군 소장 임중재, 해경 치안감 김용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오운열 등 각 

기관 15여명

시간 내용 비고

11:00~11:10 10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11:10~11:20 10분 협약 내용 보고

11:20~11:30 10분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참석기관 전체

11:30~13:00 90분 오찬

■  주요 협력사항

① 대형 사업 공동 기획(가칭 SONAR Project : Smart Ocean-NAvy R&D Project)

●  (스마트 군항·해양무인플랫폼) 우리 부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수중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군항, 해양무인플랫폼 기술 개발

●  (AI·데이터융합) 우리 부 해양정보 데이터 AI 융합 및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해양 및 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고도화

② 연구성과 실증 및 도전적 R&D 추진

●  (테스트베드) 우리부와 해군·해경의 해양무인플랫폼 및 R&D 성과물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공동 실해역 해상·

수중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

●  (도전적 R&D) 친환경 추진기, AI·로봇, 음파흡수 소재, 무공기통 호흡장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은 수요를 공동 

발굴하여 기술개발 추진

참고 2  해양과학기술·해양영토 분야 R&D 협약식 추진계획

참고 1  협약식 사진



116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17

Ⅲ. 국내 해사안전정책동향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지난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

의결하였다. 

   *  (의결)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② 국제감축

사업 추진전략,  ③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상정했다. 

■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사업 추

진전략 및 계획 등

■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  (예시)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 협력국으

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

●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의결)

●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0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

 ②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보고)

●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제감축 심의회 참석 9개 부처, 전담기관(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

외건설협회 등), 국제기구(GGGI 등) 등 참여

 ③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보고)

●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① 국내 추진기반 구축, ②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③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④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보고)

●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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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1년 이후 우리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해부대 

파병과 해적피해 고위험해역 설정 및 진입 제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해적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68 → 58건)하였고, 인명피해도 절반 이상 감소(60 → 28명)하였다.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나이지리아와 다국적 연합해군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도 45% 감소하였다.

아시아 해역은 소폭 증가(28 → 32건)한 반면, 중·남미 해역은 소폭 감소(16 → 13건)하였는데, 이 두 해역에서는 

선원의 금품을 빼앗아가는 생계형 강도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해협과 페루 칼라오(CALLAO)

항 등 특정 해역에서 해적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특정해역 해적사고 발생 현황

    - (아시아)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4건, 인도네시아 벨라완(BELAWAN) 3건

    - (중·남미) 페루 칼라오(CALLAO)항 7건, 브라질 마카파항(MACAPA) 4건 발생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적인 해적사건은 줄었지만, 서아프리카, 싱가포르 해협 등에서의 

해적위협은 여전하며, 페루 칼라오(CALLAAO)항 등 특정해역에서는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운업체들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최신 해적동향, 교육자료, 해적피해예방지침서를 참고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2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동향 분석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 gic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올해 상반기에도 없음

- 해양수산부,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동향 발표 -

참고 1  '22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   (전세계) 해적사건은 총 58건 발생, 전년 동기(68건) 대비 약 15% 감소

  ※ 선박피랍 1건 발생(전년 동기 1건), 선원납치 피해 없음(전년 동기 50명 대비 대폭 감소)

●  (서아프리카) 총 12건 발생, 전년 동기(22건) 대비 약 45% 감소

●  (소말리아·아덴만) 해적사건 없음(전년 동기 1건 발생) 

●  (아시아) 총 32건 발생, 전년 동기(28건) 대비 약 14% 증가

    ※ 싱가포르 해협 해적사건 : ( ’18 ~’19년) 0건 → ( ’20년) 11건 → ( ’21년) 16건 → ( ’22년) 16건 

●  (중·남미) 총 13건 발생, 전년 동기(16건) 대비 약 19% 감소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간 합계 201 162 195 132
58

(상반기)

상반기

계 107 78 98 68 58

서아프리카 46 36 35 22 12

소말리아·아덴만 2 - - 1 -

아시아 43 22 42 28 32

중·남미 16 19 17 16 13

기  타 - 1 4 1 1

자료 출처 :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ICC-IMB) 

▲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 건수(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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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월 31일(수)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과 ‘제7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는 2010년 8월 국제해사기구(IMO) 의제 대응, 해적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사안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싱가포르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개최해오고 있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7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 정책회의’는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츄아 레이 훈(Quah 

Ley Hoon)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앞으로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분야 탄소저감 목표 상향,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바다내비게이션(e-Nav)을 확산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해역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는 그동안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항만국통제, 해적대응과 같은 

