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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I. 개 요

●  일시 : 2022.9.14.(수) ~ 9.23(금)

●  방식 : 하이브리드 방식(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LPG 연료 추진 선박(LPG-fueled ship)의 안전지침(Guideline) 제정

●  우리나라가 2019년 제6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안하여 개발이 진행 중이던 ‘LP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지침 제정(안)’을 회기중 작업반(WG1)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제8차 CCC에서 

마무리하고,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7)에 승인 요청하기로 결정함

※		(잠정	일정)	MSC	107(’23.6)	승인	요청,	회원국	동의	시	동	지침을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간하고,	즉시	비강제	

지침으로서	발효됨

-		동	건은	비강제	지침이나,	선박	소유자는	LPG	연료	추진선박을	조선사에	동	지침을	고려하여	건조를	요청하고,	경험

이	축적된	이후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코드(IGF	Code)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2. 우리나라가 제안한 LPG 화물의 연료 추진선박의 안전코드(Code) 개정

●  우리나라가 CCC 8에 제출한 ‘화물인 LP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협약(IGC Code) 개정 제안’이 차기 제

9차 CCC 전까지 진행될 회기간 작업반(CG)의 작업사항(TOR)에 포함됨

※		미국,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가와	사전교섭을	통해	해당	제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IMO	사무국	및	WG	의장과	보다	신속한	논의	진행을	위한	회기간	작업반(CG)	작업사항에	포함하기로	협의함

-		해당	사항은	국제협약(ICG	Code)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기간	작업반(CG)	운영을	통해	제9차	CCC에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MSC	108(’24.4)	승인	및	MSC	109(’24.10)	채택이	가능함

※		다만,	보다	신속한	산업계	전파를	고려,	해당	사항을	협약개정	또는	비강제	지침(Guideline)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CG	

논의를	통해	회원국	간	결정할	예정,	비강제	지침으로	결정될	경우	MSC	108	승인	시	즉시	발효됨	

3. 극저온용 소재인 고망간강을 국제협약(IGC/IGF 코드)에 반영 개정

●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에 대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결과를 제9차 CCC까지 제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차기 MSC 108(’24.4)에 승인되면 ’24년 상반기에 고망간강을 극저온용 저인화점연료 등의 선박운송에 

대체소재로서 사용하기 위한 지침(MSC.1/Circ.1599/rev.2)이 개정·발효될 예정임

-		제7차	CCC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가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을	지속진행	중이며,	회기중	작업반

(WG2)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	없으며,	별도의	회기간	작업반(CG)	구성	없이	바로	제9차	

CCC에	결과를	제출키로	최종	결정됨

4.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규정 개발

●  수소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 규정 개발안은 기존 IGF 코드와 동일한 구조 및 형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되었고, 

회기간 작업반(CG)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제9차 CCC에서 완료하기로 작업계획을 수립함

-		암모니아	연료선박	안전규정	잠정지침은	회기간	작업반(CG)에서	해당	항목별	논의를	거쳐	제9차	CCC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가	암모니아의	허용가능한	배출농도와	관련해	육상의	기준을	정리해	제출한	문서(CCC	8/13/2)가	논의되어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았으며,	향후	배출농도	허용기준	논의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5. 유실컨테이너 의무보고 제도화를 위한 SOLAS 제5장 개정

●  대다수의 회원국이 유실컨테이너 보고제도에 대하여 찬성함에 따라 보고제도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컨테이너를 

유실할 경우와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을 경우의 2가지 절차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MAPROL) 개정을 논의함

-		SOLAS	협약개정안은	MSC	107(’23.6)에	승인될	경우	MSC	108(’24.4.)에	채택되도록	추진하여	2026년	1월	1일	

발효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MAPROL	개정안은	가장	빠른	MEPC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협약	개정	전까지	유실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GISIS	모듈	개발을	IMO	사무국에	요청함

6. IMSBC Code* 및 IMDG Code**의 개정

*		IMSBC	Code(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	산적형태로	운송되는	고체	화물과	관련된	위험

정보와	고체산적화물의	선적	시	채택되는	절차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규정	

**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포장된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여	해상	운송

시	적용해야	하는	적재방법,	포장용기	기준	및	방법	등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규정

●  E&T* 36(’22.3)에서 마련된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에 추가로 제출된 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IMSBC Code(07-23)의 최종개정안 마련을 위해 E&T 37(’22.10)에 세부 기술적 논의를 위임함   

*		E&T(Editorial	and	Technical	Group)	:	CCC하부의	편집기술작업반으로,	매년	2회	개최하며	격년으로	IMDG	및	

IMSBC	관련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그룹

●  초안작업반(DG)를 통해 탄소(UN 1361, CARBON)의 운송규정 검토, 데이터로거· 화물위치추적창지의 안전규정 

개정안 마련 등을 논의했으며, 자동차의 운송규정 개정을 논의할 회기간 작업반(CG)의 위임사항 초안 마련 및 

질산칼륨·질산나트륨의 특별규정 개정안 마련을 전문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위임받음

01
제8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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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GF Code, IGC Code 및 IMO 관련 협약의 통일해석 개정

●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의 압력도출장치 용량 요건과 관련한 IGF Code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향후 MSC 

107(’23.6) 승인 시 기존 저인화점연료선박의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에 설치된 압력도출밸브 대비 2배 용량의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IGC Code 개정 관련, 통합본 형태로 IGC Code가 개정될 예정이며, 이는 CCC 9에서 확정 후 MSC 109 제출 및 

2028년 7월 1일 발효가 예상됨 

-		다만,	노르웨이	등의	VOC	응축수의	화물	목록	추가	제안(CCC	8/10)의	경우,	선박	발주와	관련한	사안의	시급성을	고

려하여	IGC	Code의	개정	전에	화물	운송과	관련한	특별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CCC	회람문서로	발행,	비강제	지침

으로	즉시	시행됨

8. 임원 선출

●  ’19년부터 재임 중인 Ms. MaryAnne Adams(마샬아일랜드) 및 Mr. David Anderson(호주)이 CCC 의장 및 

부의장으로 재선출됨

I. 개 요

●  일시 : 2021.10.17.(월) ~ 10.20.(목)

●  장소 : 하이브리드(IMO 본부 + 영상회의)

●  참가국 : 75개 회원국

●  참가인원 :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 등 총 120명 참석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제35차 특별이사회(C/ES.35) 결과

●  사무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흑해와 아조프해 지역에서의 선원·선박에 대한 안전을 논의한 제35

차 특별이사회 결과를 회원국에 공유하였으며, 다수 회원국이 흑해와 아조프해 지역의 선원·선박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함

-		미국,	파나마	및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와	관련된	기술협력	활동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흑해와	아조프해	지역에

서의	러시아의	무력행위를	규탄함	

2. 2021년 통합기술협력사업(ITCP*)

*	ITCP	: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통합기술협력사업

●  사무국은 2021년 통합기술협력사업(ITCP)의 이행현황, 재정집행 실적* 및 ITCP 효과성 측정을 위한 통신작업반 

진행경과**를 회원국에게 공유함

*		(사업)	국가·지역	차원의	 ITCP	운영	 102건(’20년	대비	 26%↑),	 IMO	주관	교육	 1,592명(’20년	대비	 69%↑) 

(재정)	예산의	48.1%(21.9백만	달러	중	10.6백만	달러)	집행

**		①	회원국들의	설문결과를	반영한	ITCP	보고양식	개발,	②	IMO	사이트	내	TC	현황	대시보드	개선,	③	TC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TC	Space’	개발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ITCP의 이행률 제고 및 팬데믹 상황 하에서 기술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 등 

유연한 대처를 위해 IMO e-Learning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02
제72차 기술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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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동원 및 협력관계

●  사무국은 장기재원 마련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는 다양한 기술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IMO 파트너십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		우리나라는	IMO와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하는	GHG	SMART	PROGRAMME*(’22.~’25.)의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IMO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회원국	별	지식파트너십	담당자(NKPO**)	지정	및	IMO	컨설턴트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Green	House	Gas-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Training	PROGRAMME	:	개도국의	온실가스(GHG)	감축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NKPO(National	Knowledgement	Partnership	Officer)	:	장기	재원마련	및	기술협력사업	협의	등을	위한	회원국	

담당자(’22.6.	현재	34명	지정)

4. IMO 지역주재소(RPO*, Regional Presence Office) 및 협력

*		RPO(Regional	Presence	Office)	:	IMO	기술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22.10.	현재	5개)로	아프리카(가나,	

케냐,	코트디부아르),	아시아(필리핀),	남미(트리니다드토바고)	사무소가	있음

●  레바논 등 중동 국가*들은 이집트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을 관할하는 

IMO RPO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128회 이사회(C128, 

’22.11)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함

*	이집트,	모로코,	바레인,	예멘,	오만,	이란,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UAE

5. IMO 회원국 감사제도

●  사무국은 IMO-세계해사대학(WMU) 공동으로 개발 중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함

*		회원국의	IMO	협약이행역량	강화	및	회원국감사	결과로	도출된	시정조치계획(CAR,	Corrective	Active	Plan)의	실행

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6. 역량강화 : 해사 분야 여성 영향력 강화

●  사무국은 IMO 회원국 및 다양한 해사여성협회(WIMA*)에서 여성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활동(워크숍, 

세미나, 교육 및 훈련 등)을 회원국에 소개함

※		△	WIMA(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세계해사여성협회),	△	WMUWA(WMU	Women	Association,	 

세계해사대학	여성협회),	△	MAMLa(MAMLa	Network,라틴아메리카여성네트워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큰 기여를 한 개인에게 ‘IMO Gender Equality Award’를 수여하자는 제안(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이 공동제출)에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제128회 이사회(C128, ’22.11)에 

상정하기로 함

7. 2023년 의장 선출

●  당초 예상(현 부의장의 의장 진출)과 달리 2명의 차기 의장 후보자가 지원*하였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대표단의 투표 권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TC 73차로 의장 선거를 연기함(TC 73차에는 아래 

2명 후보 외에도 추가로 입후보자 등록이 가능함) 

*		후보	1	:	Mr.	Essam	Al	Ammari,	사우디아라비아	IMO	대표부	대표		 	 	 	 	

후보	2	:	Mr.	Dwight	C.	R.	Gardiner	앤티가바부다	IMO	대표부	대사	

-		현	의장인	Mr.	Laurent	Parenté(바누아투)가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사무국장으로	당선(’22.9)되어	차기	의장	선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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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일시 : 2022.11.2.(수) ~ 11.11.(금)

●  장소 : 하이브리드(대면·영상) 회의

●  참가자 : IMO 108개 회원국, 2개 준회원국, IGO 및 NGO 등 1,000명 이상(화상 포함)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검토 및 채택 

●  (IGC Code 및 IGF Code 개정 채택) 가스운반선의 화물탱크와 같은 극저온용(-165℃ 이상) 저장 탱크 소재로써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망간강을 인정하는 국제협약* 개정안이 채택됨

*		현재	국제협약에는	①	9%	니켈강,	②	오스테나이트강,	③	알루미늄강,	④	36%	니켈	합금강	(오스테나이트	fe-ni	합

금)	4개가	등재되어	있으나,	이번	채택으로	약	50년	만에	신소재가	등재됨

-		고망간강이	극저온	저장	탱크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재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개발

업체	등	우리나라	산업계의	발전	및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 목표기반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

●  자율운항선박 규정 개발에 대한 위원회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구성된 MSC/LEG/FAL 제1차 공동작업반

(’22.9.7.~9.9.)의 결과보고 및 비강제 협약 개발을 위한 작업방식* 등이 승인됨

*	법적	및	기술적	사안의	균형을	위한	공동	의장	임명	및	2차	공동작업반	개최	시기(’23.4.17.~4.21.)를	결정함

●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운항선박 화재 및 침수사고 대응 고려사항(MSC 106/5/2)을 비롯한 4건*의 제안문서에 

대해 회기중 작업반(WG)을 개설하여 논의함

*		①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상	항해	측면의	기능	규정	초안	제안(일본),	②	자율운항선박	화재	및	침수사고	대응	고려사

항(한국),	③	자율운항선박	코드	위험성평가	통합	제안(중국),	④	일본	문서(①)에	대한	코멘트	문서(러시아)

-		회기중	작업반에서	회의	제안문서	검토를	통해,	협약	기본목차의	구성	및	제3장(목표,	기능	요건	및	조항)에서	고려되

어야	하는	16개	부문*에	대해	잠정	합의함

*		①	항해,	②	원격운항,	③	통신,	④	구조,	복원성,	수밀성,	⑤	화재보호/안전,	⑥	구명	설비,	⑦	안전운항	관리,	⑧	보안,	

⑨	수색	및	구조,	⑩	화물	관리,	⑪	개인	안전	및	복지,	⑫	계류	및	예인,	⑬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비,	⑭	전기	설비,	 

⑮	유지	보수,	⑯ 비상	대응

03
제106차 해사안전위원회

-		회기중	작업반에서	합의된	협약의	기본	구조에	따라,	이후	회기간	실무작업반(CG)에서	항목별	목표	및	기능	요건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개발할	예정임

3.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보고서

●  가스운반선 소화약제 관련 승인지침 개정안(MSC.1/Circ.1315)이 승인되었으며,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종류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중탄산나트륨(SB)을 포함한 일부 약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4. 다른 IMO 회의 결정사항

●  위원회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련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트랜스폰더 

정보 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표준 강화 조치방안을 ’23년 5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

(NCSR)에서 논의하도록 지시함

*		대북	안보리	결의(S/RES/1874,	(2009))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매년	작성됨

-	또한,	모든	기국에	선박이력기록부(CSR)	국제요건	준수와	GISIS	정보	현행화를	요청함	

●  MSC, MEPC 및 하위기구의 작업 구성과 방법에 관한 지침(MSC-MEPC.1/Circ.5/Rev.3) 개정안이 승인됨

-		(개정사항)	①	회원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이	나온	날로부터	5일간	해당	문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

