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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총회(A 3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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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70주년 맞은 중국, 해운 산업 부흥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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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 미가동 VLCC 선대에 의한 VLCC 운임율 상승

IMO 2020 위반 시 벌금 부과 예정

BIMCO CEO, IMO 2020 규제 관련 선주와 화주의 협력 관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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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에너지 효율화가 선박의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큰 기여 할 것으로 예측

IMO 심포지엄: 미래 대체연료 암모니아와 수소

탱커 해체량 10여년만에 최저수준, 인도량 증가세

해운업계, 선박 보조 추진기로서 풍력활용 확대

유럽선주협회(ECSA), “유럽 해운 발전 계획안” 발표

중국 수리조선소의 스크러버 공사지연, IMO 2020 대응에 혼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MRV 유지 결정

싱가포르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통한 항만효율 향상

전세계 300척 이상 선박이 불법 등록 연루

파나마 운하청, VUMPA 업그레이드를 통한 통항 절차 개선

국제 해상보험사 Gard, 컨테이너선 화재 사고 예방 강조

일본 국토교통성 배터리 추진선박 1호선 인증

스크러버 장착이 저유황유 대비 운항 경제성 우위

사우디아라비아, 해사 산업 발전의 중요성 강조

선박 운항속도 감소, 단기적 배출가스 감축에 가장 효율적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IMO 2020 황 함유량 규제 대응 가속화

영국선주협회, 12월 영국 총선 대비 해운산업 지원 요청

IMO 작업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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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MO 차기(‘20~’21년 2개년) 이사국 선출

 ● (논의 결과)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으로 재선출

2. 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승인 

 ● (논의 결과)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20.1.1∼’23.12.31)을 승인하는 총회결의서 만장일치 

채택(12.4)

• 회의명 : 제31차 총회 (The 31st session of the Assembly, A 31)

• 일시/장소 : 2019. 11. 25 ~ 12. 4 (10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s. Nomatemba Tambo (남아공)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70개 회원국 및 45개 IGO·NGO 대표단 등 총 1,412명 참석

I. 개요

Assembly, 31st Session

제31차 총회(A 31) 결과
3.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 

 ● (논의 내용)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현황, 유보 신청 회원국* 및 분담금의 조기납부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서(안) 검토

* 전체 174개 정회원국 중, 164개국 완납/ 1개국 부분납부(카메룬)/ 7개국 미납(카보 베르데, 기니 비사우, 말

라위, 상투메프린시페, 시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세네갈)/ 2개국 유보요청(코모로스, 리비아)

 ㅇ (논의 결과) IMO 협약 제61조에 따라 분담금 미납 8개국(부분납부포함)을 제외한 166개국이  

투표권 최종 확보

4. 전략, 계획 및 개선 논의

1) 2년간(‘20∼’21) 작업과제(Output)

 ● (논의 내용) 지난 2년간(‘18~’19)의 작업과제(Output) 이행현황* 및 차기 2년간(‘20∼’21) 

새로운 작업과제(Output) 검토

* 총 154개 결과물 중 72개 완료, 24개 진행 중, 48개 연장, 10개는 2018-2019년 이후에 완료

 ● (논의 결과) 차기 2년간(‘20∼’21) 작업과제(Output)를 결의서로 채택

2) 전략, 계획 및 개선에 대한 논의

2-1) 언론매체의 IMO 회의 참관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

 ● (논의 결과) 허가된 언론매체만 실시간 및 녹화방송을 가능하도록 일부문구를 수정한 개정안 

최종 승인

2-2) 이사국 선거윤리 지침 결의서 및 이사회 조직 개편 사항* 검토

* 이사국 임기연장(2→4년), 규모확대(40→52개국) 및 그룹별 이사국 할당(A 그룹 12개국, B 그룹 12개국,  

C 그룹 28개국)

 ● (논의 결과) 선물배포 등을 제한하는 선거윤리 지침 결의서를 채택하고, 조직개편 사항은  

제124차 이사회(‘20.7월)에서 추가 논의키로 결정

5. 자원관리

 ● (논의 내용) ‘18~’19년 총액 대비 4.5% 인상한 ’20~’21년 예산안(약 ￡72.7백만 1,090

억원*) 및 환율손실 보충을 위한 운영기금(￡ 41만) 증액 검토*

* ’20년 0.4% 인상(약 ￡36.2백만, 543억원), ’21년 0.7% 인상(약 ￡36.5백만 547억원) 및 정기예산에서  

운영기금으로 예산 이전 승인

 ● (논의 결과) 제122차 이사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대비 약 8.6억(약 ￡57만)을 증액한 수정예산 

구 분 구 성 국 명

A그룹
주요 해운국

(10개국)

대한민국, 일본, 이태리, 중국, 그리스, 파나마, 영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B그룹
주요 화주국

(10개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UAE, 브라질, 아

르헨티나

C그룹
지역 대표국

(20개국)

싱가포르, 몰타, 말레이시아,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바하마, 남아공, 멕

시코, 칠레, 벨기에, 이집트, 페루, 모로코, 덴마크, 터키, 태국, 자메이

카, 필리핀, 쿠웨이트, 케냐

* 제30차 특별이사회(C/ES 30)는 2019.11.21~11.22(2일간), 제124차 이사회(C 124)는 2019.12.4(1일간)  

개최됨

* 파란색 신규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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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기금 증액을 최종 승인

6. 외부 기구와의 관계

 ● (논의 내용) ‘19년 세계해사의 날 및 병행행사 결과*를 공유하고, ’19년 세계해사의 날 기념 

및 해사분야에 여성진출을 독려하는 총회 결의서 검토

* 올해 세계해사의 날 행사는 ‘19.9.25일 Empowering Women in the Maritime Community의 주제로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병행행사는 ’19.9.15∼17일 기간 동안 콜롬비아에서 개최됨

 ● (논의 결과) 해사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사분야 여권 

신장에 관한 결의서 채택

7. IMO 협약현황

 ● (논의 결과) IMO 사무총장은 어선안전에 관한 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22년까지 비준하여 줄 것을 독려

8. 위원회 상정 결의서(총 6개) 채택

 ● (논의 내용) 해사안전위원회(MSC)가 승인한 “극지해역 운항 Non-SOLAS 선박의 임시 안전 

방안” 등 5개 결의서 채택

 ● (논의 결과) 법률위원회(LEG)가 승인한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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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양항만청, IMO 2020 황 함유량 규제 대응 가속화
영국선주협회, 12월 영국 총선 대비 해운산업 지원 요청
IMO 작업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논의
말레이시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방출 금지
함부르크 항만당국, 개방형 스크러버 운항에 대해 벌금부과
NYK/노르웨이 공급업체, 선박 사이버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카타르, LNG 64% 증산계획 발표
IUMI,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른 H&M 클레임 증가 우려
중국 세계 최대 조선사 설립
DNV GL, 대체연료로서 LPG 사용을 위한 새로운 선급규칙 발표
2021/2022년 LNG 해운시장 약세 전망
로테르담항 초저유황유 판매 상승
IMO & FAO, 노르웨이 정부 지원으로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공동 Global Project 착수
일본 국토교통성, 컨테이너선의 전략항만.기간항로 유지를 위한 톤세·특별톤세 경감제도 도입요구
2020 SOx 규제도입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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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상보험연맹(IUMI)*은 2019년 초, Yantian Express, APL Vancouver, E,R. Kobe, 

KMTC Hong Kong 등 많은 컨테이너 선박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 제101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IUMI는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를 MSC 신규작업과제(New output)로 제안하고 독일과 국제선급연합회

(IACS)의 지지를 얻음

 ● IUMI는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 방지 및 예방을 국제해운산업의 중요한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각 부문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조치가 시급함을 밝힘 

* 국제해상보험연맹 (IUMI,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 국제해상보험연맹은 세계 각국  

해상보험업자 간의 협력과 업무 표준화,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임. 1874년에 독일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이 시초이며, 연맹의 결성은 19세기 후반 국제 해상무역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에 기인함.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전환하는 등 수송 수단의 발달과 맞물려 보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해상 보험업자들이  

난립하였으나, 그에 맞는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커지자 이를 규율한 통일적인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국제해상보험연맹(IUMI), 컨테이너 선박 화재 방지에
적극 대응(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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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은 자국의 해운 산업에 있어 양적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질적 발전을 꾀하며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  해운 부문에 있어 중국의 성장 원동력은 내·외부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이며,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에 따라 수출·입 활성화 및 중국의 해운 및 조선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해운 물동량 증가 추세에 힘입을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 중국이 보유한 선대는 전 세계의 5%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현재 14%까지 