전통적인 협력에 더해 해운탈탄소, 해양디지털 등 최근 해사분야의 현안 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07
해수부, 싱가포르와 탈탄소·해양디지털 협력 강화

- 한-싱가포르 해사안전 정책회의 코로나 19영향으로 3년만에 개최 -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선박용 친환경 연료 추진기관을 시험·실증할 수 있는 만능 실증선박(해상테스트 

베드) 건조를 위해 지난 9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강재 절단식을 가졌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조선·해운시장이 친환경 선박 체계로 

전환 중인 가운데, 세계적인 해운·물류 기업 등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엔진과 기자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에는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추진기관별로 각각 건조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건조하는 친환경 선박 해상테스트베드는 한 곳에서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암모니아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실험할 수 있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해상테스트베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김부기)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주)KTE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 및 투자자로 참여해 개발하고 (주)한국메이드에서 건조한다.

* 참여기업 : (주)KTE, (주)산엔지니어링, (주)극동선박설계, (주)리영에스엔디

이번에 건조하는 해상테스트베드는 약 1MW급의 혼소엔진,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의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평가 지원이 가능한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이며, 한국선급의 검사 및 시험운항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실증 및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외에도 2025년까지 LNG 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더 높은 선박용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기술개발과 함께 육·해상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연구시설 건립 

등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해상테스트베드 건조는 친환경선박 기술의 조기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8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만능실증선박 건조 착수
-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암모니아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 실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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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박제원 및 개념도

■  선박 제원

< 해상테스트베드(K-GTB) 조감도 > 【제원표】

길이 [m] 82.6

폭 [m] 18.0

흘수 [m] 4.0

총톤수 [ton] abt 2,600

승선인원 [p] 25(선원 10, 연구 15)

연료 LNG, MGO

선속 [Kts] 12.5

■  연구개발 개념도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9월 29일(목)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면 발대식으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해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의 1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남극은 과거 지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미래 기후변화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남극 빙하의 퇴적물은 과거 대기성분, 과거 해양생태계 등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빙하가 녹는 속도는 해수면 상승과 직결되어 전 지구적 이상기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2개의 과학기지를 갖추고 있는데, 전 세계에는 오직 10개국 

만이 2개 이상의 상설 연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로, 여름철 평균 온도는 영상을 넘나들지만 한겨울 온도는 영하 10~20도로 날씨 

변화가 심해 외부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로, 최저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고, 겨울철 약 3달간은 해가 뜨지 않는 

기간인 극야가 존재하여 대원들은 기지 내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특히 해양·대기·생태계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남극반도에서 

미래자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계산하였으며, 2009년에는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펭귄 마을’로 

불리는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한 세계 15번째 나라로 진입하기도 했다. 이번 활동기간에도 연구원들은 펭귄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류나 미생물 등의 채집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09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과 희망, 

남극연구의 새로운 여정 시작한다
- 해수부, 29일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

▲ 우리나라 남극 과학기지 ▲ 우리나라 기여 남극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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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과학기지에서는 수십만 년간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빙하와 운석을 분석하여 지구와 우주의 과거를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남극 내륙 안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거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나아가는 독자적인 육상진출로인 ‘K-루트’ 개척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1,740km를 개척하였다. 

이번 활동기간에는 특히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조사하고,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남극 빙하 아래에 있는 호수인 ‘빙저호’ 등에 대한 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월동연구대는 대장 등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극지연구소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올해는 각 기지별로 18명을 

선발하였다. 특히 이번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고층대기 분야와 지구물리 분야 담당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모두 

여성대원으로, 월동연구대에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됐던 것은 세종 28차 월동연구대(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남극에 파견된 여성 월동연구대원은 총 9명이다. 

월동연구대에는 극지연구소가 선발한 인원 이외에도 국방부와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길병원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월동연구대의 안전한 남극활동을 지원한다. 