시	가능	②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의장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회의	전	특정	문서*에	대해	서면	검토를	제안

*	정보문서,	기타	주의사항	외	조치가	필요치	않은	문서,	이전	회기에서	연기	및	해당	안건에	변화가	있어	주목이	필요한	문서

5. 항해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보고서

●  기존 인마셋(영국), 이리디움(미국)에 추가하여 중국의 베이두 위성을 활용한 GMDSS 서비스 제공(BDMSS*)을 

신규로 인정하는 결의서가 채택됨

*	BeiDou	Message	Service	System,	중국의	해상	이동식	위성	서비스	기술

-	베이두	위성의	GMDSS	서비스	구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되며,	서비스	구역	확대	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6. 작업계획(Work Programme)

●  ’24년 완료를 목표로 선내밀폐 구역목록의 최신화, 밀폐구역 작업 시 책임자의 명확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결의서 

개정작업을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지시함

●  위원회는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에 협정 비준을 촉구하였으며, ’24년 

완료를 목표로 관련 지침개발 작업을 ‘협약이행 전문 위원회(III)’에 지시함

*		선체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목적의	협정으로	2012년	채택되었으며,	현재	요건	미충족으

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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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결과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I. 개 요

●  일시 : 2022.11.28.(월) ~ 12.2.(금)

●  장소 : 하이브리드(대면·영상) 회의

●  참가자 : IMO 회원국 120개국, IGO 및 NGO 등 총 337명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이사회 의사규칙

●  (의사규칙 통일화 작업) 각 회의체별로 상이*한 의사규칙 통일화 작업을 위해 UAE에서 제안한 1안 및 2안** 중 

다수 회원국이 지지한 2안으로 통일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성중립	언어	사용,	기타	참석국	정의	신설	등을	반영한	총회	의사규칙이	개정(’21.12.)되었으나,	현	회의체별	의사규칙

에는	미반영

**		(1안)	이사회와	5개	위원회로	구성된	개방형(open-ended)	합동작업반(JWG)을	개설하여	검토	 	 	

(2안)	총회	의사규칙	개정사항(’21.12월,	A32	채택)을	참고하여	회의체별로	개별	검토

2. 전략, 계획 및 개편

●  사무국에서 제안한 차기 6개년(2024~2029) 전략계획(Strategic Plan) 개발을 위한 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전략계획의 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을 개설하기로 함

*		(~’23.3.)	전략계획(SP)	개정	및	추가를	위한	문서	제	출	→	(’23.4.)	SP	초안	개발을	위한	회기간	작업반	개최	→	(C129)	

초안	검토(필요시,	회기간	작업반	또는	회기간	실무작업반을	통한	추가	검토)	→	(C130)	개발	완료	→	(A	33)	채택

●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다수 회원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시	본	회의장에서의	발언	제한	등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산업계에	민감한	안건들이	논

의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됨

04
제128차 이사회

3. IMO 회원국감사 제도

●  이사회는 현행 회원국 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반적인 수행방식과 함께 세부 논의를 위해 차기 

이사회부터 합동작업반을 개설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의	두	번째	감사	주기부터	상시감사로의	전환	목표(첫	번째	주기는	’25년	종료	예정)

-		합동작업반에서는	①	첫	번째	주기에서	식별된	감사	문제점	분석	및	검토,	②	상시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통신시스템	검토,	③	상시감사제도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임

●  전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개선안*에 대해 인적·재정자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사무국에서 차기 이사회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기로 함

*		△	회원국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설립,	△	IMO	정보제공	조항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및	추출을	위한	검색

엔진	구축,	△	GISIS	사용자	지침	개발	등

4. 세계해사의 날 병행행사

●  ’26년도 세계해사의 날 병행행사 개최국으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됨*

*	(병행행사	개최국)	’23년(이란),	’24년(미정),	’25년(UAE),	’26년(우리나라)

5. 병행방식의 회의 개최

●  이사회는 병행회의(대면+화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UAE가 제안한 병행회의 임시지침** 개발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시범기간	동안	투표권한에	대한	규정	미비,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	기술적인	문제	발생

**		△	병행회의	적용기간(시범	운영기간	등),	△	전자형태	신임장	허용,	△	투표(정족수	등)에	대한	현행	의사규칙	적용,	 

△	회의	녹화	및	IMO	DOCS	게재사항	등

-	의장은	병행회의	임시지침에	대해,	병행회의	경험을	충분히	공유·검토한	후	추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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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	COP27에서	Green	Shipping	Challenge	발표

24.	영국	등,	COP27에서	해운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주요	공약	발표

25.	모잠비크,	유럽	에너지위기	완화를	위한	최초	LNG	수출

26.	흑해	곡물	수출협정	재개	불투명

27.	우크라이나,	전년대비	수출량	60%	이상	감소

28.	해상풍력	목표	달성에	뒤처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29.		COP27에서	IMO-UNCTAD-IRENA-World	Bank	공동으로	선박	탈탄소	연료로의	전환	및	

국제협력	강조

30.	DNV,	「Hydrogen	Forecast	to	2050」	보고서	발행

31.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ICS,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해운의	역할	강조

32.	머스크	社,	친환경	메탄올연료에	대한	공급	파트너십	구축

33.	선박	화재로	인한	연기로	뒤덮인	Anchorage	항만

34.	2026년부터	EU	ETS로	메탄	규제	본격	시행

35.	모잠비크의	Mocimboa	da	Praia	항만	재개항

36.	오만의	OQ,	그린	암모니아	및	메탄올의	생산	타당성	연구

37.	흑해	석유	거래를	위한	터키	유조선,	2주간	지연

38.	네덜란드	초계함,	카리브해에서	떠다니는	5,000kg의	코카인	발견

39.	컨테이너선	전용	시설로	전환되는	Savannah	항만

40.	미국	컨테이너	수입,	11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

41.	서방의	현명한	러시아	제재(Sanctions)

42.	SFO℃,	대한민국	해운	산업	탈탄소화	촉진에	관한	보고서	발행

43.	포세이돈(Poseidon)	보고서,	28개	중	7개	은행이	IMO	온실가스	목표에	부합

44.	IMO,	2050	국제	선박	탈탄소화	목표	채택	실패

45.	캐나다	군함,	급수시설	납	오염으로	인한	수질	문제	발생

1.	2027년까지	$10bn,	‘해상풍력	설치	선박(WTIV)’	시장	확대	전망

2.	선박	메탄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3.		가파르게	감소한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량,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황	

유지

4.	암모니아	연료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경제성

5.	흑해	곡물	통항로로	유입되는	선박들

6.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선박	기인의	메탄	배출	감소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행

7.	원유	절도로	적발된	유조선에	불을	지른	나이지리아	해군

8.	수십	척의	LNG	선박,	하역	위해	유럽	연안서	대기

9.		영국의	블라이스	항만,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전기	크레인	추가

10.	계속	주문이	증가하는	메탄올	엔진

11.	호주,	‘플라스틱	오염의	경제성’에	관한	보고서	발행

12.	롱비치	항,	탄소배출	목표	달성	위한	항만	설비	도입

13.	유엔무역개발협의(UNCTAD),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협정	갱신	촉구

14.	WISTA,	선박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한	설문	보고서	발행

15.	ICS,	탄소	배출량	감축	보조금을	위한	탄소세	개정안	제안

16.	싱가포르에	암모니아	인프라	확장을	모색	중인	Vopak

17.	러시아,	우크라	곡물	수출협정	무기한	중단	선언

18.	Paper	Captain	혐의로	적발된	미국	국적	어선

19.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

20.	미국,	Charleston	항구에서	Line	Handling	사고로	선원	사망

21.	미국	휴스턴	항만,	장기	체류	컨테이너	요금	부과

22.		Horizon	Europe의	€	5	milion	지원으로	연료전지	추진을	위한	선박	개조	

프로젝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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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해사동향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  2022년 9월, ‘Research And Markets’ 기관에서 발행한 ‘Global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50억 달러 그리고 2027년까지 그 두 배인 1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해상풍력	단지와	관련	산업	규모에	따라	이를	위한	전용설치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계에너지보고서(World	Energy	Report)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량은	126GW로	현재	

유럽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78GW보다	큰	규모로	추산됨

●  WTIV(Wind Trubin Installation Vessel)는 척당 2억 달러 이상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으며, 승강식 철제 기둥인 잭업리그(Jack-up Rig)를 통해 위치제어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을 활용하여 일정 파도에서도 제 위치에서 정선해야 하는 기능을 갖춘 특수목적 선박임

01
2027년까지 $10bn, ‘해상풍력 설치 선박(WTIV)’ 
시장 확대 전망

(출처 : Businesswire, ’22.09.27)

●  머스크 제로 카본 쉬핑 연구소(MMMCZCS,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 

연구에 따르면, LNG와 같은 메탄 기반 연료를 사용하는 선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나 규제 없이 메탄 배출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연구에는 ABS, Mitsui, MHI, MAN, Norden 및 BP를 비롯한 파트너사가 참여하였으며, LNG 운반선과 LR2 

탱커의 메탄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솔루션 및 규제 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메탄 배출은 선박의 생산, 운송 및 소비를 포함하여 LNG, 액화 전기메탄(electro-methane) 및 바이오 메탄(bio-

methane) 등 연료 경로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메탄슬립*이 대표적임. 그러나, 메탄슬립 

외에도 연소과정과 관련 없는 잠재적인 메탄 배출원(비산 등), 운영 배출 및 비상 배출 등과 같은 형태의 배출이 

존재함

*	LNG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으로	LNG	추진선이	운행할	때	메탄이	불완전	연소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현상

●  동 연구에서는 기본 엔진기술, 후처리 기술 및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신조선의 경우 40~80%, 기존선의 경우 

20~50%까지 선박 메탄 배출을 비용·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저감의 효과로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신조선의 경우 2~8%, 기존 선박의 경우 4~12% 감소된다고 언급하고 있음

●  현재, IMO에는 LNG 메탄슬립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으나,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IMO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2024년 12월 31

일까지 메탄, 아산화질소 및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있는 입자를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음

02
선박 메탄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출처 : gCaptain,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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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회사인 Descartes는 9월 미국의 총 컨테이너 수입량이 2,215,731TEU으로 마침내 업계의 일부가 몇 

달 동안 예측했던 수준으로 가파르게 11%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12.4% 감소하였음을 밝힘. 이에 비해, 8월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에 그쳐 약 250만 TEU 수준을 유지함

●  Descartes 社에 따르면, 수입량 하락의 대부분은 전월 대비 무려 18% 수준 감소한 중국 수입 물량과 관련이 

있었음.  이는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Long Beach)의 주요 서부 해안 항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각각 8

월에 비해 TEU 손실이 17% 수준 감소함

●  Savannah 항구는 월간 21%의 상당한 감소를 보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허리케인 이안(Hurricane Ian) 

때문이었으며, 지난 8월 로스앤젤레스(LA)를 제치고 컨테이너 화물 1위를 차지한 뉴욕·뉴저지 항의 수입량은 8월 

대비 2.3% 감소하는 데 그쳤음. 전반적으로 2022년 9월 항구의 대기기간은 8월보다 낮은 수치였으나, 동부 및 

걸프 연안 항구의 평균대기 시간(일)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음

03
가파르게 감소한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량,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황 유지

(출처 : gCaptain, ’22.09.28)

▲	2019~2022년,	미국	컨테이너	수출량(TEUs),	출처:	Descartes

●  현재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암모니아 가격이 너무 높아 연료 간 경쟁에서 우위를 빼앗기고 있으며, 

인프라 및 가용성이 부족하고 독성을 고려한 운송 수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생산 확장 등을 위한 

상당한 투자와 기술 및 규정이 견고해지면 해당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노르웨이에 있는 세계 최대 비료회사인 Yara Clean Ammonia는 현재 관련 업계와 암모니아 연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가치 사슬(value chain)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반시설 및 기술 등 시장이 준비되면 

자사가 녹색 공급망을 가진 최초의 운영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04
암모니아 연료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경제성

(출처 : Lloyd’s List, ’22.10.07)

▲	Yara	Clean	Ammoinia,	출처	:	y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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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 곡물 수출협의체(Black Sea Grain Initiative) 하 우크라이나 곡물 선적 재개는 지난 8월 1일 이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650만 톤의 농산물을 공급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 의존도가 높은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취약국가들의 식량 가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그러나 Financial Times(FT)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다자간 안전 통항로 협정에 따른 선박 조사 과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가속화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동 수출협의체가 시작되었을 때, 전쟁으로 인해 보험료가 평소보다 40% 이상 상승했으며, 많은 선사 및 선박 

운항자들이 거래를 중단했으나, FT에 의하면 현재 통항로 양쪽에 약 120척의 벌크선이 쌓여있음

-		평균적으로,	흑해	곡물	통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년식이	더	오래되고	크기가	작아서	보험	비용은	최소화되며	선박

의	수는	최대화되어	있음

●  각각의 선박은 통항로 운항 전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그리고 UN 검사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팀은 Marmara 해 지정 정박지에서 하루에 7척 정도의 선박을 처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사팀이 

이러한 수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며, 선박 당 대기시간은 2주 정도임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대통령 Vladimir Putin은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흑해 곡물 수출협의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편 동 수출협의체는 120일마다 갱신되고 11월 19일에 1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시점 이후의 거래 전망은 불확실함

05
흑해 곡물 통항로로 유입되는 선박들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0.09)

●  2022년 10월,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회사는 선박에서의 LNG 연료 사용 확산 및 온실가스의 