상승하여 현재는 세계 2위의 선대자산을 보유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선주들은 브라질 광산회사 발레(Vale)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대형 벌크선을 건조하고, 중국 코스코社는 홍콩의 오리엔트 오버시즈(OOCL)社를 인수하는 

등 선대 확장을 시행함

건국 70주년 맞은 중국, 해운 산업 부흥 다져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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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선사 NYK는 메탄올 연료와 일반 선박용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MAN-ES社의 2행정 

혼소엔진(dual-fuel engine)이 적용된 메탄올선 Takaroa Sun을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인도받음

 ● 동 선박은 재화중량 49,000톤, 길이 183m, 폭 32.2m인 57,000 cbm 메탄올 선박으로 

메탄올 생산·공급 회사 Methanex Cooperation의 자회사인 Waterfront Shipping 

Company Limited(WFS)에 장기 용선될 예정

 ● 선박 연료로서 메탄올은 IMO 2020 규제에 대해 황산화물(SOx)을 99%까지 줄여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메탄올을 생산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질소산화물(NOx)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 IMO의 엄격한 Tier III 규정을 

만족함

NYK 세계 최초 메탄올 연료 추진선 인수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0.07)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산 원유수송에 대한 제재의 영향으로 전 세계 VLCC 유조선의 

최소한 10%, 80척 이상이 운항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 대상 기업과 동일한 그룹에 속함으로써  

용선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선박도 확인되고 있음

 » 스크러버 탑재공사 지연도 선복수급의 타이트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의 하나  

 ● 선복수급의 타이트화에 따라 중동-극동(일본) 항로의 WS가 전일대비 17 포인트 상승한 135, 

용선료 환산으로는 18%가 상승한 134,000 달러로 운임은 연일 급등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 

약 30,000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음 

 » 현재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선사는 이란 국영선사 NITC 와 

COSCO Shipping Tanker (대련)이며, 양사 선대는 각 30척 규모로 거의 가동하고 있지않는 상

황

 » COSCO Shipping Tanker (상해)의 20척도 COSCO Shipping Tanker (대련)와 같은 그룹에 

속하고 있는 사실 만으로도 용선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중국 도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크러버 탑재공사의 경우 통상 40일이 소요되나 태풍 등 자연재해와  

일손부족으로 15일 정도 추가 소요되고 있음

미국의 이란 제재, 미가동 VLCC 선대에 의한 
VLCC 운임율 상승(출처 : Kaiji Press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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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벌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IMO 심포지엄*에서 항만국결정에 따라 IMO 

2020 황산화물 규정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한 벌금 부과가 논의됨

 ● 배출통제지역(ECA)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IMO 2020 규정에 

따른 벌금 부과 예정으로 2019년 4월부터 황산화물 감지 드론을 사용하고 있음

 ● IMO 심포지엄에서 주요 항구에서는 충분한 양의 IMO 2020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를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제벙커링산업협회(IBIA, International Bunkering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2019년 사사분기에 구체적인 수요 파악 예상

 ● 일본은 정유회사와 연료유 샘플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규정 불만족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어 IMO 2020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

 ● 싱가포르는 현재 연료공급자 승인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하는 공급자는 

리스트에서 삭제할 예정이며, 연료유 가격 상승은 자국 연안 산업(Domestic coastal 

industry)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사회 전체가 분담할 계획

* IMO 2020과 대체연료 심포지엄: Symposium on IMO 2020 and Alternative Fuels, 2019년 10월 

17~18일, IMO 본부(온라인 참석 가능)

** 3,000∼30,000달러 수준으로 재범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입항금지 하고 

있음

IMO 2020 위반 시 벌금 부과 예정
(출처 : Lloyd’s List, ‘19.10.17)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용 연료유 황 함유량 0.50% 규제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CEO Angus Frew는 자사의 간행물을 통해 선주와 화주의 

협력 관계와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강조함

 ● 간행물에 실린 CEO 서언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BIMCO CEO, IMO 2020 규제 관련 선주와 화주의  
협력 관계 강조 (출처 : BIMCO Bulletin ‘19.10,10)

향후 몇 개월 후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관한 IMO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선주, 화주 그리고 연료

유 공급자도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BIMCO도 회원사를 위해 현재까지 “BIMCO 2020 

Marine Fuel Sulphur Content Clause”와 “The BIMCO 2020 Fuel Transition Clause” 총 2개의  

지침서를 발행했습니다. 비록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 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화주는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값싼 High Sulphur 연료유 사용을 원할 것이고, 선주는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 사용에  

대한 Risk를 줄이기 위해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Low Sulphur 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연료유  

확보 및 시기가 선주와 화주에게 있어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많은 문제는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 : 100년 역사의 세계최대 민간해사기구로서  

1905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설립됨. BIMCO는 발트해와 북해지역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선주들의 권익보호단체로 창설됐으며, 1927년 회원사와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거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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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항만청(MPA)의 지원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싱가포르 선주협회(SSA, Singapore Shipping Association)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PERLIN社가 선박 거래 및 등록에 관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

 ●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항만 물동량을 가진 국제적 항만국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항만 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IERS(International E-Registry of Ships)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선박 운용에 있어 인적오류를 줄이고 운용비용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함

   * 블록체인 (Blockchain):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임.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

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함

싱가포르, 해운 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MoU 체결(출처 : riviera news ‘19.10.15)

 ● VLCC 스팟 용선료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 중동-극동(중국) 항로의 WS는 전날 대비 

65 포인트 상승한 205를 기록. 용선료 환산으로 50%가 상승한 185,000달러를 기록

 » WS 200 이상은 단일선체에서 이중선체로 전환한 2008년 7월 이후 약 11년만임

 » 지난달 하순 미국의 중국선사 제재를 계기로 상승이 어어져, 유럽 선주들은 계획된 스크러버  

탑재공사를 취소하고 용선시장에 투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음  

 ●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송 재제의 영향으로 전 세계 VLCC 800척의 약 10%가 미 운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용선자에 의한 선복 쟁탈전이 과열되는 선주우위의 시장전개가 2주 이상 지속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중동-극동(중국) 항로의 SPC가 11월 1~3일 선적분이 185,000달러로  

손익분기점 약 30,000달러의 약 6배이상에 달함

 »단거리인 인도항로는 WS270, 서아프리카 선적은 WS180 이상으로 중동-일본으로 시산할 

경우 WS200에 해당 

대형 유조선 (VLCC) 용선료 급등세 지속 
(출처 : Kaiji Press,‘19.10.15)

 ● 단기 온실가스배출(GHG)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스 정부가 IMO에 제출한 선박의 

주 엔진 출력 감축제안에 대해 그리스선주협회(UGS)는 지지를 표명

 »동 제안에 따르면 건화물선 및 탱커는 주 엔진 출력을 절반으로, 컨테이너선은 2/3로 각각 

줄여야 하며, 2023년 이전에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UGS는 주장

 »UGS 회장(Thedodore Veniamis)은 보도자료에서 그리이스 제안이 단순하고, 투명하며, 

시행이 용이하며, 경쟁을 왜곡하지 않고 부문별 특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이번 제안은 국제해운거래소(ICS) 및 IMO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에 둔 것이며, 선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5,000GT급 이상 선박의 주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것임

그리스 선주단체, 선박 엔진출력 감축 지지 
(출처 : TradeWinds,‘19.10.16)



국제해사소식

 20 「해사안전소식」 겨을호 21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운분야에서 저탄소 연료의 탈 탄소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 IEA 세계 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의 에너지 부문설계자(Apostolos Petropoulos)

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개선이 해운에서 탈 탄소화 전략의 55%를 차지를 차지할 것으로 언급 

 » 이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08년 기준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IMO 초기전략을 고려한 것임

 ● 한편, IEA는 수소와 바이오 연료와 같은 대체연료가 탈 탄소화의 나머지 부문을 차지할 

것이며, 암모니아 또한 이미 거래가 가능한 제품으로써 해운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고 언급

 » 현재 IMO는 2030년까지 탄소 탄성치를 40%까지 개선하는 단기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국 정부 및 산업계는 엔진 출력, 선속, 선박설계 등 선박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노력중