발대식을 마친 대원들은 안전훈련, 응급처치, 위치확인시스템(GPS 및 무선통신) 사용법 등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고,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대원 간 의사소통, 

협동심 강화 등의 소양교육도 받게 된다. 이후 장보고과학기지 대원들은 10월 22일에,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11

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여 현재 남극에 있는 대원들에게 임무를 인계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그간 남극연구에 대한 훌륭한 성과 뒤에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임무에 매진해온 

월동연구대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미지의 공간인 

남극을 열심히 탐사하고, 동시에 남극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추진방향) ’22년 남극 세종·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 파견*을 맞이하여 월동연구대 격려 등을 위해 

합동발대식 개최

   *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18명) / 11.24.(목) 인천 출발 / 12.1.(목) 기지 도착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18명) / 10.22.(토) 인천 출발 / 10.27.(목) 기지 도착

●  (일시/장소) 2022. 9. 29.(목) 14:30 / 극지연구소 세종 국제회의실

●  (행사 내용) 대원 소개, 선서 및 단기 수여, 인사말씀(격려사) 등

●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극지연구소장 및 연구소 주요 보직자, 세종36차/장보고10차 

월동연구대원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월동연구대원 가족 및 연구소 직원은 참석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소내외 생중계 

예정

■  주요 행사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4:30~14:35 05‘ 개회 및 국민의례

14:35~14:40 05‘ 주요 내빈 소개

14:40~14:45 05‘ 인사 말씀 극지연구소장

14:45~14:50 05‘ 격려사 해양수산부 차관

14:50~14:55 05‘ 축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14:55~15:10 15‘ 경과 보고 및 대원 소개

15:10~15:15 05‘ 선  서 월동연구대장(세종36차/장보고10차)

15:15~15:20 05‘ 단기 수여 극지연구소장

15:20~15:30 10‘ 폐회 및 기념 촬영

참고 1  남극 월동연구대 합동발대식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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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개요

●  (준공) 1988. 2. 17.

●  (위치)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  서울에서 17,240㎞, 남미 끝에서 1,200㎞, 남극점에서 3,100㎞

    ※  킹조지섬 내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총 8개국의 상주 기지가 있음

●  (규모) 연구동, 생활관동 등 16개동(총 5,864㎡)

■  기지 운영

●  월동연구대(월동대장 : 안재우 책임행정원) 연중 근무(17명, 1년 단위 교대)

구 분 대장 총무 연구원 시설유지 조리 의료 기상 발전시설 해상안전

인 원 1 1 5 5 1 1 1 1 1

  ※  기관파견 : 기상청 1명, 해경청 1명(발전시설), 국방부 1명(해상안전), 가천길병원 1명(의사)

●  남극 하계기간(12월 초~2월 말) 중 연구원(약 120여명) 파견

■  주요 임무

●  기후변화, 해양, 대기, 오존층, 고기후, 유용생물자원 등 연구

●  기상관측(세계기상기구 전송, 기상청·대학·출연연과 공유)

●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남극 조류에 대한 생태계 관측 등)

●  다른 나라 기지와의 국제공동연구 및 인프라 협력

참고 2  남극세종과학기지 현황

▲ 남극세종과학기지 전경 ▲ 고층대기관측동

▲ 기상관측소

▲ 세종위성관제소

▲ 남극특별보호구역

■  기지 개요

●  (준 공) 2014. 2. 12.

●  (위 치)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

   ※  서울에서 12,730㎞, 뉴질랜드에서 3,500㎞, 남극점에서 1,715㎞

   ※  테라노바만 지역 내 이태리, 독일을 포함하여 총 3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

●  (규 모) 우주기상관측동, 대기구성물질관측동, 본관동 등 16개동(총 4,661㎡)

■  기지 운영

●  월동연구대(월동대장 : 한세종 책임연구원) 연중 근무(18명, 1년 단위 교대)

구 분 대장 총무 연구원 시설유지 조리 의료 기상 발전시설 육상안전

인 원 1 1 5 6 1 1 1 1 1

   ※  기관파견 : 기상청 1명, 해경청 1명(발전시설), 소방청 1명(육상안전), 가천길병원 1명(의사)

●  남극 하계기간(10월 말~3월 초) 중 연구원(약 140여명) 파견

■  주요 임무

●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기반 국제공동 연구 중점 수행

●  빙권 변화 기작 파악 및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수행

●  국내 산·학·연 극지분야 융복합 연구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참고 3  남극장보고과학기지 현황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전경 ▲ 준공기념식 / 2014.02.12.

▲ 위성통신 안테나 ▲ 생명해양과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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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월 30일(금)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우리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국에 제빙기나 발전기 등 

물자를 공여하는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물자 공여만으로는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우리나라 외의 조업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투발루와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번에 국내 지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본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고,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해 건설 공사 

관련 물품의 이동에 대해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

(ODA) 사업은 투발루에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원양업계는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
투발루 어촌뉴딜 성공을 위해 뜻을 모은다

-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농어촌공사 간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농어촌공사는(이하 “해수부”, “원협”, “농어촌공사”라 하며, 총칭하여 “당사자”

라 한다)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양 핵심어장의 어촌뉴딜 ODA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첫 번째 사업인 투발루 어촌뉴딜을 통한 어촌 주민 친환경 역량 강화 ODA 사업(이하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이라 한다)의 성공적 추진 관련 정부, 원양업계, 농어촌공사 간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약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수반한 정보, 전문가 자문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① 당사자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분담하여 

협력한다. 