잠재적 위험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메탄 슬립 등을 고려하여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한 “Reducing methane 

emissions onboard vessels” 보고서를 발행함 

*		2020년	설립된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	명칭의	비영리	독립	연구개발	회

사로서	국제	해운사업에서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	방법	등을	연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메탄의 생산과 소모의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함

① 선박의 탑재된 기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의 총생성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② 선박 운항 가능 기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메탄 감축 기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③ 바이오 메탄 연료의 사용을 높이기 위한 생산과 운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④ 선박에서의 메탄 감축을 위한 IMO 규범 등의 국제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06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선박 기인의 
메탄 배출 감소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행

(출처 : SAFETY4SEA,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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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인 NNPC(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민간 석유회사로부터 원유 

절도에 사용된 해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지 며칠 만에, 나이지리아 해군은 Niger Delta에서 원유 

절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유조선에 불을 지름

●  87미터 길이의 동 선박, MT Deino(IMO 7210526) 호는 10월 6일 Niger Delta 내에서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민감 감시를 제공하는 민간 보안 회사 TSSL(Tantita Security Services Limited)에 의해 요격된 것으로 알려짐

●  TSSL과 나이지리아 해군은 Escravos 강 유역에서 선박이 원유를 선적하고 있을 때 동 선박을 체포했으며, 

승선했던 선장 Temple Manasseh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이 구금되었음

-		약	650	큐빅	미터의	원유가	CNL(Chevron	Nigeria	Limited)	소유인	파이프라인에	불법적으로	부착된	연결방식을	통

해	선박에	실렸음

●  나이지리아 해군은 선장 Manasseh의 선박에는 훔친 원유가 선적되어 있으며, 이것은 무장괴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자백 이후에 동 선박에 불을 지름

●  TSSL Marine Intelligence Consultant인 Captain Warren Enisuoh에 따르면, MT Deino 호는 원양 선박에 

대한 자격이 부족하여 강에서만 운항을 해야 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오던 선박 중 하나로, 

한동안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가나의 Tema 항으로 불법적인 원유 운반을 하고 있었음

●  지난 8월, 나이지리아에서 훔친 원유를 실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적도 기니에 억류된 이후, 나이지리아 

대통령인 Muhammadu Buhari는 Niger Delta의 만연한 원유 도난을 막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라고 명령하였으며, 

MT Deino 호의 체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원유 도난과의 전쟁에서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

07
원유 절도로 적발된 유조선에 불을 지른 나이지리아 
해군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0.16.)

●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육상 재기화 설비 부족으로 수십 척의 LNG 선박이 하역을 위해 스페인 등의 

유럽 해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10월 17일 기준 스페인 남부 카디즈만에만 최소 8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고 수십 

척의 LNG 선박이 스페인 연안 및 지중해에서 슬롯(Slot)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취하자, 이에 맞서는 대항 조치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유럽은 현재 에너지 공급 압박에 직면해 있음

-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를	포함,	대체	공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LNG	하역

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음에	따라	유럽의	LNG	공급	처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스페인* 국영 가스는 육상의 LNG 터미널의 용량 과잉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LNG 하역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스페인은	현재	6개의	LNG	하역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전체	LNG의	33%,	LNG	저장	용량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EU	최대	규모를	자랑함

-		스페인은	금주	6개	LNG	슬롯	사용이	가능하다	밝혔으며,	이는	현재	자국	연안에	대기	중인	선박의	1/5에	불과한	숫자임.	

현재	유럽의	경기	둔화,	산업	수요	감소로	인한	스페인	국내	소비의	감소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LNG 데이터지식 회사인 ICIS 측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정박하며 발생하는 추가 운임을 상쇄하기 위해 

선주들이 더 높은 가격에 LNG를 판매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하역을 위해 유럽 외의 대체 항구를 찾기 

시작할 것임”을 언급함

-		미국	2위	LNG	수출사인	프리포트(freeport)	LNG	공장이	올해	6월	화재	사고로	폐쇄됨에	따라,	일부	선사들이	운송	

포트폴리오에	유연성을	확보했으며,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LNG	공급을	위해	외국에	대한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아

시아로	향하는	LNG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은 스페인-프랑스 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인 미드캣(MidCat)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위해 10월 중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동 프로젝트가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08
수십 척의 LNG 선박, 하역 위해 유럽 연안서 대기

(출처 : gCaptain,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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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HHI-SBD)는 Maersk 社와 계약 체결한 컨테이너선 건조를 위해 MAN B&W 社의 

이중연료 엔진(G95ME-C10.5-LGIM) 6개를 발주함

●  MAN Energy Solutions 社의 Bjarne Foldager 씨는 MAN B&W사의 메탄올 엔진은 2016년에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여 작동능력이 검증되고 있으며, 연료로 사용할 경우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녹색 메탄올의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림

●  메탄올 연료의 장점은 액체 상태이므로 탱크 설계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연료공급 압력이 낮아 현재 연료공급 

시스템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점으로 지목됨

●  또한, MAN Energy Solutions 社의 Thomas S. Hansen 씨는 연료로서 메탄올의 미래가 밝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메탄올이 전체 이중연료 엔진 주문량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함

●  영국의 블라이스 항만(Port of Blyth)은 핀란드 제조업체인 Konecranes 社가 제작한 새로운 이동식 항구 크레인 

Gottwald ESP.6을 추가하였으며, 새 크레인은 125톤의 선박 인양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을 대폭 저감하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항만은 지게차와 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탈탄소화하여 가능한 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탈탄소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제동 및 하강 동작으로 인한 에너지는 다른 크레인 기능에서 재사용하거나 항만 주전원으로 

피드백도 가능함

-		블라이스	항만(Port	of	Blyth)의	재무	이사인	Oran	Robson	씨는	“이번	항만의	투자는	효율적인	에너지	작업방식을	도

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역	전체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Lloyds	

Bank의	관계	이사인	Hannah	Douglass	씨는	“블라이스	항만(Port	of	Blyth)과	같이	지속가능한	조치를	도입함으로

써	업계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본 항만의 저탄소 전략은 처음 Lloyds Bank로부터 750만 파운드(85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2019년에 

시작되었고, 새로운 터미널 인프라와 추가 창고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바 있으며, 항만은 올해 Lloyds Bank로부터 

추가로 200만 파운드(22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Lloyds Asset Finance에서 240만 파운드(260만 달러)의 

시설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새로운 전기 크레인을 구입하였음

●  또한, 블라이스 항만은 부지 전체에 태양열 발전 PV 패널을 포함한 추가 청정에너지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대체 해양 연료와 광산 물 가열의 사용을 탐구할 예정임

09
영국의 블라이스 항만,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전기 크레인 추가

(출처 : Offshore-energy, ’22.10.18)

▲	Port	of	Blyth	전경	사진

▲	출처	:	MAN	Energy	Solutions

10
계속 주문이 증가하는 메탄올 엔진

(출처 : Hellenicshipping news,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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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롱비치(Long Beach) 항만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SSA 마린항만에서 새로운 전기 

크레인 설비를 시험 중이며, 무공해 터미널 장비 전환 (Zero-Emissions Terminal Transi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EC) 교부금 약 970만 달러(한화 138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기존 디젤 동력 고무 타이어 갠트리 크레인 9대를 전기로 구동할 수 있게끔 개조했으며, 최근 마지막 

작업을 완료함. 롱비치항은 일전에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및 Southern California Edison 社와 마린항만 3

곳에서 배출가스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차량 25대를 매일 운행하는 프로젝트로 협력한 바 있음

●  롱비치항의 Mario Cordero 전무이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린 포트(Green Port) 정책을 통해 항만의 탄소배출 

규제와 공기정화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확장 가능한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공해 장비와 차량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2017년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항만은 모든 터미널 장비를 2030년까지 무공해 장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정공기 실천 계획(Clean Air Action Plan)의 업데이트를 승인한 바 있으며, 동 프로젝트로 

온실가스가 연 1,323톤 이상,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연 27톤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최근 롱비치 항은 C40 도시*, 항만, 운송회사 및 화주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하이~로스앤젤레스 무탄소 

배출항로**(Green Shipping Corridor)에 서명하여 탄소 배출제로를 위한 태평양 횡단 무역로를 구축한 바 있음

*		전	세계	도시들이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뉴욕,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40개	도시가	뭉쳐	2005년	결성됨(현재	가입	도시:	100개)

**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항과	LA항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	제

로의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선을	도입하여	저탄소	및	초저탄소	연료	선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12
롱비치 항, 탄소배출 목표 달성 위한 항만 설비 도입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10.21)

▲	Long	Beach	항만	전경

●  2022년 10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다루는 호주 민데루 재단(Minderoo Foundation)은 UNEP의 지원을 통해 

법률 회사인 클라이드앤코(Clyde&Co)를 주축으로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디캣(Praedicat)과 공동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경제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	제목은	“The	Price	of	Plastic	Pollution”으로써	호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영향	등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어

서는	것으로	추정함

●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오염 피해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 복구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의 긴급 조치를 촉구함 

① 기업은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공유하고 보험사는 잠재적 위험성을 면밀하게 분석

② 투자자는 플라스틱 오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

③ 당국은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수립하고 관리를 개선

11
호주, ‘플라스틱 오염의 경제성’에 관한 보고서 
발행

(출처 : Minderoo Foundation,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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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해운 부문의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 NGO인 WISTA를 주축으로 ISWAN 그리고 ICS가 공동으로 

시행한 선박에서 여성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Gender Diversity 보고서 발행), 응답자의 60%가 선박에서 

여성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힘 

●  WISTA International은 1974년 영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해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고 

여성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증진하는 역할을 함. 현재 전 세계 56개국이 이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3,8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음  

●  해운 부문의 성평등 실현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응답자의 66%가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취했다고 답변함. 약 25% 정도는 성희롱의 정도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답함. 또한, 개인적인 질문을 받거나 일과시간 이외에 개인 시간을 침해하는 

때도 있음. 그리고 응답자의 60%는 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답함  

●  또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90% 정도가 유람선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가스선, 컨테이너선 등 

일반 상선에서 근무하는 조건임

14
WISTA, 선박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한 설문 
보고서 발행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10.25)

▲	8월	30일	지부티에	도착한	Brave	Commanders	선박

●  2022년 11월 20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맺은 흑해 곡물 수출협정에 대한 갱신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는 흑해 곡물 수출협정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NCTAD는 동 협정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개도국과 최빈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희망이 거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곡물의 양이 세계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0월 17일 기준 약 8백만 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협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340만 톤의 옥수수 중 68%가 선진국, 32%가 개도국으로 수출되었으며, 240만 톤의 

밀은 19%가 최빈국, 47%가 기타 개발 도상국, 34%가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등 협정의 기간은 짧았으나 곡물 

수출이 대폭 회복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러-우 

사태 이전 수치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옥수수 수출량은 약 240만 톤이나 지연된 상황임. 2021년 1월부터 9

월까지의 밀 수출은 1,180만 톤이었고, 올해 같은 기간의 수출량은 810만 톤에 못 미치는 3분의 1에 불과함

●  UNCTAD는 동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기아와 인명피해의 위협은 시급한 사안이며,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도전 

속에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식량 공급, 특히 개도국의 식량 공급에 안정성을 제공했다”고 언급하며, 

추진력을 얻은 동 이니셔티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분간 최선의 희망(Best Hope)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13
유엔무역개발협의(UNCTAD),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협정 갱신 촉구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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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pak* Singapore는 Jurong에 위치한 Banyan 터미널에서 저탄소 발전 및 연료 공급이 가능하며, 수출입 기능을 

완전한 갖춘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		Vopak은	네덜란드의	탱크	저장회사로,	싱가포르	Jurong에	탱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말

레이시아,	미국	등에	암모니아	저장시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Vopak Singapore는 암모니아 저장 탱크 추가 등 터미널 확장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를 

시작했음을 알리며, 탄소배출 제로라는 싱가포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싱가포르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암모니아 기반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있음

16
싱가포르에 암모니아 인프라 확장을 모색 중인 
Vopak

(출처 : Lloyd’s List, ’22.10.25)

▲	Banyan	터미널,	출처	:	Vopak

●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는 최근 탄소 배출량에 부과금을 책정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주에게 보상을 하는 IMO “기여금 및 보상금” 프로그램 개정안을 제시했음

●  선주들에 대한 보상은 배출되지 않은 CO2 배출량에 기초할 것이며, 배출된 CO2 톤 당 선박의 “일정 비율 의무 기여

(mandatory flat rate contribution)”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동 개정안*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대 에너지의 5%가 대체 연료에서 나올 정도로 인센티브 구조를 개정하는 것임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동	조치의	도입	여부는	확정되었으며,	내년	제80차	MEPC에

서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면	2024년부터	선박	연료에	대한	부담금이	선사들에게	매겨짐

●  ICS의 Guy Platten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연료의 가격 차를 줄여야 하며, 

동 기금은 전 세계 항만의 연료 생산 및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완전한 탈탄소화를 이루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  “일정 비율 의무 기여”의 달러 가치는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될 것이며, ICS는 동 제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영국의 해운 분석기관인 Clarksons에 의뢰했고, 그 결과에 의하면 CO2 톤 당 $100의 

부과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ICS는 2029년 첫 5개년 검토 전까지는 탄소세를 더 낮은 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금은 5년 주기로 

재고될 것임

●  이에 반하여, 마샬제도는 CO2 톤 당 $100의 벙커세를 요구했으며, 머스크의 Soren Skou 회장은 $150을 

제안했고, 지난해 스위스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인 Trafigura는 세금 및 보조금 제도에서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CO2 

톤 당 $250~300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함

15
ICS, 탄소 배출량 감축 보조금을 위한 탄소세 개정안 
제안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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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이 16대의 드론(무인기)으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인근 흑해의 자국 

함대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촉발된 세계 식량 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짐