 » IEA는 지속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하에서 운송부문에서의 총 탄소 배출량은 현재 8기가톤에서 

2050년까지 5기가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봄. 해운부문의 전세계 GHG 배출량은 현재 2.0%에서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IEA, 에너지 효율화가 선박의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큰 기여 할 것으로 예측(출처 : Lloyd’s List,‘19.10.18)

 ● 10월 17∼18일 IMO 본부에서 있었던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와 대체연료 심포지엄에서 

암모니아와 수소를 탈탄소 해운산업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대체연료로서 평가함

 ● IMO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초기전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운산업은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를 적어도 50% 줄여야 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별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85%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다수 발표자들이 수소나 암모니아 기반 연료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수소연료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인프라 시설 마련에 대한 계획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하였으며, IMO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해운산업을 위해 대체연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함

IMO 심포지엄: 미래 대체연료 암모니아와 수소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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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에 따르면 탱커 해체량은 10여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인도량은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시장은 공급과잉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금년 9월까지 2,300만 DWT의 탱커가 인도되어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한 반면, 해체량은 

52%가 감소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반면 건화물선은 2,900만 DWT가 인도되어  

전년동기 대비 28%가 증가

 » 선주들은 선령(선박의 연식) 관리를 위하여 1월 납기를 선호하고 있어, 1월중에 12척 370만 

DWT의 VLCC가 인도되었으며, 9월까지 총 53척.1,600만 DWT가 공급됨으로써 해체 저조와 

함께 같은 기간중 선복량은 5.4%가 증가  

 ● 금년 9월까지 탱커, 건테이너선 및 벌커 인도량은 6,800만 DWT에 달하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중 해체량은 1,000만 DWT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52%가 감소하여 선박해체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금년 4/4분기에도 운임율 급상승이 지속되어 VLCC 평균 운임이 USD 307,888/day 수준을  

유지

 » BIMCO 관계자는 다가오는 2020 SOx 규제의 영향으로 선주들은 추가 발주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되는 무역전쟁, 보호주의 및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등 해운산업에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선주들에게 수급균형 달성 및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촉구

탱커 해체량 10여년만에 최저수준, 인도량 증가세 
(출처 : World Maritime News,‘19.10.22)

 ● 해운업계에서 선박의 추진력을 보조하는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일본의 MOL(미쓰이상선)과 동북전력은 경익(硬翼) 범선형 풍력추진장치 “Wind Challenge”를 

석탄 운반선에 탑재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 K-Line은 대형 벌커선에 자동 연 시스템을 탑재

 » Warenius Lines도 독일 Becker Marine System과 공동으로 풍력추진 자동차 운반선 “wPCC”의  

연구.개발을 실시

 » 덴마크 Maersk Tankers는 핀란드 Norspower가 개발한 Cylinder-sail이라는 원통형 돛 풍력

추진 장치의 실증실험에 협력. Cylinder-sail은 유럽 선사가 운항하는 RORO선 및 LNG 연료추진  

크루즈 페리에 탑재되어 있으며, 하이브리드 페리에도 탑재 예정 

 ● 해운기업의 기술담당자들은 풍력을 직접 사용하는 환경대책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며, 풍력 

추진의 장래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

 ● 해사산업에서 탈 탄소화를 목표로하는 기업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멤버가  

70여사를 초과하는 등 국제해운에서 환경부하 억제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동 기업연합은 IMO의 GHG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 Zero Emission 연료에  

의한 선박의 운항을 상업적 베이스로 실현함”을 목표로 하고있음

 » IMO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GHG 배출량을 절반까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유  

대체연료로서 가스, 바이오 연료, 수소, 전기 등 저탄소 연료뿐 아니라 돛과 연을 활용한 풍력  

추진기 연구개발에도 탄력을 받고 있음

해운업계, 선박 보조 추진기로서 풍력활용 확대
(출처 : Kaiji Press,‘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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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유럽선주협회(ECSA,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는  

유럽 지역의 해운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 해운 발전 계획안(An EU Maritime 

Growth Plan)”을 발표함 

 ● 동 계획안의 목적은 유럽 지역의 해양 일자리, 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유럽 사회에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과 참여를 독려 

 »유럽 선원 일자리의 장점 부각 및 경쟁력 증진

 »미래의 유럽 지역 선원의 확보 및 고용 증진 방안 마련

 »선원에 관한 정확한 자료(Data) 수집을 통한 발전 계획 수립

유럽선주협회(ECSA), “유럽 해운 발전 계획안” 발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0.29)

 ● 중국의 수리조선소에서 SOx 스크러버 리트로핏 공사지연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케이프 사이즈의 리트로핏은 통상 40일이 소요되나 60일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불량으로  

취항후 누수 등 결함문제도 우려되고 있음

 » 중국 수리조선소에서의 공정혼란이 후속선박의 스크러버 탑재에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크러버 장비의 결함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덴마크 선사에서 발주잔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한 추산에 따르면 스크러버 탑재선박

(10,000 DWT급 이상)은 금년말에 3,020척, 2000년말에 3,679척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총 선복량의 12%에 해당하고 리트로핏이 75%를 점유할 것임

 » 다만, 지난 9월중순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석유회의(APPEC)에서 강연한 덴마크  

선사 관계자는 탑재공사의 공급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금년말에 실제 탑재선박은 3,000척을  

밑돌 것으로 언급

 » 선주 및 운영업자에 있어서 탑재의 지연은 스크러버에 의한 연료비 절감 메리트의 지연, 투자회수  

계획의 지장을 의미

 ● 한편, 현 시점에서 스크러버 누수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스크러버 배수 및 배출물의 부식성으로 인하여 개방형 스크러버 설치후 10~15개월 이내에 기기 

주변의 부식에 의한 기관실이나 밸러스트 탱커, 화물창 등에 물이 유입하는 사례가 보고됨

 » 부식 진행의 원인은 배관 내부와 용접부의 보호코팅의 시공불량이나 배수의 토출부 부근의 선저 

도장 결함 또는 용접결함, 시공불량 등이 지적되고 있음 

중국 수리조선소의 스크러버 공사지연, IMO 2020 
대응에 혼란(출처 : Kaiji Press,‘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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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은 역내 항구 입.출항 선박에 대한 의무 보고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EU 이사회는 선박의 연료효율 보장을 위한 MRV* (Monitoring, Reporting & Verification)를 

강제화 하고 모든 선박의 CO2 배기량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출을 요구

 » 이 규정은 선박의 정보를 공개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IMO 데이터 수집 

시스템 보다는 엄격한 것으로 평가

* 온실가스(GHG) 배출감소를 위해 유럽연합이 EU 항구로 입.출합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규정한 탄소  

배출의 모니터링, 보고 및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2015년 4월 채택, 2018년 1월 발효

 ●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

 » ICS 관계자는 2018년 IMO 회원국들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준수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언급

 » 반면 브랏셀 소재 환경 NGO 단체는 MRV에 의한 강제보고 시스템을 지지하며, 선박의 탄소 

탄성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2018년 6월말 이후 1,800만톤의 탄소배출량이 부풀려졌다는 MRV 보고 오류에 대한 

논란에 직면하여 6월말 이후 91번의 MRV 데이터베이스가 수정됨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MRV 유지 결정
(출처 : Lloyd’s List,‘19.10.28)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aritime Port Authority, MPA)은 해사규정과 항만서비스 업무에 

대한 원스톱 포털 시스템인 ditalPORT@SG(서비스명)을 시작할 예정으로 본 서비스는 

항만효율을 높일 것으로 발표

 ● 첫 번째 프로젝트 단계로 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든 배의 입출항에 대한 승인을 단일 

포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로 터미널과 해상 서비스 예약 관련 단일 디지털 

시스템으로서 싱가포르 항구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 최적의 JIT(just-in-time) 운항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강화될 예정

* 해양항만청(MPA),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 동 포털은 최대 16개의 독립된 양식을 단일 지원양식으로 통합할 예정으로 연간 약 10만 

MH(man-hours)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위험물 신고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받음

 ● 시범 서비스는 10월 1일에 이미 10개가 넘는 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부터 공격적으로 

산업에 도입할 예정. 또한, ’21년부터 이러한 강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싱가포르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통한 항만효율 향상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0.30)



국제해사소식

 28 「해사안전소식」 겨을호 29

 ● 전 세계적으로 300척 이상이 불법 선박등록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상보험사인 Standard 