   가. 해수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한다.

   나. 원협은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이행을 위한 양자협의 준비와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 관련 물품 등의 이동 협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다. 농어촌공사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라. 당사자는 제 2조의 협력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본 조항의 이행 관련 추가적 활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자문) ①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건설공사, 국제협력, 

역량강화 등)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이행) ①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해 연락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의 제 2조를 포함한 협력활동의 이행방안을 상세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적 재산권 및 기밀유지) ① 당사자는 공동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소유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호 공동 사업 추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①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및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②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이를 협약의 폐기 최소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날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1개월 전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참고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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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의 날인 및 보관) 이 협약서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3부를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시행) 이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인천해수청, 인천 남항 연안항 등 환경개선 추진

2. 인천해수청,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출범

3. 인천해수청, 인천-백령항로 신조 선박 운항으로 교통편의 제고

4. 인천해수청, 부적합 연료 적재 외국적 선박 출항정지

5. 부산해수청, 부산항신항에 가상신호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설치 

6. 부산해수청, 드론으로 “더 안전하게, 더 꼼꼼하게, 더 빠르게”

7. 부산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 발 벗고 나서다

8.  광양해수청,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9. 광양해수청,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낙찰자 현대건설 선정

10. 마산해수청, 거제 가조도 북방해상 항해여건 개선

국내 해사안전소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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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동구청,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항만 환경개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 남항, 연안항, 북항의 노후 항만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항만운영 효율과 항만안전을 

제고하는 ‘인천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항은 선박의 입·출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부두의 계류시설 확충*, 상부시설 재포장, 항만시설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유어선부두의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이용객 접근성과 항만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서부두 매립·확장을 통해 예·부선 계류지 추가 설치(’22~’26, 인천해수청)

** 무단 적치물 제거, 운영동 신축, 주차장, 야적장 등 항만시설 재배치 등(’23~’25, IPA)

연안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 노후 소형선부두의 개선을 위하여 수제선 정비사업* 및 

소형선부두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안항 북측·동측 수제선(부두와 바다가 닿아 이루는 선) 정비사업(’22~’25, 인천해수청)

** 시설 붕괴가 진행 중인 소형선부두 매립 및 부잔교 설치(’22~’25, IPA)

북항은 경관개선을 통해 친수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수공간 인접수역 내 선박계류를 제한*하고,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에 설정된 어항구 주변의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항에 위치한 북성포구는 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상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과 도심 간 조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인천해수청·IPA) 불법계류 단속 강화, 선박해체업체 작업구역 설정 등

** 인천해수청, 인천광역시(동구청 포함), IPA,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정화 및 감시활동 강화

인천해수청과 관계기관은 이번에 마련한 환경개선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기관별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인천해수청,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포함), IPA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운영(’2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인천항의 노후화되고 혼잡한 지역의 항만시설을 정비·확충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인천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에 수립한 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1
인천해수청, 인천 남항, 연안항 등 환경개선 추진

- 지자체,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경인항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4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협의체는 8월 4일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항만공사, 한국항만연수원 인천 

연수원 등 항만운송 및 안전 관련 7개 기관·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항만안전 합동점검,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날 업무협약식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7개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용품 전달 행사도 가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당국과 노동당국 및 노·사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2
인천해수청,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출범

- 항만안전 관련 7개 기관·단체 참여, 8월 4일 협약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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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사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해 오던 여객선 ‘코리아킹호(534톤)’를 대신하여 1천 6백톤급 규모의 

새로운 선박 ‘코리아프라이드호’를 대체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체 운항하는 코리아프라이드호는 규모와 선속이 향상되어 여객 정원은 556명으로 기존 선박과 비교해 107명을 

더 태우고, 운항시간은 종전의 4시간 10분에서 3시간 40분으로 단축 운항함으로써 그간 기존 운항 시 경험해왔던 

파고에 따른 잦은 결항과 항해속력 저하로 인해 겪었던 섬지역 교통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된다.

대체 여객선 ‘코리아프라이드호’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운임요금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8일부터 매일 

왕복 운항되며, 운항시간·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여객선사(고려고속훼리(주))로 문의하면 된다.