●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와 곡물 통로 보안에 관계된 민간 선박에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 

가해진 점을 고려해, 곡물 수출협정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 세계를 기아 

위기에 몰아넣는 ‘헝거 게임(HUNGER GAMES)’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의 협정 

중단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켜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비판함

●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협정은 수백만 명의 식량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이 상황에 대하여 러시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함.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서방국가에도 러시아의 곡물 수출을 막는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요청하며 협정을 갱신하려고 노력한 바 

있음

-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협정은	지난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체결

되었으며,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를	봉쇄한	바	

있음

-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터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자	회담을	벌여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유엔과	튀르

키예의	감독	하에	우크라이나	서부	3개	항구에서	곡물	및	비료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음

17
러시아, 우크라 곡물 수출협정 무기한 중단 선언

(출처 : gCaptain, ’22.10.29)

▲	오데사(Odesa)	항	전경사진

●  미국 해안경비대는 존스 법(Jones Act)을 위반하여 “Paper Captain*”을 둔 혐의로 참치 어선 1척을 적발하였으며, 

동 선박은 이외에도 선박 EPIRB(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수압방출 장치 기능불량, 안전 훈련 미이행 등 몇 

가지 안전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음

*		미국	국적	선박의	선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갑판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만을	갖추고	선박을	운항하는	개

인을	의미함

●  존스 법(Jones Act)은 미국 해안의 선박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조선업 보호 육성을 위해 192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모든 여객선 및 화물선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하며 소유권도 미국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10월 19일 해안경비대 법무팀이 해당 어선을 조사한 결과, 서류상으로는 미국인이 선박을 몰았다 기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안경비대는 미국 국적의 상업용 

어선에 외국인 선장이나 Paper Captain을 고용하는 관행은 미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법률을 어기고 

업계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함

●  해안경비대는 동 선박에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존스 법(Jones Act) 위반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라 선박 

등록증을 취소시킬 예정임

●  이외에도 미국 해안경비대는 2020년부터 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하는 참치 어선에서 Paper Captain 관련하여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거의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집행된 바 있음

18
Paper Captain 혐의로 적발된 미국 국적 어선

(출처 : gCaptain,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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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운업계는 203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암모니아, 수소와 같이 무탄소 연료 등의 대체연료가 있으나, 벙커링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대체연료 

선내에 위험 부담이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는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자원으로 원자력이 관심을 받고 있음

●  원자력 기술은 특정 원소의 원자를 쪼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세계 저탄소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탄소 전력 공급원이기도 함

●  해상 원자력 기술은 약 70여 년을 해군 함정과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높은 운영비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상업적으로는 크게 개발되지 못함. 하지만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선박은 기존 연료 

선박에 비해 빠르며, 연료 공급을 위해 멈출 필요가 없고, 탄소세를 적용받지 않는 장점이 있음

●  영국 원자력 기업 Core Power CEO Mikal Bøe 씨는 해운 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이 ① 생명 

연료(fuel-for-life) 원자로 시스템, ② 해상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유지되는 원자로 시스템, ③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간단하며 작은 시스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언급하며,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용융염 반응기(Molten Salt Reactor, MSR)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원자력 기술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언급함

●  또한,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원자력 기술개발과 함께 IMO 결의서 A.491(XII) ‘원자력 상선에 대한 안전규정

(CODE OF SAFETY FOR NUCLEAR MERCHANT SHIPS)’을 포함한 기타 규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첨단 원자력 기술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9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

(출처 : Safety4sea, ’22.10.31)

●  10월 26일, 필리핀 국적의 Jayson Nieto(35세)는 North Carolina에 위치한 North Charleston 항구 터미널의 한 

선박에 승선하여 Line Handling*을 하던 중 사망했으며, 사고의 원인은 조사 중으로 밧줄이 Jayson의 가슴을 

강타하여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됨

*		Line	Handling(줄잡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할	때	육지의	계류시설과	선박	간의	계류색을	이용하여	선박을	

묶거나	푸는	행위임

-	Nieto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미국	해안경비대와	지역	검시관이	함께	이	사건을	조사	중임

●  Line Handling 사고는 도선사용 사다리 이용과 구명정 훈련과 함께 가장 위험한 선상 작업 중 하나로 꼽히며, 동 

사고의 유형별 원인으로는 밧줄(53%), 밧줄 미끄러짐·밧줄로 인한 점프(42%)가 있음

●  UK P&I Club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Line Handling 사고로 인한 부상청구는 7위를 차지했으며, 청구 당 소요 

비용은 3위를 차지했음. 이는 부상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며, 보험사 통계에 의하면 관련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된 

사상자 8명 중 1명은 사망함

●  지난 7월에도 부둣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Charleston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남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음. North Charleston의 Drydock Avenue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선박의 스택(굴뚝)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를 지지하던 플랫폼이 무너져 약 100피트 아래로 추락하였으며, 응급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기 

전에 사망하였음

20
미국, Charleston 항구에서 Line Handling 사고로 
선원 사망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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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O 2030 社는 Shell 社 등을 포함한 수소 연료전지 전문 기업들과 공동으로 Horizon Europe의 € 5 Milion 

(한화 약 69억) 지원을 받아 18,000 DWT 규모의 탱커 선박을 2.4MW급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힘

-			TECO	2030	회사는	2019년	창립하였으며	본사는	노르웨이에	있음.	선박용	연료전지	및	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의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  Horizon Europe은 탈탄소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연합의 

과학연구 이니셔티브로서, 2021년 착수되었으며 총예산은 €95.5 billion 규모임. 동 재정을 기반으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선박에 약 4,000kg 무게의 압축 수소가스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항 가능한 탱커로 개조하는 작업을 2024

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며, 개조가 완료된다면 운항 중 최대 6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함

●  동 프로젝트의 주요 공동 참여사인 Shell 사는 프로젝트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며,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선박의 추진연료 및 시스템 변화는 불가피하며 연료전지 시스템은 그 대안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향후 선박에 수소 연료가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함

●  미국 휴스턴 항만(Port Houston)은 화물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터미널에 체류하는 화물의 

소유자에게 화물 체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Sustained Import Dwell Fee(지속 수입 체류비)”로 

알려진 새로운 수수료는 8일 이상 체류하는 수입 컨테이너의 화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부과됨

-	수수료는	체류	8일째부터	$45(/일)	부과되며,	모든	체류비가	지급될	때까지	컨테이너를	반출할	수	없음

●  휴스턴 항만의 Roger Guenther 씨는 휴스턴 항만은 아직 수입 화물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려는 조치임을 강조함

●  참고로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앤젤레스 항구와 롱비치 항구도 유사한 수수료 제도 도입을 고려했지만, 항만 

혼잡이 개선되며 제도 시행이 1년 이상 연기됨

21
미국 휴스턴 항만, 장기 체류 컨테이너 요금 부과

(출처 : gCaptain, ’22.11.03) 22
Horizon Europe의 € 5 milion 지원으로 연료전지 
추진을 위한 선박 개조 프로젝트 착수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11.04)

▲	휴스턴	항만	전경	(출처	:	휴스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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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Sharm el Sheikh에서 개최된 COP 27(’22.11.6.~18.)에서 영국은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함께 국가 

간 친환경 해양 연결망을 구축하겠다는 주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 무공해 운송 경로의 실현은 한 

걸음 더 진전함

-		Green	Shipping	Corridors로	불리는	국제	무공해	운송	경로는	육상	인프라와	선박을	포함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탈탄

소화된	특정	해상	경로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공해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항구에	연료	보급	또는	재충

전	인프라를	보급해야	하며,	무공해	선박을	배치해야	함

●  특히, 영국과 미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니셔티브가 가능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 Green Shipping Corridors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는 COP 26에서 영국의 주도로 시작된 성공적인 Clydebank 선언*에 따른 것으로, Green Shipping Corridors

를 약속하면서 해운 부문은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항구	간	무공해	운송	경로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영국의 Mark Harper 교통부 장관은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해운 부문을 깨끗하게 만들고 항구와 해안 

지역사회의 대기질을 개선하며 경제 부문에서 녹색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언급함

●  한편, 영국은 2021년 발표한 Zero Emission Shipping Mission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청정에너지 항구부터 

무공해 선박 및 Green Shipping Corridors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린 연료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해운 부문 

창출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

●  Maritime UK의 CEO Ben Murray 씨는 “Green Shipping Corridors는 선박을 인프라와 연결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식별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영국 해운 회의소 CEO Sarah Treseder 씨는 Green Shipping Corridors가 저배출 및 넷제로

(Net-Zero) 기술과 연료 채택을 자극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24
영국 등, COP27에서 해운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주요 공약 발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2.11.09)

●  11월 7일, 미국은 COP27 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Green Shipping Challenge 출범을 주재하였으며, 

국가, 항만 및 기업의 선박 혁신, 저배출 또는 무공해 연료 확대, 차세대 선박 활용 촉진을 위한 40개 이상의 주요 

정책을 발표함

●  미국은 국내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공해 운송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감소법:	전기화·배출감축	계획	및	항만	기후행동	계획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함께	무공해	항만	장비	또

는	기술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보호국의	새로운	30억	달러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됨

-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7억	300만	달러	이상의	항만	시설	개선	프로젝트	자금을	발표함(22개	주와	1개	준주에서	

41개	프로젝트)

-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초기	IMO	전략	개정에	참여:	IMO	회원국과	협력하여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늦어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로(0)로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고자	함

●  미국은 한국, 영국, 캐나다와 Green Corridors 구축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Green Corridors 경로 

추적기, 이해관계자의 연결을 돕는 방안, Green Corridors 보고서 및 분석 라이브러리가 포함되는 Green 

Shipping Corridor Hub 출시를 발표함

-		(미국-한국)	주요	화물항	사이에	Green	Corridors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미국-영국)	영국	Green	Corridors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국가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소집하고	혁신,	R&D	및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임

-		(미국-캐나다)	오대호-인트로렌스	항로에	대한	Green	Corridors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발표

●  또한, 미국 국무부는 개발 도상국이 참여하는 Green Corridors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15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을 알림

23
미국, COP27에서 Green Shipping Challenge 발표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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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 통신사 타스(TASS)의 인용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이유로 흑해 곡물 수출협정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지난 금요일 제네바에서 유엔 관리들과의 회담을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식품 및 비료 수출을 위해 세계 시장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며, 농업 분야에 자금을 

제공하는 러시아 국영 은행이 서방의 제재로 차단된 국제 SWIFT 은행지불시스템에 다시 연결되도록 하지 않으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 Sergei Vershinin 외무차관은 지난 금요일 회담은 유용하고 상세했지만, 1주일 후 만료되는 흑해 곡물 

수출협정 재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함

●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6차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SWIFT에서 러시아 

은행을 제거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 제재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금융, 보험, 항구에 

대한 화주들의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국의 곡물과 비료 선적이 차단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유엔은 지난 7월 합의된 흑해 곡물 수출협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1천만 톤의 곡물과 기타 식품이 수출되어 세계 

식량 위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회담 참가자들이 “흑해 곡물 수출협정의 이행에 계속 참여하고 협정의 

지속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가 전 세계와 “헝거 게임(Hunger Game)”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7월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던 러시아는 곡물 문제와 분쟁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

26
흑해 곡물 수출협정 재개 불투명

(출처 : gCaptain, ’22.11.13 )

●  LNG선 British Sponsor 호는 ’22년 10월 아프리카 최대 연안 가스전인 모잠비크의 북부 해상에서 천연액화가스를 

싣고 유럽으로 출항했으며,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압박함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겨울을 대비하여 수입을 늘려 에너지 재고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IEA(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예측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에너지 공급책 강구가 필수적인 상황임

●  British Sponsor 호가 선적한 LNG는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Eni SpA 社가 운영하는 부유식 LNG 플랫폼인 

Coral-Sul 호에서 생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모든 구입권은 영국 최대 정유기업인 BP 社가 소유하고 있음

●  Eni SpA 社의 CEO는 금번 모잠비크에서 유럽으로의 첫 LNG 수출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였음. 해당 부유식 플랫폼은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2021년 영국의 

LNG 수입량의 3분의 1에 해당함

●  모잠비크 북부 해안의 천연 가스전은 이전 1,20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성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중축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으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와 관련된 내전으로 인해 주요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임

●  모잠비크 재무장관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토탈에너지 社의 육상 생산 설비 설치작업이 ’23년 3월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토탈에너지 社는 해당 지역의 보안상황이 재정립되고 나서야 사업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25
모잠비크, 유럽 에너지위기 완화를 위한 최초 
LNG 수출

(출처 : gCaptain, ’2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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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COP27에서 발표된 ‘ The Renewables Consulting Group(RCG)’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로지 3개국 

(폴란드, 베트남, 덴마크)만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에 대한 2030년 목표를 달성 중임

*	COP27:	2022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30년까지 30GW의 해상 풍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제로(0)를 기록했고 

2030년에도 제로(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와 스페인도 동일한 상황임

-	즉,	2030년	해상	풍력	개발	목표를	가진	15개국	중	80%는	이미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원인으로는 절차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지목되었는데, 절차적 요인으로는 해상 풍력에 대한 계획 및 

승인이 평균 4~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이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있음

●  205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약 270GW의 해상 풍력과 총 2,000GW의 

총 용량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0GW만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계획보다 7%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COP27에 참가한 9개국*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wable Energy Agency, IRENA)가 지난 

9월에 시작한 이니셔티브인 “Global Offshore Wind Alliance(GOWA)”에 서명한 바 있음

*	9개국: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벨기에,	콜롬비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  동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해상 풍력 총 용량을 최소 380GW, 2050년까지 2,000GW를 달성하는 

것으로, RCG는 이에 대해 정책을 우선 개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관련 국가들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28
해상풍력 목표 달성에 뒤처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1.14.)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로 Odesa, Chornomorsk 및 Yuzhnyi의 3개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수출작업과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의 수출이 일정량 가능했으나, 해상활동은 여전히 러-우 사태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음

