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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MO 온실가스 규제는 현존선박과 친환경 신조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선주들에게 친환경 신조선박으로 전환을 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기술적 조치와 운항적 조치, 그리고 시장적 조치가 있으며 세가지 대안 모두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주에게 재

무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 따라서 본 연구는 온실가스규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정량적 추정하여 기업

의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키워드: 원격 선박검사, 비대면 기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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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운송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

제를 통해서 200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감축, 205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로 진행중이다[1]. 이러한 목표는 현존선을 가능한한 

빠르게 저탄소 연료(ex. LNG)로 대체 사용하게 하거나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대체하도록 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해운산업에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량적인 부담규모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없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Fig. 1. IMO GHG reduction plan

Source : DNV-G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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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ld Carbon Pricing Initiatives

Source : World Bank(2020)

II. GHG Reduction Measures

IMO 온실가스 규제는 저질의 벙커C를 연료로 하는 중고선박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려 선주들에게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시키려

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법에는 크게 기술적

인 조치, 운항적 조치, 시장적 조치로 구분된다 [2].

Fig. 2. Measures of IMO GHG reduction plan 

Source : Korean Register(2020)

기술적인 조치는 운항적 조치와 연계되어 제시된 기준치에 미달이 

될 경우 선속의 감속(speed reduction)과 친환경 연료로 전환가 있고 

기준치에 상당한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신조선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기술적인 조치는 선박의 설계효율과 연관되며 

운항적 조치는 선박의 운항효율과 관련이 깊다. 시장적 조치에는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Initiative)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탄소

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가 있다[3].

이 중 ETS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유럽이며 유럽으

로 수출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확인하여 할당된 배출량보다 의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시장적 조치는 향후 해운선사

들에게 엄청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준선박을 기준으로 IMO 온실가스 배출규제 조치중에 

따른 선사의 재무적 부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은 IMO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해운산업의 재무적 부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며, 향후 산업계의 정책지원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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