코리아프라이드호는 운항에 앞서 지난 9월 7일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옹진군, 조선소, 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가졌다. 

한편 해당항로의 운항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을 통해 건조되었으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최초의 쾌속선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빠르고 안정적인 여객선 투입으로 해상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섬주민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이 

향상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3
인천해수청, 인천-백령항로 신조 선박 운항으로 

교통편의 제고
- 규모는 3배 이상 커지고 소요시간 30분 빨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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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선(신조) 비교

구 분 현 행 대 체 비 고

운항
선박

선명 코리아킹호 코리아프라이드호 -

총톤수 534톤 1,680톤 (증) 1,146톤 

항해속력
35노트

(69㎞/h)
40노트

(74㎞/h)
(증) 5노트

여객정원 449명 556명 (증) 107명

진수년월
(선령)

2004. 12월
(17.8년)

2022. 5월
(0.3년)

신조
(8월말 인도)

 Deck
(갑판)구조

2층 1층
(강점) 파도 적응 
(양호) 승선감 ↑ 

운항시간 4시간 10분 3시간 40분 약 30분 단축 

■  대체선(신조) 전경

참고  인천-백령항로 신조 대체선 비교 및 대체선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국통제를 실시하여,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적재하여 사용한 라이베리아 국적 

대형화물선(총톤수 24,655톤)을 적발, 9월 23일(금)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고 인천해경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미달 시 항만국이 해당 선박을 강력히 통제하여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우선적으로 해당 선박이 사용 중인 연료유를 자체 보유한 정밀기기로 검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여, 동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정한 허용치인 0.5%를 7배 초과하는 3.5%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인천해양수산청은 해당 선박을 해양경찰에 고발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요청하고, 기준이 초과된 700톤 가량의 연료유를 전량 교체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상기 위반 사례가 지난 7월에 이어 재차 적발되었으며, 향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부적합 연료유의 유통 및 사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연료유 단속을 강화하고 

선박이 연료유 보증서 확인, 올바른 견본 채취, 자체 분석 등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료유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것”

이라고 밝혔다.

04
인천해수청, 부적합 연료 적재 외국적 선박 출항정지

- 황 함유량 허용 기준 7배 초과된 연료 700톤 전량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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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부산항 제5항로에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가상의 특수신호표지(가상 AIS AtoN*)를 8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가상 AIS AtoN: 해역에 실제 구조물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선박의 항해시스템 

(전자해도 등) 상에 가상의 항로표지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안전항로, 위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항로표지

부산항신항은 북컨테이너부두에 이어 올해 6월 남컨테이너부두가 전면 개장되었으며, 2023년 서컨테이너부두 

개장을 앞두고 있다. 부산항신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입항 선박과 출항 선박의 항로를 분리하여 선박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선박이 특정해역 진입 시 선박의 전자해도 상에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가상의 항로표지가 나타나도록 하고, 

선박에서는 가상의 항로표지가 구현된 전자해도를 보면서 입항로와 출항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초대형선박이 수시로 오고가는 부산항신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5
부산해수청, 부산항신항에 가상신호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설치
- 입·출항 선박의 항로를 분리하여 안전한 항해 지원 -

참고   관련 사진

▲ 실제 해역 - 항로표지 없음

▲ 전자해도 화면 - 항로표지(가상 AIS) 표시

출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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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드론 기반 해양수산현장 혁신 영상인 “드론 활용 일상 브이로그”를 8월 29일 공개했다.

이 홍보 영상은 ▲ 더 안전하게: 높은 구조물인 도등*(높이 100m)을 드론으로 점검 ▲ 더 꼼꼼하게: 태풍이 지나간 

후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피해 현황 조사 ▲ 더 빠르게: 광범위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등대의 신속한 점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도등) 항로 연장선 상에 2기를 설치하여 선박을 항로로 유도하는 항로표지

특히, 이번 영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 등대 서포터즈” 공모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영상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을 비롯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볼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드론 활용으로 해양수산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바다 안전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06
부산해수청, 드론으로 “더 안전하게, 더 꼼꼼하게, 

더 빠르게”
- 부산해수청, 드론 기반 해양수산현장 혁신 영상 배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편의를 위해,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연구소 

에서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수산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담당: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 어업인후계자: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및 어업경영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우수경영인: 만 60세 이하인자, 어업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 5년 이상 경영 또는 수산신지식인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국가기관이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수산 정책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며, 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국가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향후 어업을 책임질 청장년들(어업인후계자)의 어업경영등록을 통해 수산 경영 안정화 및 