Club이 발표

 ● 최근 불법 등록 선박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IMO는 운항하고 있는 불법 국적 등록 선박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중 콩고 국적선이 73척, 피지 국적선이 91척, 미크로네시아 연방 국적선이 

150척이라고 밝힘

 ● 이에 IMO는 세계 통합해운 정보시스템인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에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선박등록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 관련 정보도 포함

 ● 핵과 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하여 이란과 같은 국가에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진 후, 

일부 선박이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장지(AIS)를 끄거나 잘못된 국적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IMO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와 협력하여 쉽게 이러한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중으로 2021년에 개발 완료 예상

전세계 300척 이상 선박이 불법 등록 연루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0.28)

 ● 파나마 운하청(Panama Maritime Authority)은 당사의 운하 통항 간소화 시스템인 

VUMPA(The Panama Maritime Single Window)*의 기술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하 통항을 달성했음을 밝힘  

 ● VUMPA(The Panama Maritime Single Window)의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연간 3,000시간의 작업시간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함

 » 운하 통행료 및 수수료 청구 시스템 개선

 »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의 보안 및 검사 시스템 개선

 » 운하 통항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의 간소화 및 통합

 » 선박에 선적된 화물 정보에 관한 보고시스템 개선

* VUMPA (The Panama Maritime Single Window): 파나마운하청 주관으로 2017년에 동시스템이 착수 

되었으며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임. 기본적으로 운하 통항에 관한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비상시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운하의 통항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공유하며  

효율적 작업을 위한 역할을 함

파나마 운하청, VUMPA 업그레이드를 통한 통항 절차 
개선(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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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기반의 국제 해상보험회사인 Gard는 ’19.10.17∼18. 개최한 선주, 용선주, 선급 및 

보험관계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컨테이너 선박의 화물 화재 사고에 대한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시행 

 ● 컨퍼런스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원인 파악 및 향후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주제로 논의함. 대략적인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컨테이너 선박 내 화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됨

 »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컨테이너 화물관리를 위해서는 화물 공급망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컨테이너 선박 자체에 설치된 화재 감지 및 소화 시스템 개선 필요

 » 선박의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국제협약 SOLAS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규정의 업데이

트가 필요

국제 해상보험사 Gard, 컨테이너선 화재 사고 예방 강조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1.04)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0월 31일 안전성 향상 및 환경부하 저감으로 이어질 선박의 

연구개발.제조.보급에 관한 계획(첨단 선박도입 등 계획)으로써 e-5연구소가 제작한 ’바다 

EV(배터리선박)‘을 인증했다고 발표

 »배터리 선박인증은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서 연구소의 계획은 해운의 제로 이미션화의  

선택을 넓히고, 내항해운 분야의 환경부하 저감노력을 가속화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

 »계획명칭은 ’e-5 대용량축전지 제로 이미션 EV선박의 개발.건설.운용 프로젝트‘ 이며  

IoT의 효과적인 운용방법이 포함되어 있음

 ●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까지이며, EV선박은 정숙성부터 선내 노동환경의 개선과 

환경부하 저감 등이 기대되고 있으며, 내항해운이 안고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방안으로 기대됨 

일본 국토교통성, 배터리 추진선박 1호선 인증
(출처 : Kaiji Press,‘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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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저유황유 가격이 고유황유 대비 50% 이상 높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운항코스트가 낮을 것으로 보임

 » 11월 4일 기준, 톤당 저유황유(VLSFO) 가격은 510달러로 고유황유(HSFO) 대비 173달러 이상

(51%)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10월말에는 유가 차이가 70%에 달하기도 하였음 

 ● 선사들의 IMO 2020 대응방안은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및 LNG 등 저공해 대체 

연료사용이 있음

 » 컨테이너선의 경우 대부분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선복량의 20% 정도는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것으로 추산됨 

 » Alphaliner 보고서에 따르면 ONE(일본선사)의 경우 2020년까지 스크러버 장착계획은 1척도 

없으며, 현재 스크러버 장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

 » 반면, Mediterranean Shipping, Evergreen, Maersk 등은 스크러버 장착 선박을 각각 250척, 

150척, 140척(자사보유 및 용선 포함)까지 확보 계획  

 ● 향후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정확한 가격 차이 전망은 어려우나, 11월 중순부터 선사들의 

저유황유 수요가 증가할 때까지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스크러버 장착이 저유황유 대비 운항 경제성 우위
(출처 : JOC,‘19.11.06)

 ● 사우디아라비아 대중교통청(Public Transport Authority, PTA) 주최로 11월 5일부터  

7일간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Blue economy” 표어를 내세우며 해사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 컨퍼런스에는 IMO 임기택 사무총장, 세계해사대학(WMU) Cleopatra 총장이 함께 참석 

하였으며, 상호 간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해양환경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세계해사대학(WMU) 총장인 클레오파트라 둠비아-헨리(Dr. Cleopatra Doumbia-Henry)는  

동 컨퍼런스에서 해사 산업의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그녀는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근무할 당시, 여성 해기사 인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당시 모든 해사산업 인력을 고려했을 때 여성 해기사 인원은 1∼2%에 해당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최근 더 많은 여성인력이 고위직에서 보이고 있으나, 해운, 항만, 해양 부문의 해사산업에서  

여성인력 비율은 변하지 않고 있어, 산업계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함

 » 한편, 세계해사대학(WMU)은 올해 4월 여성의 해사산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으며, 특히 5번째 목표인 양성평등을 포함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촉구함

사우디아라비아, 해사 산업 발전의 중요성 강조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1.10, World Maritime News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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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랏셀 소재 환경단체(Seas at Risk and Transport & Environment)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운항속도를 줄이면 인체 건강, 자연 및 기후에 미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선박 운항속도 감축이  GHG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잘  

사실이며 덜 주목받는 점은 자연과 인간 건강에 대한 긍적적 효과임을 언급

 ● 보고서에 따르면 20%의 선속 감축이 수중공해를 66% 줄이고, 선박과 고래의 치명적인 충돌 

가능성을 78% 줄이게 됨

 » 소음 및 선박과 고래충돌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선속 감소는 연료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인 블랙카본, 황 및 질소산화물도 크게 감소시킴 

 ● 국제 해운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 1,500만톤으로 총 배출량의 3.1%를 차지 

 » 선종별 배출량 점유비는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이 각각 23%, 19%, 13%를 차지하며,  

선속 감축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효과는 아래표와 같으며, NOx 및 SOx 감소효과도 유사하게  

나타남

선박 운항속도 감소, 단기적 배출가스 감축에 가장 효율적
(출처 : World Maritime News,  Lloyd’s List‘19.11.12)

 ● 2019년 11월 8일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Maritime Port Authority) 주최로 개최된 

포럼에서 IMO의 2020년 선박용 연료유 황 함유량 0.50%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  

 ● MPA CEO인 Quah Ley Hoon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해운산업에 있어 친환경 연료, 

새로운 운송 패러다임 그리고 항만 운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강조함

 » 특히, 싱가포르 항만청(MPA)은 항만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9년 말에는 자사의 

“One Stop Document Center”를 통해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증진할 방침임을 밝힘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IMO 2020 황 함유량 규제
대응 가속화(출처 : Port Technology ‘19.11.12)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선종

(Port-Mis Code)

권고

속도

선종

(Port-Mis Code)

권고

속도

선종

(Port-Mis Code)

권고

속도

선종

(Port-Mis Code)

권고

속도
컨테이너선(41) 12 컨테이너선(41) 12 컨테이너선(41) 12 컨테이너선(41) 12

일반화물선(21, 39) 10 원유운반선(51) 10 일반화물선(21, 39) 10 일반화물선(21, 39) 10

자동차운반선(27) 12 케미칼운반선(53) 10 LNG운반선(56) 10 LNG운반선(5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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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선주협회(UK’s Chamber of Shipping)는 2019년 12월 12일 치러질 영국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하여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Stand up for Shipping”를 선언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정부에 요청함

 ● 크게 4가지 포인트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영국을 해운 비즈니스에 있어 최적의 시장으로 발전

 » 해운산업에 있어 탈 탄소화(De-carbonization) 지원

 » 해운 분야 구직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

 » 마찰 없는 원활한 해운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 협력 지원

 ● 상기 4가지 요청사항을 필두로 영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UK Maritime 2050 전략이행  