●  8월부터 10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항해는 총 1,574만 건으로 전년 대비(4,630만 건) 

재화중량톤수 측면에서 60% 이상 크게 감소함

●  Lloyd's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벌크선, 일반 화물선 및 케미컬 탱커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아웃바운드 항해(Outbound sailing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거의 

전소되었으며, 여기에는 국내선 및 국제선을 운항하는 선박이 포함됨

27
우크라이나, 전년대비 수출량 60% 이상 감소

(출처 : Lloyd's List, ’2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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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DNV 선급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에 따라 대두되는 수소 추진 선박과 수소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Hydrogen Forecast to 2050” 보고서를 발행함. 수소는 전 산업에 걸쳐 있는 신사업으로써 생산과 운송 및 

사용이 유기적인 체계로 이어지도록 공급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 

●  보고서의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목차 주요 내용

수소	정책

■		최근	여러	국가가	자국의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표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수소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며	각	국

가의	수소	생산	목표를	검토

<	국가별	수소	생산	목표	>

수소	생산
■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	방법을	소개하며	친환경	측면에서의	수소	생산을	강조

■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언급

수소	운송

■		수소를	저장하는	여러	옵션	그리고	각	옵셥의	 

장·단점	소개

■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의	공급망	전망>

수소	산업	전망 ■			수소의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검토

30
DNV, 「Hydrogen Forecast to 2050」 보고서 발행

(출처 : Marcellus Drilling News, ’22.11.15)

▲	보고서	표지	및	목차

●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및 세계은행(World Bank)은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해운의 탈탄소 연료 생산·공급 산업 부문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및 국제협력을 강조함  

●  회의에 참여한 기구 대표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RENA,	Mr.	Francesco	La	Camera)	해운	산업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탈탄소	연료는	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산업

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친환경	연료의	원활한	공급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회원국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World	Bank,	Mr.	Nicolas	Peltier)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

표적으로	모로코,	콜롬비아	및	브라질에서	그린	암모니아	및	메탄올	생산과	나미비아에서	수소	생산	사업	등이	있음	

-		(UNCTAD,	Rebeca	Grynspan)	국제	해운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으며	탈탄소화를	달성

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	연료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지금과는	다른	혁신적인	자금	지원	메커니즘이	필요하

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또	다른	성장	기회로	작동할	것임

-		(IMO,	Mr.	Kitack	Lim)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도적인	방안임.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안정적인	자원	전략	및	전문성	증진이	탈탄

소화	달성을	촉진할	것임	

29
COP27에서 IMO-UNCTAD-IRENA-World Bank 공동
으로 선박 탈탄소 연료로의 전환 및 국제협력 강조

(출처 : SAFETY4SEA,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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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해운회사인 머스크 社는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미국의 카본싱크 社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		머스크	社는	자사가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9척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녹색	메탄올	연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계약은	이를	위한	8번째	파트너십	계약임

●  머스크 社는 지난 3월, 2025년 말까지 매년 최소 73만 톤의 연료 조달을 목적으로 6개의 에너지 회사와 녹색 

메탄올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지난 8월 중국 바이오에너지 기업인 Debo 社와 7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해 2024년 가을부터 연간 20만 톤 규모의 그린 바이오 메탄올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  카본싱크 社는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 물의 전기분해로 얻은 녹색 수소와 바이오제닉 CO2를 결합해 녹색 메탄올을 

생산하며, 이를 위한 설비가 2027년 개발완료 및 가동을 시작하여 연간 약 10만 톤의 바이오 에탄올이 생산될 

것이라 예측됨

-		머스크	社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연료에	대한	전량구매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카본싱크의	다른	시설에서	생산되

는	연료에	대한	구매	옵션도	포함됨

●  머스크 社 측은 당사에 대한 Net-zero 시기를 204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선대의 탈탄소화 노력에 있어 10년 

안에 친환경 연료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급함. 다만, 파리 협정 준수를 위해 2030년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10년간 의미 있는 탈탄소화 진전을 보장하려고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본싱크 社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밝힘

●  머스크 社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1만 6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12척 및 17,000TEU급 6척을 발주함에 이어

(모두 2024년, 2025년 인도 예정), 2023년 현대미포 조선에 2,100TEU급 메탄올 추진 이중연료 공급선을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예정임

-		19척의	선박이	모두	녹색	메탄올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	연간	약	230만	톤의	이산화탄소

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됨

32
머스크 社, 친환경 메탄올연료에 대한 공급 파트너십 
구축

(출처 : gCaptain, ’22.11.16)

●  2022년 11월, 국제해운회의소(ICS) 의뢰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해운의 

영향을 시나리오와 함께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 부문의 친환경 대체연료 사용 및 해운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행함 

-	보고서	제목	:	「Shipping’s	Role	in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별 에너지 전환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고, 국제해운 부문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의 사용이 

미래에 친환경 연료로써 대두될 것을 언급함

-		당분간	LNG,	LPG	연료	사용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

로	예상.	수소	운송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운송된	암모니아	자체를	해운	외	다른	산업(비료	등)에서도	전

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  아래 그림은 수소 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정책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여주며,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수소 및 암모니아 운송망이 확대되어 국가 간 활발한 운송이 이뤄질 필요성을 언급함

-	보고서에서는	일본,	한국	및	독일이	국가	차원의	수소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

31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ICS,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해운의 역할 강조

(출처 : ICS 홈페이지, ’22.11.15)

▲		주요	국가의	수소	산업	진흥	전략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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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 알래스카의 Anchorage 항만에 정박했던 제품유운반선* 내의 화재로 큰 폭발음과 연기 기둥이 

발생했음

*		동	선박은	‘Atlantic	Lily	호’로	2008년에	건조된	50,000	dwt	급의	선박임.	‘Atlantic	Lily	호’의	최근	항만국통제	(PSC)	

기록은	깨끗하지만,	2019년도에	소방	장비,	환기	및	구명정	결함을	포함한	화재	안전	및	SOLAS	문제로	지적받은	적

이	있음

●  외국 국적의 유조선인 ‘Atlantic Lily 호’가 Anchorage 항만의 연료 부두에서 제트 연료 화물을 내리고 있었을 때, 

선박 내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일러가 연소되지 않은 연료 증기를 스택 위로 방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약 2,200시간 후 증기가 스택에서 점화되어 큰 굉음 및 짙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음

●  선원들은 소방 호스를 배치하고 불길을 잡는 것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했고, Anchorage 소방서와 Alaska 항만의 

직원들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음. 화물 이송 작업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을 때까지 중단되었고, 

해안경비대의 감독 아래 사고 원인이 조사되었음

-		조사에	의하면,	선원들은	선박의	보조	보일러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부적절한	연료	대	공기	혼합비가	발생하여	배기	

스택의	그을음에	불이	붙고	이로	인해	큰	폭발이	발생하였음

●  해안경비대는 Anchorage Daily News와의 인터뷰에서, 연료 하역 작업이 재개되었던 토요일에 스택에서 규모가 

작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두 사건으로 인한 부상이나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33
선박 화재로 인한 연기로 뒤덮인 Anchorage 항만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1.20.)

●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및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이하 ETS**, Emissions Trading System)에 대한 EU 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3자 간 최종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름

*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뒤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

는	식으로	부과됨

**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허용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제도	

●  지난 6월 본회의에서 ETS 대상 산업분야의 탄소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후속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금번 협의를 통해 관련한 최종 입법안이 도출될 예정임

●  EU에서는 2026년부터 강화된 CBAM 및 ETS가 본격 시행되며, 규제물질 내 메탄을 포함한 비이산화탄소도 

포함되어 있음. 다만, 시범 시행이 2024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비이산화탄소 감시·보고·검증을 위해 선주는 해당 

물질의 배출량에 대해 신고해야 함

●  EU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탈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기반 조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선박에서 메탄과 암모니아가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메탄이 온실가스 효과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화를 통해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LNG는 주성분이 메탄이기 때문에 강화된 EU ETS 시행은 그간 LNG 선박에 투자해온 CMA 社, CGM 社 및 MSC 

社와 같은 유럽 컨테이너 선사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2024년부터 EU 역외 운항(EU↔Non-EU 항차) 배출량의 50% 및 EU 역내 운항 

배출량의 100%를 대상으로 하고, 2027년부터는 EU 역외 및 역내 모두 배출량의 100%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임

34
2026년부터 EU ETS로 메탄 규제 본격 시행

(출처 : Lloyd’s List, ’22.11.22)

▲	Anchorage의	Alaska	항만에	위치한	연료부두.	출처:	US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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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Afungi 반도 남쪽에 위치한 Mocimboa da Praia* 항만은 2년간의 폐쇄 끝에 이번 주부터 재개항했으며, 

이는 분쟁이 많았던 Cabo Delgado 주의 정상화를 의미함. 약 1년 전 반란군들은 해당 지역에서 물러났음

*		Mocimboa	da	Praia	지역은	2020년에	Islamic	State의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함락되었으며,	모잠비크와	르완

다군	사이의	성공적인	반란	진압	작전	이후	2021년에	다시	점령되었음

●  동 항만의 재개항은 모잠비크의 Total Energies 社의 CEO인 Maxime Rabilloud와 Cabo Delgado 주지사인 

Valige Taubo에 의해 공식화되었음. 또한, 주지사 Taubo는 동 항만의 재개항은 Cabo Delgado 주의 치안이 

회복된 결과라고 언급했음

●  최근, 모잠비크 항만철도공사(CFM)는 Mocimboa 항만 인프라 시설을 복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Cabo Delgado 

주의 무력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최소 7개 지역의 국가 기반시설 복구에 약 9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됨

●  Mocimboa da Praia 항만은 해당 지역의 내륙 LNG 인프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TotalEnergies 社는 동 

항만을 Afungi 지역으로 화물을 인도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산발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항만이 재개항한다고 하더라도, Cabo Delgado 주의 경계경보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음

35
모잠비크의 Mocimboa da Praia 항만 재개항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1.30.)

●  국영통신사 ONA는 지난 월요일 오만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OQ가 A.P. Moller-Maersk, 일본의 스미토모 및 

오만 물류 제공업체인 Asyad와의 양해각서에 따라, 그린 암모니아(Green ammonia)와 그린 메탄올(Green 

methanol)의 생산 타당성에 관하여 연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Maersk는 무탄소 그린 메탄올을 동력으로 한 컨테이너 선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9척의 선박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으로 그린 메탄올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지난 3월 Maersk는 2025년 말까지 연간 최소 73만 미터톤(metric ton)의 연료를 조달할 목적으로 친환경 메탄올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6개 에너지 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약 12척의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함 

●  또한, 중국 바이오 에너지 기업 Debo와의 일곱 번째 파트너십이 8월에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2024년 가을부터 

연간 20만 톤의 그린 바이오 메탄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  Maersk의 Green Fuels Sourcing 책임자인 Berit Hinnemann 씨는 Carbon Sink와의 파트너십 발표에서 “향후 

10년 동안 대규모로 친환경 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탈탄소화 노력에서 매우 중요함”을 언급한 바 있음 

●  OQ는 지난 9월 새로운 공장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으며, 4억 6,300만 달러 규모의 플랜트 

프로젝트는 태양열과 풍력자원이 풍부한 살랄라(Salalah) 항구를 통해 운송될 예정임 

36
오만의 OQ, 그린 암모니아 및 메탄올의 생산 
타당성 연구 

(출처 : gCaptain, ’22.12.05)

▲	모잠비크의	Mocimboa	da	Praia	항만,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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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항구 노보로시스크(Novorossisyk)로 항해하는 터키 유조선이 미국과 터키 정부 간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스포러스(Bosporus)에서 2주째 항해를 중단함 

●  해당 선박은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카브카즈(Kavkaz), 투압세(Tuapse) 지역과 흑해 항구에서 보스포러스 

해협(Bosporus Strait)과 다르다넬스(Dardanelles)를 거쳐 아시아, 유럽 또는 아프리카로 항해해야 하며, 현재 19

척의 유조선이 흑해해협 인근에서 향해 대기 중에 있고 12월 1일 기준 6척의 선박이 통과하였으나 다르다넬스

(Dardanelles) 해협을 통과할 수 없어 마르마르해(Marmara)에 갇혀있음

●  북쪽 보스포러스 해협에서는 19척의 유조선 중 12척은 지난 11월 25일부터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있는 

해상석유 수출터미널에서 카자흐스탄 등급의 석유를 선적한 것으로 추적되며, 마르마르해에서 장기간 대기 중인 

6척의 유조선들은 12월 5일 제재 기한 전 화물을 선적한 바 있음

 

37
흑해 석유 거래를 위한 터키 유조선, 2주간 지연

출처 : Lloyd’s List, ’22.12.08)

▲	흑해	중반부에서	억류되어	있는	선박의	운항항로,	출처:	Lloyd’s	List

●  지난주, 네덜란드령 카리브해 해안경비대(Dutch Caribbean Coast Guard, DCCG)의 초계기는 카리브해의 

공해상에서 부유물을 발견했으며, 네덜란드 왕립해군의 초계함인 HNLMS Holland 호가 미국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헬기와 함께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음

●  Holland 호는 소형 요격선을 급파했으며 해군들은 공해상에서 떠다니던 5,000kg의 거대한 코카인 더미를 

발견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용의자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코카인은 미국 해안경비대

(USCG)에 의해 처리되었음

-		Holland	호는	4월에	임무	수행을	시작한	이후로	카리브해에서	총	네	번의	단속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세	번의	단속에

서	약	1,600kg의	마약을	압수했음.	가장	최근에는	11월	24일에	630kg의	코카인을	압수했지만,	용의자들은	고속정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음

●  네덜란드 왕립해군은 마약 단속을 위하여 DCCG 및 USCG와 협업하고 있으며, 영해 지역에서는 DCCG가 

용의자와 마약을 처리하며, 공해상에서는 USCG가 사건을 담당함

38
네덜란드 초계함, 카리브해에서 떠다니는 5,000kg의 
코카인 발견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2.08.)