국가의 수산정책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널리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더불어“아직 등록하지 않은 어업인이 

있다면 빠짐없이 등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7
부산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 발 벗고 나서다

- 어업인후계자,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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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여천항로(묘도수도)를 직선화하여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안전성 확보

■  사업 내용

●  (위치) 전남 여수시 묘도동 인근 해역

●  (규모)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1식

    ※ 소당도·송도 일부 제거, 항로폭 300m 확보, DL(-)10.0m 등

●  (기간) 2023년 ~ 2030년(약 8년, 공사기간 70개월)

●  (총사업비) 1,426억원(국비 100%)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시 대비 52억원 증가(1,374 → 1,426억원)

■  추진 계획

●  ’22년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턴키)

●  ’23년 : 기초조사용역 추진

●  ’24년 : 턴키공사 발주 

●  ’25년 : 공사 착공

■  사업 위치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항로를 개선하기 위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에 위치한 묘도수도는 지형 특성상 협수로 모양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통항선박의 교차통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어, 부두 체선율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 

선박의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 등 항만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광양(여천)항의 고질적 체선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신청*하였고, 2021년 12월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받았다. 

*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이번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의 결과 송도 일부와 소당도를 제거하고, 항로폭 

300m를 확보할 수 있는 총사업비 1,426억원을 확정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기초조사용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추진을 통해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건설과장은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은 입·출항 선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2023

년도 기초조사용역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8
광양해수청,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 총 1,426억원 투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시 대비 약 52억원 증가 - 

참고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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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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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전면해상 일원

●  (사업규모) 호안축조 7,476m  

●  (공사기간/공사비) ’22. 12. ~ ’27. 4.(착공일부터 52개월) / 3,505억원 

■  계획평면도

■  조감도

참고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광역 투기장 조성사업은 발주방식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에서 설계 후 시공까지 시행하게 되며, 2027년까지 총공사비 3,50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21.12월 발주 → ’22.1월 입찰공고 → ’22.8월 설계심의 → ’22.12월 공사착수 → ’27.4월 준공

광양항은 현재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까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광양항 

항로 준설이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는데 광역 준설토 투기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투기장 시설 조성 후 준설토 투기 완료가 예상되는 2033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약 420만㎡의 항만 

배후부지가 확보되어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새로운 광역 투기장 확보로 향후 시행예정인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등 광양항 내 

대형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9
광양해수청,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낙찰자 현대건설 선정
- 총공사비 3,505억원에 52개월 소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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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 위치한 가조도 북서쪽 끝단 간출암에 항행선박 안전을 위해 지난 3월에 

착공한 계도등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9월 23일부터 점등·운용 한다고 밝혔다. 

가조도 북서쪽 끝단에 위치한 해당 암초는 간출암으로 어촌체험마을 및 주변의 어장을 통항하는 소형선박들의 

위해요소로 작용하여 항로표지(등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산해수청에서는 약 9m 높이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12km 밖에서 불빛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표의 기능이 북방위표지이므로 구조물의 북측으로만 항해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등표는 소형어선의 안전항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해 

여건이 열악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항행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10
마산해수청, 거제 가조도 북방해상 항해여건 개선

- 거제 사등면 가조도 북서쪽 암초에 등표 설치 -

참고   관련 사진

▲ 계도등표(북방위표지)

▲ 설치 위치도



1. 도선법 시행령

2. 도선법

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5. 항로표지법 시행령

6. 항로표지법

7. 항만법 시행규칙

8. 항만법 시행령

9. 항만법

10.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11.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12. 항만안전특별법

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1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법령 제·개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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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선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869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추가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른 도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선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변화된 도선 여건을 반영한 시험 실시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 승무경력 가산점 및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의 범위 조정(제1조의2)

     1) 현재 2급 도선사는 ‘7만톤 이하’의 선박만 도선할 수 있으나 1급 도선사는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는바,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2급 도선사가 1급 도선사로 승급한 경우 도선해야 하는 선박의 크기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1급 도선사를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만톤 이하’의 선박만을 도선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선 대상 선박의 크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함.

     3)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위험화물운반선의 범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3만톤 미만의 선박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2급 도선사는 6만톤 이하, 3급 도선사는 4만톤 이하, 4급 도선사는 2만톤 이하의 

선박으로 도선사 면허등급에 따라 세분하여 정함.