및 각종 기금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임 

*  2019 영국 총선(General Election 2019): 2019년 영국 총선은 2019년 12월 12일 치러질 영국 국회의원  

선거. 주요 참여 정당으로는 보수당,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 신 페인이 있음

영국선주협회, 12월 영국 총선 대비 해운산업 지원 요청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19.11.18)

 ● 지난 11월 11∼15일에 열린 IMO 본부에서 열린 IMO 회기간 작업반(Inter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에서는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의 도입을 장려하는 지침서에 바이오연료, 

전기와 수소나 암모니아와 같은 합성연료 등의 대체연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함

 ● 또한, 동 작업반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규정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회원국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개발 및 업데이트 사항 

등은 차기 제75차 MEPC에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

 ● 동 규정은 회원국 상황에 따라 선박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국가실행계획을 채택한 회원국은 IMO 관련경험을 교환하기로 함

 ● 동 작업반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단기전략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안은 목표기반 접근법으로 크게 기술적 접근법과 운항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차기 

회기간 작업반 회의 전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함

IMO 작업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논의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1.18)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방출을 금지한다고 관련 

당국이 발표함

 ●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IMO 황산화물 규제 강제화 시점보다 앞서 나온 

것으로, 싱가포르나 푸자이라와 같이 해상교통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세정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조치임

 ● IMO 황산화물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스크러버 설치나 적합유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선주들이 개방형 스트러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임

말레이시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방출 금지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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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함부르크 항만  당국은 마샬선적 탱커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함

 »지난 11월 18일 지방 경찰은 무인 선박의 운항 경로를 추적, 환경위반으로 판단되어 환경에

너지부로부터 50,000 유로의 벌금부과

 »동 선박은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비는 해수를 사용후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시스템임

 ● 관련 국내 규정에 따르면 스크러버 세정수를 엘베강이나 함부르크항에 배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있는 선박은 저유황 연료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폐쇄형 세정수는 함부르크 항 처리설비에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동 선박은 세정수 배출금지에도 불구하고 2,300톤의 세정수를 항만해수에 이미 배출한 

것으로 조사됨

함부르크 항만당국, 개방형 스크러버 운항에 대해  
벌금부과(출처 : World Maritime News,‘19.11.21)

 ● 일본 해운선사 NYK와 노르웨이의 해양 디지털 플랫폼 공급업체인 Dualog는 노르웨이 정부 

기금의 지원을 받는 장기 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함

 » 이 계약은 50 척의 선박에 걸쳐 디지털화 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NYK 선대 250 척에 걸쳐  

출시 될 것으로 예상

 » 노르웨이 기업과 산업 혁신 개발기구인 Innovation Norway에서 향후 2년간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

 ● 2017년 NYK와 Dualog는 자동화, 사물 인터넷(IoT) 및 빅 데이터 분석의 경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동 파트너는 선박과 해안 간의 데이터 공유를 개발하고,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젝트 Cepa Shield를 시작함

 » Cepa Shield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사이버 위험관리 시스템을 모든 NYK 운항선박에 적용하여 

여러 계층의 위험관리 제공이 가능

NYK/노르웨이 공급업체, 선박 사이버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출처 : World Maritime News,‘19.11.26)

 ● 카타르는 전 세계적인 LNG 개발로 가격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7년간 LNG를 

64% 증산할 계획임을 밝힘

 ● 카타르 석유공사(Qatar Petroleum)는 북쪽 산지 확장계획에 따라 이란과 분쟁 없이 현재 

연간 7천7백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백만 톤까지 64% LNG 생산량 증가를 예상함

 ● 비록 카타르는 다른 LNG 수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낮은 가격의 공급업체인 

카타르 석유공사의 가격경쟁력에 자신감을 보임

 ● LNG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면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카타르의 발표는 지난주 연간 총 4천5백만 톤 생산 규모의 캐나다, 모잠비크, 러시아, 미국의 

주요 LNG 신규 프로젝트 승인 발표 이후에 나옴

카타르, LNG 64% 증산계획 발표
(출처 : Lloyd’s List ’19.11.25)

 » 사이버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 이러한 기능은 NYK가 공격에 대한 각 선박의 상태를 해안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NYK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선박을 지속적으로  

파악가능하고, 필요조치를 쉽게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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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상보험연맹(IUM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라 

선박의 선체와 기계(H&M, Hull and Machinery)에 대한 보상 청구가 증가할 수 있음을 밝힘

 » 0.50% 황산화물 배출규제의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유황 연료유 사용의  

안전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박용기계의 고장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

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해상물동량 증가에 기인하여 해상 보험료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컨테이너 선박의 선체 또는 기계 사고에 따른 주요 손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IUMI,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른 H&M 클레임 
증가 우려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2.03)

 ● 중국은 자국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 China State Shipbuilding Company)

이 2위 중국선박중공(CSIC,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mpany)을 인수해 

중국선박그룹(CSG, China Shipbuilding Group)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힘

 ● 중국 국영기업 담당 정부부처는 지난달 25일 CSSC와 CSIC의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양대 국유 조선사 합병을 통한 내부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조선업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함

 ● 두 조선사 합병으로 설립된 중국선박그룹은 산하에 147개 연구기관과 사업부문, 상장기업 

등을 거느리는 초대형 조선소로 거듭났으며, 총자산은 1,120억 달러, 직원 수는 3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향후 중국선박그룹을 이끌 레이판페이 회장은 독립적인 조선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모, 핵잠수함 등 안보에 특화된 기술축적에도 

집중하여 세계 일류 해군 건설을 위해 강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역설함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조선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 아래, 2017년 ‘선박공업 

구조조정 심화 및 전환 업그레이드 가속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놓기도 함

중국 세계 최대 조선사 설립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1.26)

국제해상보험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1874년 1월 설립

 ● 설립

- 1874년에 독일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이 시초로서 

연맹 결성은 19세기 후반 국제 해상 무역이 활발해진 데 기인하였음 

(회원사: 55개국, 본부: 취리히)

- 대한민국 가입 (1970년 9월)

 ● 목적

- 세계 각국 해상보험업자 간의 협력과 업무 표준화, 정보 교환

 ● 주요기관

- 총회 (매년 9월, 각 회원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

- 집행위원회 (행정 및 재정의 전반적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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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V GL은 해사산업이 배출량을 줄이고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위해 대체 

연료로서 액화 석유가스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

 » DNV GL은 세계 최대의 선급으로서 액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이러한 연료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으며, 새로운 선급규칙과 성장산업인 LPG 연료 사용에 대한 기대를 표시함

 » ‘가스 연료 LPG 규칙’은 가스 전용 및 이중 연료 사용을 위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가스 터빈을 

포함하며, 벙커링 연결에서 LPG 소비자까지 설치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선박의 연료 공급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

 ● LNG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는 대체 설계 방식을 따름. 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신형 및 기존 연료 연료사용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 

가능

 ● DNV GL 관계자는 해양산업의 연료 환경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

 » LPG는 온실 가스 및 기타 오염 물질 측면에서 선박의 배출 가스 저감 가능. 중유 및 해양 가스

유 연소와 비교하여 황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약 17 % 줄일 수 있음

 » LPG 탱크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재가 대부분의 경우 암모니아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LPG는  

암모니아에 대한 중간 연료 역할도 가능

DNV GL, 대체연료로서 LPG 사용을 위한 새로운 선급
규칙 발표(출처 :  Lloyd’s List‘19.12.03)

 ● 2021/2022년 LNG 해운시장은 신규선박 공급 증가 및 IMO 황 규제에 의한 연료비 상승으로 

해운시황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최근 LNG 해운시장은 두 자리수의 물동량 상승으로 호황을 누려왔으나, 과잉발주된 선박의  

시장 투입 예정으로 시황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클락슨 통계에 따르면 2000~2022년간 총 127척, 1,900만 CBM의 LNG선이 공급예정이지만, 

같은 기간 중 12개의 액화 프로젝트에서 연간 4,700만톤의 LNG가 수출되어 69척의 선박이 

소요됨 

 » 연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LNG선의 현물시장 용선료는 낮게 형성되고 있음

 » 174,000 CBM급 MEGI 엔진 선박의 경우 하루 용선료가 126,000USD, 160,000 CBM급  

이중연료 장치 선박은 104,000USD 수준인 반면, 노후 증기 터빈 엔진 선박의 경우 75,000 USD  

수준에 형성

 ● 현재 운항 중인 LNG선 520척 중 68척이 2000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이며, 30/35척은 선령 