▲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코카인	5,000kg.	출처:	네덜란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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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기술회사 Descartes Systems Group에 따르면, 경제 혼란, 소매 거래 감소 및 높은 연료 비용 등이 마침내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11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9.4% 감소함

●  2022년 10월에 비해 지난달 미국 컨테이너 수입량은 195만 TEU로 12% 감소했으며, 이는 2019년 11월 팬데믹 

이전보다 2.8% 증가한 수치임

●  Descarte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컨테이너 수입은 11월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11.1% 감소한 686,514TEU를 기록했으며, 2022년 최고치인 8월 대비 31.5% 감소함. 그러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상위 10개국 중 베트남, 태국, 독일이 지난달 백분율 기준 대비 중국보다 적은 수치임

●  2022년 가을 수입량을 이전 6년과 비교 시 11월의 수치는 12%로 전월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 11

월은 12%로 2016년 이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음. 이에, Descartes의 산업 및 서비스 

EVP인 Chris Jones는 “11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 데이터는 공급망과 물류 운영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기 

시작했으나, 2023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라고 언급함

40
미국 컨테이너 수입, 11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

(출처 : gCaptain, ’22.12.12)

▲	2019~2022년	컨테이너	수입량,	출처	:	Descartes

●  Georgia 항만청(Georgia Ports Authority, GPA)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급증한 화물량으로 인하여 

Savannah의 해양 터미널에 있는 독(dock)을 확장 및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함. 따라서, Savannah 항만은 

급증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양 터미널을 컨테이너 전용 시설로 전환할 예정임 

●  동 계획에 따라 터미널의 한 구간이 컨테이너선 및 벌크 화물선 혼재 취급에서 컨테이너선만을 단일 취급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임. 두 척의 배를 동시에 운항할 수 있는 2,800 LF의 정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독을 재건하는 

작업 또한 시작될 예정이며, 8대의 신형 STS 크레인으로 작업 될 것임 

-		벌크	화물은	오랫동안	대량	로로(ro-ro)	선적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Brunswick	항만의	Colonel’s	Island	터미널로	이

동할	것임

●  새로운 크레인과 정박지 개선 외에도, 전체 프로젝트는 확장된 게이트 시설을 추가하여 연간 150만 TEU의 용량을 

제공할 것임. 독 보수는 내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전체 터미널 재개발은 2026년에 완료될 것임 

●  미국 내에서 4번째로 바쁜 컨테이너 항만인 Savannah 항은 팬데믹 이후에 처리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8월과 10월은 역대 가장 바쁜 달로 기록됨. 올해 8월, 동 항만은 2021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57만 5천 

TEU를 처리했으며, 10월에는 동월 대비 9.6% 증가한 55만 3천 TEU를 처리했음 

39
컨테이너선 전용 시설로 전환되는 Savannah 항만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2.09.)

▲	Savannah	항만.	출처: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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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기후에 관한 비영리 환경단체인 ‘SFO℃’는 대한민국 산업 경제에서 해운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함

-		보고서	제목	:	「Korea’s	Green	Shipping	Pathways:	The	Korean	Shipping	Landscape	and	Policy	Recommenda-

tions	for	Ocean-Climate	Leadership	in	Shipping」

-		SFO℃(Solutions	for	Our	Climate)	:	2016년	설립한	비영리	환경단체로,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음.	기후	위기에	

관한	사회적	현안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및	환경	활동을	수행함

●  보고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생태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탈탄소화 촉진 과정에서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해운 관련 정부 조직·기관과 그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동 내용을 기반으로 결론 부분에서 

탈탄소화 정책 제언을 도출함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주요	해운국과	협정을	통해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를	국·내외	항만으로	확장

② 2030년	상용화	목표,	그린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대체연료의	연구개발(R&D)	투자	증진

③ 선령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신조	선박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④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에 대하여 현명한 제재 (Sanctions)를 가하기 위해 국제 

P&I Club을 대상으로 러시아 선적용량과 석유 가격을 제한할 예정이며,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에 더 이상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임

●  국제 P&I Club은 고위험 클레임을 전문으로 하는 해상보험 그룹으로 선박보험 등에서 보상되지 않는 영역을 

보상해주며, 공제조합적인 성격이 강함

-		보상	가능한	손해로는	▲	선원,	여객	등에	관련한	사상,	▲	유류오염	등에	관한	책임	비용,	▲	부두	등	항만시설들과	접

촉에	의해	발생한	배상금,	▲	난파선	인양비,	▲	선박	충돌	시	발생한	배상책임	중	일반보험(선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

는	잔여분	등이	있음

●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는 글로벌 SWIFT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었으나, 인도 및 중국과 일부 무역 

거래를 한 후 러시아 통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바 있음

●  또한,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37개의 기업, 276개의 법인, 1,637개의 조직 및 3,369명의 노동자가 서방의 

강압적 경제 조치에 직면하였으나, 3,300척의 러시아 선박 중 고작 113척이 공식제재를 받고 이 중 18척이 며칠 

만에 마셜 제도와 세인트 키츠 네비스에 편의치적 선박으로 등록하여 해당 제재(Sanctions)에서 벗어남

●  P&I 보험은 상품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구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에 필요하며, 인명 손실, 도크 손상 및 기름유출과 

같은 최악의 재난을 보장하고 수억 달러를 어느 나라로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재난위험 비용을 충당해주기 

때문에 이번 해상 보험 및 손해 보험사를 겨냥한 제재는 지난 어느 제재보다 현명하고 영리한 조치임

42
SFO℃, 대한민국 해운 산업 탈탄소화 촉진에 관한 
보고서 발행

(출처 : SAFETY4SEA, ’22.12.14.)41
서방의 현명한 러시아 제재(Sanctions)

(출처 : gCaptain,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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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GHG)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한 28

개의 금융 기관 중 7개 은행이 2050년까지 선박기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IMO의 목표에 

동의함

●  2019년 설립된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은 금융기관이 해운업계에 대출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하도록 한 원칙으로,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 총 대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씨티(Citi),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 등의 글로벌 은행이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하였으며, 평가 원칙에 따라 은행들은 매년 

해운업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보고서는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한 28개의 기관이 보고한 2021년 데이터에서 탈탄소화 궤적을 비교하여 해당 

시점에 선박 금융 포트폴리오의 50%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여부 및 정도를 검토하였으며,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은행은 7개*로 조사됨

*		Finnvera(57.3%),	 SACE(51.0%),	 Bpifrance	Assurance	 Export(42.8%),	 Export	 Finance	Norway	 (31.2%),	

Societe	Generale(15.4%),	Credit	Agricole(13.9%)	및	DNB(13.8%)

●  동 원칙은 대출 기관, 수출 신용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됨

1)		신용	상품	:		양자	간	대출,	신디케이트	대출,	클럽	거래	및	보증	포함	선박	저당권	또는	선박	소유권에	의해	담보된	금

융	리스	또는	선박에	연결된	비저당	ECA	대출

2)		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예:	IMO	DCS의	데이터로	탄소	집약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포

세이돈	원칙	궤적이	확립된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  동 원칙의 책임자 Parker 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선박 금융을 포함, 해양 산업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으며, 금융 기관이 저탄소 프로젝트를 선호하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완전히 반영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주 개최된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감축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이를 채택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각 국가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를	선호하는	국가:	나이지리아(신규),	마셜	제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몰타,	캐나다,	스페인,	바누아투,	통가,	미국,	영국,	솔로몬	제도,	덴마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투

발루,	뉴질랜드,	피지,	아일랜드,	일본,	키리바시,	자메이카,	쿡	제도,	멕시코,	팔라우,	몰디브,	프랑스,	대한민국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	이미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활동에	비중을	둠

②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선호하는	국가:	칠레(신규),	베트남(신규),	싱가포르	및	호주

**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처음부터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활동에	비중을	둠

③  탈탄소화	목표의	상향조정을	반대하는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UAE,	인도네시아,	사우

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연방,	터키

●  한편, 영향력 있는 IMO 옵서버 기구인 세계은행, Maersk Mc-Kinney Moller Centre, 해양공학, 과학 및 기술 

연구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은 추가적인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IMO는 탄소 부담금과 연료표준 등 선박 기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해나갈 

예정임

●  미국 해양환경보호단체인 Ocean Conservancy의 Delaine McCullough는 “이번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해운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회원국들이 2050년 

완전한 탈탄소화 목표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빠른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의 환경보호를 위한 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함

43
포세이돈(Poseidon) 보고서, 28개 중 7개 은행이 
IMO 온실가스 목표에 부합

(출처 : offshore-energy, ’22.12.15) 44
IMO, 2050 국제 선박 탈탄소화 목표 채택 실패

(출처 : gCaptain,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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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왕립해군의 새로운 북극 순찰용 연안경비함(Artic and Offshore Patrol Ships, AOPS)은 선박의 급수시설

(water system)에서 납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원들에게 생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  수질 문제는 HMCS Harry DeWolf 함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캐나다 국방부는 납 함유량을 초과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급수시설의 부속품 및 밸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해당 부속품은 이미 HMCS Margaret Brooke 함, 

HMCS Max Bervays 함, HMCS William Hall 함을 포함하여 최근 건조된 함정 3척에 사용되었음

-		HMCS	Harry	DeWolf	함은	지난	8월,	화재	진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극해	작전(Operation	Nanook)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음

●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CTV News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승선 대원에 

대한 생수 제공 등 완화 조치를 취했다”라고 언급함

●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Halifax에 위치한 어빙 쉽빌딩(Irving Shipbuilding)과 8척의 북극 순찰용 연안경비함

(AOPS)을 건조하기로 계약하였으며, 3척은 이미 인도되었고 네 번째인 HMCS Max Bernays 함은 내년 가을에 

인도될 예정임

45
캐나다 군함, 급수시설 납 오염으로 인한 수질  
문제 발생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2.12.18.)

▲	캐나다	왕립	해군의	북극	순찰용	연안경비함,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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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해수부,	개도국 해양분야 역량 강화 돕는다

2.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거점을 위한 첫삽을 뜨다

3.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미리 준비하세요!

4. 자율운항선박 기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5. 국제협력을 통한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논의

6.	국산기술 고망간강  극저온 선박소재 국제표준으로

7. 대한민국,	국제해사기구 첫 회원국감사 성공적 마무리

8. 자율주행차 자동	선적·하역기술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9.	퇴역관공선 속초해양호,	실증드림1호로 변신

10. 앞으로 더 쉽게 선박·항만	운영	정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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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10월 24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9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이하 ‘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개발도상국의 해양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 아케데미는 지난해까지 81개국 32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유엔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유엔의	제70차(’15)~제76차(’21)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안’에서	여수	해양법아카데미가	개발도상국의	해양역량	

강화	지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해양법아카데미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되며,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등 30개국의 해양 분야 공무원, 연구원 등 42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교수진으로는 알프레드 순스(Alfred H.A. Soons) 국제중재재판관,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국 해군대학 

국제법센터 교수,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세계적인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가 10명을 초빙하였다.

해양법아카데미에서는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이론과 어업, 해양오염, 

분쟁해결, 해양경계 획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생들 간 교류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순천만 국가정원 등 인근에 위치한 해양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자국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며, “해양법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들의 해양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1
해수부, 개도국 해양분야 역량 강화 돕는다

- 10.24~11.4. 제9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개최 -

참고 1  제9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개요

■  개요

●  기간/장소 : ’22. 10. 24.(월) ~ 11. 4.(금) /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  참가자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0개국 42명*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	해양	분야	공무원,	실무가	및	대학원생

●  주최 / 주관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교육 프로그램 일정

●  1주차 :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이론 등 총론

월/24 화/25 수/26 목/27 금/28

■	개회식	

■	영해

■	EZZ

■ 대륙붕

■ 공해

■ ISA의	역할	

■ 광물개발규범

■ 견학

■	해양과학조사

■		해양법협약	76조와	

대륙붕지도	작성

■	도서제도

■	견학

■  해양법	관점의	해양맵핑

■ 항행의	자유

■ 해적과	해상강도

■ 워크숍

■ 해양안보

■  기후변화의	해양에	대한	
영향(과학)

■  해수면	상승과	해양관할권

■ 서술시험

●  2주차 : 현안 중심 강의

월/31 화/1 수/2 목/3 금/4

■		소유권,	규제	및	

수산자원	감소	

■	북극	

■	초국경	어업

■	해양무생물자원

■		지역기반관리와	

RFMO

■		해양산성화와	오염

■		호주와	동티모르	간	

해양경계	조정	사건

■		견학

■	분쟁해결제도

■	해양경계획정

■	워크숍	

■		터키해협과	흑해

■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선과	획정

■	BBNJ

■	구술시험

■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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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제9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강사진

번호 강사진 직  책 소  속

1
알프레드	순스

(Alfred	H.A.	Soons)
명예교수
/재판관

네덜란드	유트레흐트대학교
/중재재판소

2
클라이브	스코필드	
(Clive	Schofield)

교수 세계해사대학교

3
도날드	로스웰

(Donald	Rothwell)
교수 호주국립대학교	법대

4
제임스	크라스카
(James	Kraska)

교수 미국	해군대학교	국제법센터

5
래리	마이어

(Larry	Mayer)
교수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6
리	콜모스	웨이스

(Lea	Kolmos	Weis)
법률관 국제해저기구(ISA)

7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
닐루퍼	오랄
(Nilüfer	Oral)

소장/교수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국제법센터

9
스테판	마코

(Stephen	Macko)
교수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10
스튜어트	케이
(Stuart	Kaye)

교수 호주	울릉공대학교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0월 27일(목)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  (공사기간) ’22.06~’25.05 / (예산) 390억원(공사비, 지방비), 1,039억원(4개 사업 연구개발비, 국비) / 

     (위치) 전라남도 목포 남항 일원

착공식에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등 관련 기관장 및 해운·조선·기자재 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의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 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되는 연구시설로, 국내 중소선박의 50% 이상이 밀집된 전라남도 목포에 자리하여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은 △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성능 평가동, △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충전 시험동,  

△ 해상테스트베드 유지보수동, △ 연구동, △ 국제협력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25년도부터 연구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 구축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및 목포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의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였다. 또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친환경 선박 신기술의 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 설계 및 

시공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담당하여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발표(’20.12)하는 등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로,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국제사회의 

저탄소화 기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2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거점을 위한 첫삽을 뜨다

-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시설’ 착공, 친환경 선박 개발 가속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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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 조감도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관출력,	재화

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事前)적으로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23년	기준치는	1999년에서	2009년까

지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

**		Carbon	Intensity	Indicator,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23년	기준치는	2019년	CII의	95%	수준)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탄소집약도지수(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	1년	간의	CII	충족여부를	다음해	초에	검증(ex.	’23년	충족	실적은	’24년	초에	검증)

한편, 해양수산부는 10월 18일(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 

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게 안내해왔다. 또한,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우리 선사들에게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선사들이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3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미리 준비하세요!