  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개선(제7조, 별표 1, 별표 2)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종전에는 최대 20점까지 부여할 수 있어 가산점이 시험 당락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대 5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는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50

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에서 ‘선발예정인원’으로 조정함.

  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 실시 업무 위탁(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실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4일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일부개정]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대통령령 제32760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제 1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급"을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을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급"을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150퍼센트"를 "1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30퍼센트의 범위"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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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869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선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 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 3조(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 4조(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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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8682호(2022.1.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념에 기계류 외에 항로표지 관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항로표지 시설을 활용하여 수집ㆍ가공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연구ㆍ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관련 신청서식,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업무,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56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LORAN)"를 "(LORAN,  R-Mode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류 및 그 종류별로"를 "종류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명(吹鳴)주기, 

음달거리(音達距離), 음의 세기"를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소리의 세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취명주기 및 리듬"을 "소리울림 주기"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 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해양수산부령 제556호, 2022. 7.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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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ㆍ용품 현황"을  

"장비ㆍ용품등의 현황"으로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제 18조제1항제4호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정지 요청"을  

"업무정지처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제 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를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로 한다.

제 27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하려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을 연구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

장비ㆍ용품등"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비ㆍ용품의"를 "장비ㆍ용품등의"로, 

"장비ㆍ용품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를 "장비ㆍ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로 한다.

제 28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대상 등)"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 29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의 절차 등)"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 30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 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을 "동의하지 않는"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 34조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 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ㆍ용품명"을 "장비ㆍ용품등의 명칭"으로 

한다.

제6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 35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 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 40조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13호, 제22호 및 제29호"를 "영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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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2의 제목 중 "업무정지 요청의 세부기준"을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업무정지 요청"을 "업무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업무정지 요청기준"을 

"업무정지처분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호 중 "취명주기"를 "소리울림 주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관리자 및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 지 제13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란의 성명(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의 변경란 및 사설항로표지 

관리원의 변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 지 제21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신청서"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비ㆍ용품명"을 "장비ㆍ용품등의 명칭"으로,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 지 제22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 지 제23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 지 제24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 지 제25호서식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 지 제26호서식의 제목 "년   분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년   분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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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補塡)

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연구ㆍ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피해 보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요건, 보험ㆍ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인 300만원의 최소 3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요건(제13조의2 신설)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이나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항로표지 설치ㆍ관리나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하여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 이상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제18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ㆍ공제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별표 4 제2호)

     1) 단순 부주의 등으로 보험ㆍ공제 가입을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가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60만원’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2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沈船標識)*를 설치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에서 ‘180만원’

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침선표지: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말함

<법제처 제공>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2호, 2022. 7. 4., 일부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대통령령 제32762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

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

지 수립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

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6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 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제 22조제1항제13호 및 제22호 중 "사설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를 각각 "사설항로

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

상(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에 발생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

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을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 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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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제24조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등록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 표 4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부터 하목(종전의 파목)까지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

목(종전의 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장비ㆍ용품 검사"를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로, "장비ㆍ용품을"을 "장비ㆍ용품

등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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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ㆍ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

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필요하나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870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3호 중 "장비ㆍ용품"이란"을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으로, "축전지 등"을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장비 및 용품을"을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 6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를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제 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항로표지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0호, 2022. 1. 4., 일부개정]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 10조의 제목 "(항법정보의 제공)"을 "(항법정보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법정보"

를 "정보"로, "LORAN"을 "LORAN, R-Mode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공위성에서"를 "인공위성으로부터"

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의 위치"를 "위치"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로 한다.

제 37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 38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 39조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

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41조제4항제4호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 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5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 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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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43조의4(보호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ㆍ반출ㆍ삭제하는 등 정보 

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제 4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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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시ㆍ도지사 소관으로 

이양하면서, 비관리청*이 국가 외에 ‘시ㆍ도’에도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신청 서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을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액체화물의 이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액체화물의 하역시설도 예외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비관리청: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54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제 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를"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 13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 16조의 제목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에"를 "국가 또는 시ㆍ도에"로, "국가 

귀속ㆍ기부채납"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으로 한다.

제 18조제1항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송시설"을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해양수산부령 제554호, 2022. 7. 4., 일부개정]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 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항만시설"을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 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 귀속ㆍ기부채납"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가에"를 "국가 또는 시ㆍ도에"로 한다.