30년 이상이고, 200여척이 증기 터빈 엔진 사용

2021/2022년 LNG 해운시장 약세 전망
(출처 : TradeWinds ‘19.12.05)

 ● 유럽 최대 벙커링 항구인 로테르담항은 최대 0.5% 황 함유량의 새로운 초저유황유(VLSFO, Very 

Low Sulphur Fuel Oil)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힘

 ● 새로운 ‘TimeToBunker’라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를 인용하며, 11월 총판매량의 50%가 

초저유황유임을 언급하였으며, 올해 9월 판매량 1,700톤에서 10월, 11월에 각각 32,000톤과 

95,000톤으로 판매가 급증하였다고 언급함

 ● 항만 당국은 9월 초저유황유 판매량이 총 벙커유 판매량의 1.8%를 차지하였으나, 11월에는 

51.6%로 급증하였으며, ‘TimeToBunker’ 응용프로그램이 지난 2월부터 사용되고 있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모든 벙커링 알림의 3분의 1 이상 동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함

로테르담항 초저유황유 판매 상승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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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2월 5일, 주영 노르웨이 대사관 Chr. Strømmen는 IMO 본부를 방문하여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IMO & FAO 주관의 공동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

 »노르웨이 정부는 동 사업에 대략 미화 450만 달러(53억 원)를 3.5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FAO 어업 운영 및 기술 부서의 책임자인 Matthew Camilleri 박사는 노르웨이 지원을 통해 

IM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더욱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IMO & FAO, 노르웨이 정부 지원으로 선박 기인 해양 플
라스틱 감축을 위한 공동 Global Project 착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12.07)

 ● 일본 정부의 2020년도 예산요구 중 국토교통성은 아시아 근해항로에 비해 세금부담이 무거운 

기간 항로에 취항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용 저감 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기간 항로의 

유지·강화를 추진

 » 톤세·특별톤세 경감제도의 도입은 지난해에 보류되었으나 실현될 경우 2년만에 정착하게 됨

 » 톤세·특별톤세는 외국 무역선의 순톤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유통세로서 세율은 톤세가 톤당 

16엔, 특별톤세가 톤당 20엔이며 2018년도 연간 수입액은 약 230억엔

 ● 컨테이너 선사와 항만관리자 등의 톤세·특별톤세 경감 요구대상은 대형선이며, 서비스에 

투입하는 척수가 많은 기간항로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시아 근해항로 등에 비해 

세금부담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임  

 » 국토교통성의 계산에 따르면 1 기항당 부담액(연평균)은 1회 서비스에 7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투입하는 한일항로의 경우 22,250엔이지만, 6,800TEU급 6척을 투입하는 북미 서안 항로의  

경우 523,384엔으로 24배의 차이가 남 

 » 특히 유럽항로의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경우 항만비(입항료, 예선료 등 제 서비스, 

톤세.특별톤세) 중에서 톤세.특별톤세 비중이 50% 수준에 달함

 ● 국토교통성은 내년 이후 기간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예선료 등의 입출항 

비용이 증가할 경우 항만 운영회사를 통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선 사용료 경감 

및 항만비 압축으로 톤세·특별톤세의 검토를 결합하여 선사의 입출항 비용의 경감 도모를 

목표로 함

일본 국토교통성, 컨테이너선의 전략항만.기간항로 유지
를 위한 톤세·특별톤세 경감제도 도입요구 
(출처 : Kaiji Press,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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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부터 발효하는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사의 저유황유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컨테이너 운임 상승도 시작되고 있음 

 » 상하이발 북미서안 향 Spot 운임은 12월 6일기준 40피트 컨테이너 당 1,509 달러로 11월 말에 

비해 약 100달러 상승

 » 컨테이너선 시황은 내년도 중국 구정 휴일이 예년에 비해 이른 관계로 급격한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타이트한 수급이 운임상승을 뒷받침 하고있는 것으로 보임

 » 컨테이너 선사는 11월 이후 SOX 규제에 대응하고 운항 선박에 저유황유 급유를 시작,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의 HSFO에서 LSFO로 전환 작업 실시 중

 ● 프랑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12월 10일 현재 스크러버 탑재 컨테이너선은 212척. 179만 

TEU. 이 밖에도 100척 이상이 스크러버 탑재 공사 진행중으로, 이를 더해도  2020년 1월 기준 

세계 컨테이너선 선복량의 10% 정도만 스크러버를 탑재한 것으로 계산됨

 » 따라서, 컨테이너 선사의 규제 대응은 LSFO 도입이 중심이 되며, 비교적 비싼 LSFO 도입에 대한 

가격 전가가 불가피하여 각사는 12월부터 Spot 화물에 대한 할증료를 잇따라 도입

 » 상하이 항운교역소 (SSE)가 집계한 12월 6일자 상하이 발 컨테이너 운임은 북유럽 향 20피트  

컨테이너가 800달러로 11월 22일에 비해 약 100달러 상승. 12 월 컨테이너 운임은 호주와 일.중 

항로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추세에 있음

2020 SOx 규제도입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상승
(출처 : Kaiji Press‘19.12.10)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본격 시동

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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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화)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 

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노르웨이는 조선ㆍ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협력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비르깃 로이랜드(Birgit Løyland)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회의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노르웨이 해사청 간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함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되었으며,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 22. 해운협력회의 개최 및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

  23일(수)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Green Ship Seminar)’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Go Greener, Go Smarter’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노르웨이는 친환경, 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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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앞서 10월 25일(금)부터 11월 14일(목)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온정보서비스’ 검색 후 내려 받아 사용

 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바다와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다.“ 라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신속한 저수온 예보를 통해 겨울철 피해  

최소화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총 140척)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9일(화) 발표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20. 1. 1. 시행)」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하였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최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강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25년 / (강화플라스틱(FRP)선) 선령 20년

  

  또한,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또한,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 미립자 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 선박의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거나 제거하는 장치

2030년까지 모든 관공선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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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예정

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질 등) 저감에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 자율운항선박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 이 사업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 Level 3 수준의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무인선박(Level 4) 이전의 부분 자율단계에 해당된다.

* IMO 자율화등급 : (Level 1) 선원 의사결정 지원, (Level 2) 선원 승선, 원격제어 가능, (Level 3) 최소인원  

승선, 원격제어, 장애 예측·진단 등 기관 자동화, (Level 4) 완전무인 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2020~2025, 총 1,603억 원 규모)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기간 및 규모 : 2020∼2025 / 총 사업비 1,603.2억 원(국비 1,196.64억 원)

ㅇ 추진부처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추진

ㅇ 사업내용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ㅇ [주요과제] 4개 분야 13개 세부과제

 - ① 지능형 항해시스템, ② 기관 자동화시스템, ③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및 실증, 

    ④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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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개념 및 정의 >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선박시장 및 해운항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핵심기술개발, 실증, 운용 및 표준화를 포함한다.

① 자율항해, 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충돌ㆍ사고방지, 상황인식,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지능형 

항해시스템’을 개발한다.

② 기관 스스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예측·진단할 수 있는 ‘기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③ 개발된 기술의 검·인증 및 실증을 위해 울산 고늘지구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추적기록(Track-Record)을 확보한다.