- 국제해사기구, 내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온실가스 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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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개요

■  배 경

●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규제 시행을 위해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채택**(’21.6.17) 후 

’22.11.1. 발효

   *	IMO는	’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	설정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채택(’21.6.17)됨에	따라	현존선은	’23.1.1.	이후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

지	선박	에너지효율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운항	가능

■  규제 주요내용

●  (EEXI*)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비 CO2를 약 20% 감축하고 ’23.1.1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검증받은 후 운항 가능

   *  EEXI(선박에너지효율지수) :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事前)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

   ** ’99년∼’09까지 건조된 선박의 선종 및 톤급별 선박에너지효율 평균값(EEDI와 동일)

●  (CII*) 현존선은 ’19년 기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대비 ’20~’22년까지 매년 1%씩, ’23~’26년까지 매년 

2%씩 CO2 감축 의무

			-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고	목표	미달성	선박은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	및	승

인받은	후	운항	가능

   *		CII(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事後)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

■  지원 계획

●  에너지효율규제(EEXI) 충족 지원을 위한 기관출력제한장치* 설치(설치비 10%보조) 지원(’22~’23)

    *	설정된	출력	이상으로	엔진출력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장치

●  최적항로, 운항정보 분석 등을 통한 탄소집약도 지수(CII) 개선 지원(’23~) 

참고 2  선박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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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선박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해운선사 설명회(1차) 사진

▲	선박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해운선사	설명회	현장(1차	영상설명회)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목)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준공·개소하였으며,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 간 1,603

억 원을 투자해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자동화시스템, 차세대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항해가 가능한 실제 선박에 실증하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해 1,27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었고, 육상 통합 성능 시험실, 통합 모의 실험실, 해상 

관제실, 시운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25m급 시험선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기술실증과 시범운영을 담당하는 등 자율운항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성능실증센터에서 25m급 시험선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을 2024

년부터 약 2년간 해상 실증 시험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률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4
자율운항선박 기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 성능시험 및 실증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1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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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자율운항선박 개념 및 정의 등

■  자율운항선박 개념 및 정의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개념도

참고 2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개요

■  위치 및 주요 시설:  울산	동구	고늘로	77(일산동)	일원

< 조감도 > < 구성 > 

층별 시설 연면적 용도 비고

지상	3층 380.2m2 교육
연구시설

해상	관제실,
해상	시운전실	등

지상	2층 370.8m2 교육
연구시설

통합	시뮬레이터실,	
연구실	등

지상	1층 377.0m2 교육
연구시설

육상	통합	성능	
테스트실(1),(2)	등	

지하	1층	 72.0m2 교육
연구시설

기계실	등

소계 1,200m2

■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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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서 녹색해운과 

블루카본을 주제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11월 9일(수) 한국홍보관에서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노르웨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양국 간 

국제해운 분야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술개발, 녹색항로 도입 등 해운 탈탄소화 협력을 협의했다. 또한, 

앞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서부 타코마항 간의 

녹색해운항로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녹색해운항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하여 녹색해운항로를 시범 구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무탄소 연료의 개발과 상용화 및 무탄소 추진 선박의 실증·

배치에 있어 많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11월 10일(목)에는 블루카본 활용에 적극적인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블루카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블루카본 정책동향 및 활용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우리 갯벌이 연간 최대 49만톤의 이산화탄소(자동차 20만대 분량)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각 국에 공유하여 탄소흡수원으로써 갯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블루카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수단으로써 블루카본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국이 블루카본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강화가 논의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녹색해운항로 협력과 블루카본의 가치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의 핵심 방안인 녹색해운과 블루카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5
국제협력을 통한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논의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각국 기후변화 전문가가 모여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논의 -

참고  녹색해운, 블루카본 부대행사 개요

■  녹색해운

●  (일시/장소/참석) ’22.11.9. / 한국홍보관 / 한국, 미국, 노르웨이 등

				-		(행사내용)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협력	및	국제사회의	녹색해운항로	논의	동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내용 발표자

개회/환영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美	존케리	특사

토론세션	(70분)

1.	한미	녹색해운항로	세부	계획
2.	저탄소·무탄소	연료,	선박	연구개발
3.	해운업계	저탄소·무탄소	대응	현황
4.	녹색해운항로	관련	IMO		대응

좌장(정서용,	고려대)
韓(해수부,	선박플랜트연구소,	HMM),
美(에너지부),	노르웨이(연구기관)

폐회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행사의의)	해운·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	국제해운	탈탄소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산업계	재

도약	기틀	마련

■  블루카본

●  (일시/장소/참석) ’22.11.10. / 한국홍보관 /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		(행사내용)	우리나라	블루카본	연구성과	및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감축수단으로서	블루카본의	가

능성	논의

내용 발표자

개회 해양환경공단

기조연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발표세션	(40분)

한국의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기여 김종성	교수/서울대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기여 Prof.	Carlos	Duarte/	KAUST(사우디아라비아)

호주의	블루카본	정책 호주	정부

인도네시아의	블루카본	정책	및	이행 인도네시아	정부

토론세션	(60분)

<주제>
1.	블루카본	감축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
	-		연구개발,	재원조달,	민·관·학	협력,	지역사회	교류	등
				패널별로	하나씩	선정하여	발언
2.	국내	블루카본	감축노력으로	충분한가?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블루카본	국제감축사업	가능성

좌장:	김승도	교수(한림대)
토론자:			유연철	사무총장(UN글로벌콤팩트,	前	기후대사)
											Prof.	Carlos	Duarte/KAUST(사우디아라비아)
											권봉오	교수(군산대)	등

폐회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행사의의)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원으로써	잠재력과	국제감축사업	수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IPCC	지침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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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을 극저온화물·연료 탱크 선박 

소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5.5조 원 규모(’21년 말 기준)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운송용 화물창과 연료탱크 소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첨단선박분야 신산업 육성 추진 전략의 첫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다.

*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영하	165도에서	우수한	강도와	충격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성능구현이	가능한	극저

온용	신소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연료를 운송하거나 

극저온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화물창와 연료탱크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소재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니켈강 등 4개 소재*만이 극저온화물·연료 선박 소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지난 11월 11일(금) 폐회된 제106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고망간강을 

극저온화물·연료 선박 소재로 인정했다.

*	△	9%	니켈강,	△	오스테나이트강,	△	알루미늄합금,	△	오스테나이트	Fe-Ni	합금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은 극저온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인장강도 등 기계적 특성이 뛰어난 반면, 니켈강 등과 

비교할 때 약 70~80%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포스코 등와 함께 극저온용 소재에 고망간강을 포함시키는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처음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공식 의제로 고망간강의 국제표준화를 제안한 이래 포스코와 

함께 시험·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고망간강의 안전성 입증에 나서 2018년에는 임시 사용을 

승인받았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초대형 유조선(30만톤급)에도 고망간강을 적용한 액화천연가스(LNG) 

탱크를 탑재하였고, 고망간강 탱크가 탑재된 24,0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도 건조하고 있다.

이번 고망간강 국제표준화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박소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고망간강의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친환경·첨단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상용화와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해 2027년까지 약 12.5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고망간강 소재를 국제표준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신소재의 국제표준화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국내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6
국산기술 고망간강, 극저온 선박소재 국제표준으로

- 해양수산부, 친환경·첨단선박 분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 결실 -

참고  극저온용 고망간강 개요 

■   고망간강 개요

●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하여 다양한 성능 구현*이 가능한 신소재

   * ① 마모가 진행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슬러리파이프용 고망간강

     ② 중심부까지 균일하게 높은 경도를 유지하는 고강도 내마모 고망간강

     ③ 심한 변형 후에도 비자성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 비자성 고망간강

     ④ -165℃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인성을 유지하는 극저온용 고망간강

     ⑤ 부품경량화와 원가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자동차용 TWIP강

■   극저온용 고망간강 개요

●  포스코가 ’10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선박 LNG* 탱크 및 파이프용 신소재

   *		LNG의	주요성분은	메탄(약	90%)으로	메탄을	액화하기	위해서는	-165℃	이하의	극저온	유지가	필요하므로,	기존

에는	극저온에서	파손(균열	등)되지	않는	니켈합금강,	알루미늄	등이	LNG	탱크	소재로	사용됨

			-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165℃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인성	및	인장강도와	같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LNG	등	탱크

로	제작	가능

●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LNG 등 선박·육상 터미널 저장탱크·차량 탱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

▲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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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망간강 소재 적용 선박

<LNG 연료추진 벌크선>

-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	탑재

●  선명 : 일신그린아이리스

●  기국 : 대한민국

●  선종 : 산적화물선

●  건조일 : ’17.07

●  총톤수 : 31,005톤

●  조선소 : 현대미포조선

<LNG 연료추진 원유선>

-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	탑재

●  선명 : Advantage victory

●  기국 : 마샬제도

●  선종 : 원유운반선

●  건조일 : ’22.10

●  총톤수 : 300,000톤

●  조선소 : 대우조선

<LNG 연료추진 컨테이너선>

-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	탑재

●  선명 : 건조 중

●  선종 : 컨테이너선

●  건조일 : 건조  중

●  선박규모 : 24,000 TEU급

●  조선소 : 대우조선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월)부터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주관 회원국감사(IMSAS)*를 성공적으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

으로	평가하는	제도(’06년	도입,	’16년	의무화,	7년	주기)

국제해사기구는 2016년부터 총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에 한 번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회원국감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보안현황에 대한 감사(USOPA)와 유사한 감사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주로 점검하는 감사이며, 해운·해사 분야의 국제 신인도와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감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8일간 국제해사기구 감사팀으로부터 첫 회원국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미미한 지적사항이 1건* 확인되었으며, 2건의 모범사례가 도출되었다. 이는 그 동안 회원국감사를 수감한 96

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협약이행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해사기구(IMO)	데이터베이스에	일부	정보	미등재

**	그	동안	지적	건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지적사항	2건	발생(국가	평균	10건)

특히, 이번 회원국감사를 진행한 국제해사기구 감사팀은 “해양수산부가 총괄부처로서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정된 관련 협약을 국내법에 적시 반영하는 자체 관리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협약 이행 체계를 높게 평가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원국 감사 결과를 발판으로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7
대한민국, 국제해사기구 첫 회원국감사 성공적 마무리

- 역대 96개 수감 회원국 중 최소 지적, 모범사례 2건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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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사진자료

해양수산부는 11월 23일(수) 광양항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테스트 베드)’ 설치 및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는 200만 대가 넘어가며, 대부분은 차량운반선을 통해 해외로 운송된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량이 등장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차량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선박 내에는 자율주행차량이 운행에 사용하는 위성항법신호(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150억 원을 투자해 선박 내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이동 기술, 항만 야적지와 선박 

내부 고정밀 지도 변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 

(테스트베드)’ 설치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성능시험장은 실제 자동차 하역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야적장과 차량운반선의 내·외부를 본 딴 3층 규모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능시험장은 2023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자율주행차량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검증해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세계 2위의 자동차 운송사,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사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이러한 강점들을 활용해 세계 자율주행차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해상운송 기술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8
자율주행차 자동 선적·하역기술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시스템 성능시험장 광양항에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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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사진

■  전경

■  내·외부

해양수산부는 퇴역관공선 속초해양호를 해상실증선박 ‘실증드림1호’로 개조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기술과 

기자재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기자재 활용이 

늘어감에 따라 조선업계와 선박기자재 업계에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상실증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의 친환경선박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퇴역관공선 속초해양호를 해상 

실증용 선박 ‘실증드림1호’로 개조하였다. ‘실증드림1호’는 484㎾급 엔진 2기와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11월부터 바이오디젤 연료를 일반 선박용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에 

들어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석유관리원 등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실증작업을 진행하며, 

실증결과는 앞으로 바이오디젤이 선박 연료로 사용되기 위한 연료품질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배기 재순환 장치 등 선박배출가스 저감장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전기추진 및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방오도료 등 다양한 친환경 신기술·기자재의 수요에 맞추어 기업의 해상 

실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퇴역 관공선을 활용하여 친환경 신기술·기자재에 대해 해상 실증을 지원하는 것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09
퇴역관공선 속초해양호, 실증드림1호로 변신

- 해수부, 중소기업 대상 친환경 신기술 해상실증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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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퇴역관공선 활용 친환경 신기술·기자재 해상 실증 개요