별 지 제11호서식의 임대목적란 중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송시설"를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

(계류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 사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전용 목적의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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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시ㆍ도지사 소관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개발사업 허가 등의 권한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권한은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조성토지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만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관련 사무의 시ㆍ도지사 이양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3조부터 제15

조까지,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44조, 제56조, 제93조, 별표 4, 별표 7)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시ㆍ도지사 소관으로 

이양하는 법률 개정에 맞추어, 항만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권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함.

    *  관리청: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를 말함(「항만법」 제2조제6호)

  나. 항만배후단지 조성토지 분양ㆍ임대 절차 개선(제64조)

     1) 현재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바, ‘제한ㆍ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절차를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분양ㆍ임대 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일반경쟁입찰 공고일 30일 전까지’에서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분양ㆍ임대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성토지 분양ㆍ임대에 관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함.

  다. 연안항 추가 지정 및 항만명 정비(별표 1 및 별표 3)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을 각각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해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관광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고, 행정구역명과 항만명이 통일되도록 ‘비인항’과 ‘신마항’을 각각  

‘마량진항’과 ‘강진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3호, 2022. 7. 4., 일부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대통령령 제32763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항만시설"을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 1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 25조제1항제6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 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를 "관리청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을  

"관리청이 아닌"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1항 에"를 "법 제51조제1항에"로 한다.

제56조제4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 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공고일 30일"을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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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다.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마. 분양 또는 임대 가격

    바.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아.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

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0조제1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 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을 "같은 조 제3

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6.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별 표 1 제1호도목의 수상구역란 중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3도 14분 38.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1.74초 지점, 북위 33도 14

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5분 01.73초 지점 및 북위 

33도 14분 34.81초, 동경 126도 25분 06.73초"를 "58.69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항만명란 중 "비인항"을 "마량진항"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의 항만명란 중 "신마항"을  

"강진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과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 표 3 제1호의 구분란 중 "11개"를 "12개"로 하고, 같은 호의 항만명란 중 "연평도항"을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18개"를 "19개"로 하고, 같은 호의 항만명란 중 "비인항"을 "마량진항"으

로, "신마항"을 "강진항"으로, "나로도항"을 "나로도항, 진촌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가 귀속"을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으로 한다.

별 표 7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비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비관리청"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계획서의 제출 및 분양ㆍ임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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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한편, 「항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업무 중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정되지 못한 현행 「항만법」상의 일부 법률 조문을 변경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8701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5호가목4) 중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를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5) 중 "사람, 여객"을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으로, "진료소"를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 9조제3항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 10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로 한다.

항만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7조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25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41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에"를 "관리청[제104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 113조제1항제13호 중 "비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비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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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법률 제18369호, 2021. 8. 3. 공포, 2022.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52

호, 2022. 8. 4. 공포, 8.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항만안전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 방법, 

일시 작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59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제정이유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만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8369호, 2021. 8.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안전교육의 

종류,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ㆍ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또는 컨테이너수리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함.

◇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제2조)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정함.

  나. 항만안전사고의 범위(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범위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함.

  다.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종류 등(제5조 및 별표 1)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종류를 교육대상자별로 신규안전교육ㆍ 

정기안전교육 및 기초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해당 교육과정별로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등(제6조) 

     1)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항만하역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제9조 및 별표 4)

     1)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100

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에 사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2) 관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해양수산부령 제559호, 2022. 8. 4., 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2호, 2022. 8.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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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대통령령 제32852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정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 참여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5조제1항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나.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9조제1항). 

   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두고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지정ㆍ위촉하도록 함(제9조제5항 및 제6항). 

   마.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시정 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369호, 2021. 8.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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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69호

항만안전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 

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81호(2022.8.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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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⑫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에 대해 5년마다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수료한 선박직원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가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검사 준비기준에 시험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63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 

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41조의2제2항 중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한국선주협회"를 "한국해운협회"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22.] [해양수산부령 제563호, 2022. 9.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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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정기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의 바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ㆍ물리ㆍ화학 및 생물학적 성능 등의 검증을 위한 시험운전을 준비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 표 9 제1종 중간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의 다목 및 같은 표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의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정기검사 준비기준 중 바목2)부터 5)까지의 준비를 할 것[바목5)의 준비는 정기검사에서 

최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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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1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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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4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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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1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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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15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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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선박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의 실시 기준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3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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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SEAS)」를 영국 “Taylor&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술지 제출 홈페이지

https://www.tandfonline.com/loi/tsea20

문의사항

이메일: seas@imkmc.or.kr

전화: 070-49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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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 있습니다.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IMO 회의 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IMO 회의자료의 체계화된 관리 및 검색

-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