* 울산시 동구 고늘지구, 1,200m2 규모(예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결과물 실증, 개조선박 테스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 등 수행

④ 원격관리, 안전운항, 사고대응 등 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IMO(국제해사기구),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해운기업은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방지로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 22% 선박 운영비 감축 가능

** 현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의 80% 가량이 인적 과실에 기인

 »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기자재)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Autonomous Ships Market Growth, Future Prospects & Competitive Analysis, 2017-2025, 

Acute Market Reports

 » 이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2030년경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까지도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선박을 통해 실증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특히,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등과 기술개발부터 인증, 테스트, 국제표준  

제정 등 국제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 한-노르웨이 조선·해운 양자회의(10. 22.∼24. 서울ㆍ부산)에서 자율운항선박 협력방안 논의 

 ● 이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율운항선박, 지능화ㆍ자동화 항만 및 스마트 해상통신 간의 연계를 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개발될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고도화, 신규  

기술 수요 및 상용화에 대비한 항만 운영과의 연계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후속 연구개발 사업 

(‘26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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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7건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 및 유효활용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졌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위치 : 경북 울진 / 규모 : 부지 11.1만㎡, 건축연면적 12,345㎡ / 사업비 : 1,045억 원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 

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

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

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

통과 법률(7개)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제정)

ㅇ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저감,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 도입

ㅇ 해양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리주체 정립

ㅇ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도입

해양보전과

(홍근형 서기관,

044-200-530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등

원양산업과

(박순형 사무관,

044-200-5366)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ㅇ 해양과학에 관한 전시·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해양

   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

ㅇ 해양과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업무 등 수행

해양정책과

(정순요 서기관,

044-200-52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심판 받은 경우’로 

    대체

수산정책과

(박천일 사무관,

044-200-54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연구 등 목적으로 포획·채취 금지 예외 허가 시, 허가 조건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수산자원정책과

(서민혜 사무관,

044-200-55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제출, 어구 감척시행계획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노력 의무

어업자원정책과

(강문표 사무관,

044-200-55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해운정책과

(한동수 사무관,

044-200-5517)



해사안전정책동향

 6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61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와 해양

수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 스마트양식 50% 보급 ▲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질 측정망 1,000개소  

구축 ▲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12시간→4시간) ▲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운ㆍ항만, 수산, 해양공간(환경ㆍ재해ㆍ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 현안ㆍ문제 해결 가능성, 국민·종사자에 제공하는 가치 등을 고려한  

9대 핵심과제 및 2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단계별 이행계획과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1) 해운ㆍ항만 분야 :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 및 해상 물류서비스 혁신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맞추어 스마트항만,  

초연결 해상통신, 고정밀 위치정보 등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한다.

해수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발표, 9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본격 시동

 먼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9. 10.  

예타 통과) 2025년까지 IMO(국제해사기구) Level 3* 수준의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Level 4 수준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입·출항 관리, 운항지원센터, 최적 하역, 연료 충전 등을 

지원하는 차세대 항만운영 체계도 구축한다.  

* IMO 자율화등급 : (Level1) 선원 의사결정 지원, (Level2) 선원 승선, 원격제어 가능, (Level3) 선원 미승선 

(또는 최소인원), 원격제어, 기관 자동화, (Level4) 완전무인 자율운항

 또한, 초대형·자율운항선박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초고속·대용량 하역을 위한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구축함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로 항만 내 모든 작업과 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하는 지능형 항만을 

개발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 간 정보 교환 등 해상에서의 초고속 통신 수요에 부응하

기 위해 LTE-M 등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e내비게이션(e-Nav) 서비스 

(최적 안전항로 지원 등)를 개시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이·접안과 항만 자동하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차범위 10cm 이하의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PNT)*도 2025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IMO(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을 위한 주 항법시스템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GPS)에서 10cm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

 이외에도 컨테이너, 섀시, 터미널 등 물류장비·시설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물류 프로세스와  

비용을 효율화하고, 화물운송과정의 추적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컨테이너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한다.

  또한, 국적선사 운영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운항·선박관리·영업정보 등에 대

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물류·해기·정보통신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2) 수산 분야 : 수산업 전 과정에서 스마트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의 

신(新)수산업 구현을 추진한다.

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상용화 및 차세대 스마트항만 시스템 개발·구축

② LTE-M, e-Nav,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등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③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스마트 컨테이너 등 물류 프로세스 디지털화 촉진 

④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을 위한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ㆍ보급

⑤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르는 스마트양식 개발ㆍ확산

⑥ 유통과정 최적화ㆍ투명화 등 소비자가 안심하는 스마트 유통·가공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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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어업인들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어선의 어획량과 어종별 크기ㆍ무게 등을 양륙단계에서 실시간 

으로 측정·확인하는 TAC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ㆍ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기반의 인공지능 옵서버*(Observer)를 개발하고  

어선에 탑재하여, 조업현장의 어획량, 어종, 불법조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인

공지능 옵서버는 2025년까지 모든 근해어선(2,700여척)에 탑재하고 이후 연안어선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조업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해 국제기구·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 AI가 어류 이미지를 반복학습(딥러닝) 후,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어종 판별

 그동안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양식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양식을 개발·확산한다. 사물인터넷 센서 등으로 수질·사료·질병 관리 등 양식 전 과정을 데이터

화하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실증 데이터 축적, 민간 양식장 기술 공유, 우수 

데이터 거래·유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 사육 알고리즘과 24시간 무인관리가 가능한 정밀 제어

모델 등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실험장(테스트베드)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선상에서 바로 어획물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양륙 전에 경매하는 선

상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수산물의 양륙·선별·위판과정을 자동화하고 온도 자동제어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위판장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산지 위판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수산물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캠(Cam) 마켓’을 2020년부터 매년 5개소씩 구축하고, 수산물의 신선도와 유통경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스마트 어상자, 스마트 포장재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원산지 판별기술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가공 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3) 해양환경·재해·안전 분야: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

  해양환경ㆍ재해ㆍ안전 분야에서는 방대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양쓰레기의 실시간 관측정보를 기초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과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동경

로와 분포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수거ㆍ처리단계까지 최적화 

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주요 항만과 연안선박에 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상시 관측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오염의 농도ㆍ분포ㆍ 

영향 등을 분석ㆍ예측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ㆍ구축할 계획이다.

* 2020년 58개소/선박을 시작으로 2030년 1,000여개소/선박으로 확대(환경부협력) 

** 항만 시설ㆍ장비 등 대기오염원 관련 모든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로 구현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자율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선박과 관측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해역까지 관측망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할 해역의 해양현상에 대한 고해상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신속한 분석을 위한 해양전용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대 해양재난ㆍ재해*의 분석·예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12시간→4시간)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사고(①수색구조, ②유류유출, ③해양방사성물질) / 이상수괴(④고수온, ⑤냉수대, ⑥저염수,  

⑦빈산소수괴) / 자연재해(⑧고파랑, ⑨침수범람, ⑩해무)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ㆍ장비를 활용하여 여객선, 낚시어선 등 연안·소형 선박의 안전관리와  

해양활동 안전도 강화한다.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중계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헬멧을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선박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구역  

진입 시에 경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과속운항 주의경보ㆍ단속시스템도 주요 해상교통  

혼잡구역 및 사각지대에 구축한다.

 또한, 승선자의 스마트폰 앱과 물 감지 센서 장비를 연동하여 해상 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신호와 사고위치를 해경함정 등 구조기관에 전송하는 시스템 등도 개발ㆍ n보급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운·항만, 수산,  

해양공간 3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기술·

장비 표준화 등의 기반 조성과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양수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⑦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플랫폼, 항만 대기오염 모니터링·예측 플랫폼 구축

⑧ 해양관측 기술 고도화로 해양재해 예측시간 단축 및 예측 정확도 향상

⑨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ㆍ장비를 활용하여 연안·소형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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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해양수산 각 분야의 스마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과감히 도전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모델과 성공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해양수산 2030 미래상

1.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 및 물류서비스 혁신

 2. 수산업 전 과정에서 스마트 밸류체인 구축

3. 해양환경·재해·안전 스마트 관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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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2019년 12월 1일(일)부터 2020년  

2월 29일(토)까지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 <해양사고 발생현황(2014∼20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침몰사고 비율: 가을(29%) > 겨울(25%) > 여름(24%) > 봄(22%) 

화재·폭발사고 비율: 겨울(26%) = 봄(26%) > 여름(25%) > 가을(23%)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악화 대비 선박출항 통제 및 사전대피 지도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난방기, 노후전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또한, 양식장, 하역기기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2019. 11. 5.~2020. 

3. 15.)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기상 악화, 난방기 사용 증가 등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셋째,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2020. 1. 23.~27.)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중 범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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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

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하였다.