■   배경

●  국내 업체의 다양한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도 불구, 선주의 실적(Track Record) 요구 등으로 상용화 및 시장진출은 

어려운 상황

   ※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육상성능 시험 등은 일부 가능, 해상 실증 지원을 위한 기반은 부재

●  노후·퇴역 예정 관공선을 신기술 해상실증용 선박(Test-bed)으로 개조하여, 국내 기술의 상용화·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   주요 내용

●  (수요조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친환경 신기술·기자재 선정

●  (개조공사) 선박특성·실증계획 등을 고려한 개조범위 확정, 개조설계, 신기술·기자재 구매, 선박 개조 실시

●  (해상실증) 선박 상태, 해상 날씨, 실증 필요 시간을 고려하여 실시

    ※ (실적확보)	해상실증을	통한	친환경	신기술·기자재	안전성·성능	검증

① 실증계획

수립

② 수요조사

실시

③ 실증대상

평가

④ 실증대상

선정

⑤ 개조 및 

운항계획 수립

▲	실증드림1호	전경

해양수산부는 11월 25일(금)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운영 중이라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운항계획 및 현황, 항만별 

터미널 운영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선사들로부터 확인하여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출입기업들이 이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우리 선사나 항만터미널 운영사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출입기업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거래소인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고,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정화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25일(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출입기업들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선박 운항계획 및 현황과 터미널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적화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기업이 선적하고자 하는 화물이 위험화물에 해당하는지와 적재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위험화물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를 연계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출입 플랫폼을 통해 선사, 화주, 터미널사는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선적에 따르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0
앞으로 더 쉽게 선박·항만 운영 정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개시 -



1.	인천해수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2.	부산해수청,	2022년	부산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공

3.	인천해수청,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4.	부산해수청,	낙동강	하구	명지항에	통항분리용	항로표지	신설

5.	여수해수청,	광양항	제2항로	항로표지	시인성	개선

6.	마산해수청,	남해	먼바다	세존도등대	재정비	완료

7.	동해해수청,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대책	수립

8.	부산해수청,	부산항	내	불법	수리(작업)	단속	강화로	해양	안전	도모

9.	목포해수청,	여객선	선원교육	목포에서	받으세요!

10.	부산해수청,	구좌읍	하도리	안전한	동쪽으로	항해하세요.

국내 해사안전소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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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위해 10월 한 달간 ‘위험물컨테이너 자동식별시스템*’을 

활용,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		해양수산부가	위험물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189개)	정보를	관세청	수입신고정보와	연계하여	의심	위험물컨테이너	여

부를	식별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 신고하거나 누락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운송·보관 과정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5년간 국내 항만으로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2.65%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에 신고된 위험물정보와 관세청에 

신고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는 자동식별시스템을 활용했다. 또한, 동 자동식별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컨테이너로 

식별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선하증권 등 서류점검과 화주 대상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여 위험물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한 화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개방점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물컨테이너의 적절한 관리가 이행되도록 유도하여 미신고 위험물의 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1
인천해수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 자동식별시스템 활용한 집중 점검으로 화재·폭발사고 사전 차단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를 위해 ‘2022

년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2년 예산 119.95억원을 투입하여 ’23.5월까지 정화사업 면적 101,926㎡에 대하여 해양오염 

퇴적물 144,070㎥를 수거할 예정이다.

사업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구간 오탁방지막 설치, 해충발생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질소, 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준설토 내 함유량 상시관리, 수거한 준설토에 해충방재약품 및 

탈취제 살포 등 효율적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화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 정화·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2
부산해수청, 2022년 부산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공
-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위한 부산항 해양환경과 도시이미지 개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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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은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22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수급선사 대상 부정수급 및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합동점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관세청·한국석유관리원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여	부정편취	의심업체	대상의	현장점검

이번 점검은 ’22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수급 선사 중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조시스템’과 대조하여 

선별된 부정수급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해수청·인천해경서·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시 ▲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공급업체 수급보고 자료 일치 여부, ▲ 항해(기관)일지에 기록된 유류 

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 잔량 차이, ▲ 품질 부적합 유류 및 목적 외 사용 등 유류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점검 결과 「해운법」 제41조의3제1항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유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은 환수 조치되고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 

운항을 정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기관 간(해수부·해경청·관세청·

석유관리원) 합동점검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해상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3
인천해수청,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부정편취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운항 정지 등 행정처분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항 전면해상에 소형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통항분리용 

등부표 2기를 10월 12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강서구 어업복지회관에서 개최한 낙동강 하구수로 이용자 간담회에서 명지항 입구의 

선박 충돌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등부표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명지항은 항 입구가 협소하고 겨울철 물김 양식기간에는 입·출항 어선이 많아져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이다. 이번 명지항 통항분리용 등부표는 해상교통 혼잡기간인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운영되며, 5월부터 9

월까지는 선박통항이 줄어들고 기상악화 시 피항 목적의 규모 있는 선박들이 수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등부표를 철거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명지항과 같은 소규모항을 포함하여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4
부산해수청, 낙동강 하구 명지항에 

통항분리용 항로표지 신설
- 입·출항 항로 구분으로 선박안전 운항 및 어업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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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제2항로(묘도수도)의 야간 시인성을 강화하여 통항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순차점멸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순차점멸시스템	:	일정한	시간	간격(0.3초)	따라	순차적으로	점·소등(공항	활주로	방식)

대상 항로는 배치 간격이 일정하고 직선상에 위치하여 식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2항인 묘도 남단 해역의 

우현표지 11기로, 구현 방법은 0.3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 사업으로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광양항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

금번의 시인성 개선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시범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항로 이용 선박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시인성 향상 여부가 확인된다면, 2023년 2차로 광양항 콘테이너부두 앞 좌현표지 6기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항행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5
여수해수청, 광양항 제2항로 항로표지 시인성 개선

- 시인ㆍ식별성 향상을 위한 순차 점멸시스템 도입, 스마트 항로로 탈바꿈 -

참고  광양항 제2항로 항로표지 육상 야간 점검

▲	광양항	제2항로(묘도수도)	야간	점검

※	순차점멸시스템	동영상	제공

▲	광양항	내	순차점멸시스템	설치(예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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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0여 년간 경남 남해의 통항 선박 안전을 위해 불을 밝혀온 세존도등대의 등탑 개량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9일 재점등 했다고 밝혔다.

세존도등대는 지난 1983년 최초로 점등한 이후 남해 먼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균열,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기존 등대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개축작업을 추진하였다.

금번에 개량한 세존도등대는 기초 직경 5m, 천장 높이 8.2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써, 기존 등대보다 직경이 약 2m 정도 

두터워져 먼바다의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더욱 견고히 버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대의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해 백색 등화를 

6초에 2번 깜박이도록 변경하여 주변 등대와의 분별성을 높였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등대 개량으로 노후된 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나날이 강력해지는 태풍 등 

기상재해에도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개선요소 발굴을 통해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6
마산해수청, 남해 먼바다 세존도등대 재정비 완료

- 등대 구조물 개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 -

참고  광양항 제2항로 항로표지 육상 야간 점검

▲	세존도등대	전경

▲	설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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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부산항 내 불법 수리 등에 대한 단속 결과, 11월 불법 수리(작업) 선박업체 13곳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결과이나, 항별로는 차이가 있다. 북항은 작년 총 8건(과태료 2건, 고발 6건)을 

적발하였으나, 올해는 3건(과태료 1건, 고발 2건)으로 줄어든 반면, 감천항은 적발 건수가 작년 4건(과태료) 대비 

올해는 10건(과태료 8건, 고발 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항의 작년 적발 건수는 2건(과태료)이며, 올해는 적발된 

건이 없다.

북항은 작년 단속의 여파로 불법 수리(작업)업체가 줄어든 반면, 감천항은 올해 크고 작은 화재 등의 사고가 많아 

부산청에서 항만순찰선을 통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법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무역항의 수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수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에서 불법으로 수리(작업)하는 선박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8
부산해수청, 부산항 내 불법 수리(작업) 단속 강화로 

해양 안전 도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국내항만에 크루즈 선박의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속초항 기항에 

대비한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로 외국적 크루즈 선박이 속초항에 기항하지 않았으나, 이번 운항 정상화로 2023

년 3월부터 입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크루즈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안전확보 등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운항 지원계획에 따르면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합동으로 △ 항만 출입항로 및 크루즈 터미널 등 항만내 

위해요소 발굴, 개선 △ 크루즈 입항 전 항만 안전정보 및 항만보안 확보 △ 속초해경서, 속초소방서 등 관계기관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 △ 크루즈선 화재, 구명설비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준수여부 승선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계획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여 

선박과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7
동해해수청,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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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 여객선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항해사 이상 선박직원의 ‘여객선상급재교육’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에서만 가능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객선교육과정이 부산(본원)에만 개설되어 있어 우리 지역 선원들의 상대적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전국 

여객선 중 약 90척, 54%를 운항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목포분원에 교육과정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역 요청이 결실을 맺어 여객선상급재교육 과정을 목포분원에 신설해 올해 11월 29~30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시범 운영하고, 강사 확보, 교육장비 추가확충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기사 교육 관련 

불편 사항을 개선해 서남권 거주 선원들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관련 사진

09
목포해수청, 여객선 선원교육 목포에서 받으세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여객선교육과정 일부 추가 개설 -

▲	목포해양수산청	전경	및	선사	간담회	사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암초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반다탄등표 개량공사를 12월 2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반다탄등표는 하도리 앞 암초에 설치되어 선박들이 암초지역을 피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항로표지이다. 기존 등대는 1990년에 빨간색 등대(우현 표지)로 설치되었으나, 주변 해역의 선박 통항량 분석을 

통해 선박들이 암초 지역 동쪽의 안전한 해역으로 운항하도록 안내하는 등대(동방위표지)로 바뀌었다.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는 주간에는 구조물 색상으로, 야간에는 등불의 색상과 깜빡이는 횟수로 그 기능을 

표시한다. 반다탄등표처럼 동쪽에 안전한 해역이 있다고 안내하는 항로표지는 국제기준에 따라 흑·황·흑색(검정·

노랑·검정)으로 칠해지고, 밤에는 흰색의 불빛을 10초에 세 번 깜빡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과 해상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0
부산해수청, 구좌읍 하도리 안전한 동쪽으로 항해하세요.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반다탄등표 개량으로 선박 안전사고 예방 -

참고  전경 사진

▲	반다탄등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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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탄등표(현재)

▲	반다탄등표	위치도

구좌읍
하도리

반다탕등표



1.	선박직원법

2.	해양환경관리법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신항만건설	촉진법

5.	연안관리법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	항만법

8.	선원법	시행규칙

9.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10.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수산자원관리법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법령 제·개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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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폭행, 성추행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기사 면허 취소 사유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기사 현장 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하여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제9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현장 승선 실습을 받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 관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법률 제1900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선박직원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 9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

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

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

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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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되어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이 허용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협약의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도입(제2조제23호ㆍ제24호,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

56조제4항, 제58조제3항제2호 신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4)

     해양오염방지협약이 새로 도입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관련 규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수의 정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자기록부의 신설 등(제30조의2 신설)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및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기록부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를 마련함.

   다. 배출규제해역 제도의 정비(제2조제14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안 제43조제4항 신설)

     해양오염방지협약 상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동일하므로, 기존에 정의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변경하고, 선박의 소유자가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등에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법률 제19013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14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을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으로,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을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2. 11. 1.] [법률 제19013호, 2022. 10. 18., 일부개정]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5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조의4제1항 중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를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박에"를 "선박에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의5 및 제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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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제 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각각 "배출규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한다.

제 54조의2제1항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41조의3제1항"을 "제41조의2제1항, 제41

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5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조의6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제1호의5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제 132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10 중 "선박에"를 "5년 이상 선박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

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 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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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㉑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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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㊱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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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연안관리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㊵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120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21

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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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항만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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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 있는 시신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조치사항을 정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해외취업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2회로 한정하여 모의 

연료 수급훈련 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98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 [해양수산부령 제598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20조의2제2항 중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위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위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41조제1항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표 2

중"을 "별표 5의5의"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별표 2중"을 "별표 5의5의"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한다.

제 4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5의5"

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한다.

제 42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한다.

     다만, 연료 수급작업 경력 횟수를 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하여 연료 수급작업 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 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

를 "별표 5의5"로, "이수하였을"을 "이수했을"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증명하여"를 "증명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47조의2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 50조제4항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를  

"그 결과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로 한다.

제 5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증명하여"를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별표 3"을 "별표 5의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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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5의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하여"를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로 한다.

제57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5의5"로 한다.

제57조의4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6"으로 한다.

제 58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항"을 "이 조"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사노동적합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

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를 별표 5의6으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5의5 및 별표 5의4로 한다.

별표 5의5(종전의 별표 2)의 기초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 첫 번째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해외취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원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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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관청을 ‘관리청’으로 정비하고, 「항만공사법」에서 항만공사가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도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항만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관리청: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를	말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대통령령 제33036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등록사무를"을 "관리청은 등록사무를"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8조 중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으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직ㆍ성명을 적고 해양수산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간인(間印)"으로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6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 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부의"를 "관리청은 등록부의"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경우"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 21조 중 "자가 하여야"를 "자 또는 「항만공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항만공사가 

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로 한다.

제 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를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43조 중 "해양수산부로부터"를 "관리청으로부터"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중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를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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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69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8.] [해양수산부령 제569호, 2022. 12.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ㆍ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를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을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56호, 2022. 6.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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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법령 제·개정

 www.imokorea.org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안가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이로 인한 악취ㆍ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최근 신기술을 이용하여 해양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법률 제1896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제2항제2호 중 "처리"를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저감"을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0호, 2022. 6. 10., 일부개정]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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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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