* (2018년 입항 현황) 부산 60,240척 / 울산 23,379척 / 여수ㆍ광양 20,578척 / 인천 17,543척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저속운항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미세먼지 저감 기대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①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②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③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 제외

< 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Knot)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 항만별 상한액(부산 15억원, 여수ㆍ광양 7.5억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초과 시 전체 선박에 대한 감면율

(15% 또는 30%)을 조정하여 감면 혜택 부여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 기간인 2019년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한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는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 표창 수여 ▲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각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이나 전자해도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사례]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를 항만으로부터 각각 20해리, 40해리  

반경으로 지정하고 12노트 이하의 속도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각각 접안료 15%와 30%를 

감면해주고 있다.(1년간 9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사에 한함)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선종

(Port-Mis 

Code)

권고속도

선종

(Port-Mis 

Code)

권고속도

선종

(Port-Mis 

Code)

권고속도

선종

(Port-Mis 

Code)

권고속도

컨테이너선

(41)

12 컨테이너선

(41)

12 컨테이너선

(41)

12 컨테이너선

(41)

12

일반화물선

(21, 39)

10 원유운반선

(51)

10 일반화물선

(21, 39)

10 일반화물선

(21, 39)

10

자동차운반

선(27)

12 케미칼운반

선(53)

10 LNG운반선

(56)

10 LNG운반선

(5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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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IS)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

시스템과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2월 2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

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톨트 케이만제도 국적(선주사 네덜란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STOLT GROENLAND, 

25,881톤)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첫째, 위험물운반선 자체 안전관리 확보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아울러,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탱크)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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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 울산항 염포부두에 대해 위험물 취급 금지 조치 완료

▲ 셋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의 관리 개선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및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

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넷째,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13개 주요 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5일(목) 발표하였다.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제주항

**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냉장설비, 선원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며, 이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배출

된다. 

 선박 배출가스가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친환경항만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투자계획 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0개 항만 중 연간 연료소비량이 1만 톤 이상인 13개  

항만을 선정하였고, 2차로 민간소유부두, 재개발예정부두, 위험물 취급부두 등을 제외한 518개 

선석 중 미세먼지 심각성 및 AMP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48개 선석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총 9,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정부가 6,991억 원, 항만공사가 2,331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무역항(13개 항만의 선석중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선석 포함) 및 연안항은 환경규제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구축시기 및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  부산·인천·광양·울산항의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시설은 정부 40%, PA 60% 투자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AMP가 차질 없이 구축될 경우, 13개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PM 2.5 기준)의 35.7%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 수립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
(AMP)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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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3개 항만의 정박 선박에서 발생한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약 16,800톤이다. 

*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의미   

<13개 항만(248선석) AMP 구축시 미세먼지 감축효과>

*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산정

 한편, 2018년 8월부터 부산·인천·광양항의 총 8개 선석*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중인 AMP는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차질없이 구축ㆍ운영하여 항만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선사에 대한 AMP 이용 의무화와 혜택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AMP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
정박 중 선박 초미세먼지

(PM2.5) 발생량(톤)

AMP설치에 따른

감축량(톤)
감축률(%)

부산 4,930 3,185 64.6

인천 1,740 412 23.7

평택 1,071 417 38.9

동해 336 139 41.2

대산 680 21 3.1

목포 613 191 31.2

여수 592 4 0.8

광양 2,658 399 15

군산 405 184 45.5

포항 601 315 52.3

마산 608 241 39.6

울산 2,239 316 14.1

제주 324 170 52.5

총계 16,798 5,994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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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9 원양어선 안전세미나 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수립·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항 위험물 반입 안전의식 강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안전 고시」제정 예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테러 대응훈련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대비 등대시설 55기 특별점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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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 및 선내 난방 등 화기사용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비하여「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기간: ‘19. 12. 1.~’20. 2. 28.)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12월~2월)은 한파와 잦은 강풍으로 선박 침몰ㆍ전복 사고 및 인명안전 사고와 선내 난방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에 따른 화재ㆍ폭발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기상악화 대비 사고 취약해역 및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들 실시

한다.

 아울러 울산해수청에서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 및 해사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종사자들은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화재예방법 숙지  

및 소화ㆍ구명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상악화 및 선내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예방 철저

『부산해수청, 2019 원양어선 안전세미나』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 및 선내 난방 등 화기사용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기간: ‘19. 12. 1.~’20. 2. 28.)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12월~2월)은 한파와 잦은 강풍으로 선박 침몰ㆍ전복 사고 및 인명안전 사고와 선내 난방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에 따른 화재ㆍ폭발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기상악화 대비 사고 취약해역 및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강화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들 실시한다.

 아울러 울산해수청에서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 및 해사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종사자들은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화재예방법 숙지 및  

소화ㆍ구명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상악화 및 선내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예방 철저 

울산해수청,「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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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반입신고 주요 선사, 하역사 및 해운대리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여천해양수산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광양항 위험물 반입신고는 2018년 기준 21,000건으로, 여수해수청에서는 이번 간담회 개최를 통해 

위험물 반입신고 절차 및 사례를 공유하여 항만 내 위험물 관련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관계자로

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 발생을 방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광양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물 반입 선사, 하역사 및 해운대리점 관계자 간담회 개최

여수해수청, 광양항 위험물 반입 안전의식 강화

최근 (구)거제대교와 예ㆍ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인근 해역에서도 선박이 

좌초하는 등 견내량 수로 내에 해양사고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1월 12일 해경, 지자체 및 관련 업·단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영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양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항법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고시 제정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업·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여 교각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부선의  

최대 폭(25미터 미만), 예인선열의 길이(90미터 미만)를 제한하는 통항항법 규정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해수청은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수로 내 위험 정보제공을 위해  

「견내량 수로 항행 안내서」를 제작하여 예부선 업계, 수협, 지자체 등에 배포 중에 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견내량 수로 항행 안내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안전의식 고취도 필요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안전 고시」제
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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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의 운영에 있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위해요소 개선 지역협의회를 오는 10월 16일에  

개최하였다.

 이번 지역협의회에서는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안전대책 중 

해역 안전관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해요소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해상교통 위해요소는 해역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저수심, 암초, 

교통집중해역의 항로지정 유무 및 부두 방충재(펜더)의 손상 등의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양경찰, 지자체 및 수협 등 여러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기존 식별된 위해요소 개선의 추진현황을 함께 확인하였다. 

 군산해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미하고 사소한 사고의  

원인을 식별하였으며 대형사고로의 발전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 이용자에게 안전한 

군산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해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위해요소 발굴ㆍ개선 지역협의회 개최 

군산해수청, 전북해역 해양사고 제로화 적극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을 입ㆍ출항하는 여객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12월 4일부터 27일까지  

주요 항로상 등대 55기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목포구등대 등 등대 13기, 등부표(부유식) 37기, 등표(고정 식) 5기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즉시 수리하고, 중대한 하자일 경우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할 예정

이다.

 지난달에는 신안 흑산도 및 장산도 해역 등대 65기를 점검한 바 있다.

 관내 해역은 전국 대비 43%인 68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인 곳이며 짙은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기상여건 또한 열악하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주요 항로상 등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뱃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 동절기 대비 등대시설 55기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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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9일 대천항 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화재사고를 가상하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항해중인 여객선의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상황을 설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등 초기대응, 여객대피, 자체 소화작업 및 퇴선까지 실제와 가깝게 연출되었다.

  특히, 금번 훈련은 실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고, 구명뗏목을 작동시켜 탑승한 후  

조난신호까지 발사함으로서 이러한 장비사용 등 현장 실제훈련을 통해 여객선 선원들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대산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에서 화재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원의 초기대응과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능력 강화 중점

대산해수청,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주요법령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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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부속서의 개정(2017. 1. 1. 발효) 사항을 반영하여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

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선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령  제371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수교육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 다음에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령 ] 2019-11-01 제00371호일부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보수교육의 직무교육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 다음에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스 연 료 

추 진 선 박

기 초 교 육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

한 국제기준(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

다)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기 위해 가스연료추진선

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제

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스 및 저인화점 연

료를 사용하는 선박

의 운항관리에 관한 

교육

2일

가 스 연 료

추 진 선 박

직 무 교 육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

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

육을 이수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제3

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사

람(「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2호나

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

박의 운항관리에 관

한 교육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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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의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ㆍ기관ㆍ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1개월 이상

  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2개월 이상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령 ] 2019-11-20 제00374호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이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

  2. 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ㆍ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ㆍ연구ㆍ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ㆍ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주요법령 제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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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도면검토 결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령 제377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수교육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 다음에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초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I. 개정이유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 2019-12-10 제00377호일부개정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

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

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

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

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

-----------------------------------

-----------------------------------

-----------------------------------

-----------------------------------

----------------------------------. 

------------------------------------

------------.

1.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기본승인을 위하

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시험 결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

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

본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

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

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

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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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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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Safety,
E nvironmental
A ffairs, and 
S hipping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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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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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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