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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수출입 물량의 99.7%가 해상으로 운송되므로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보유 선박척수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 교통량 기준 세계 4위, 선박 건조 수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해운 및 조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UNCTD, 
2021b; World Bank, n.d. -a; Y. 윤영, 2009). 

선박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따르면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해운산업을 개별 국가
로 취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6위를 차지하는 셈이 된다(Schlanger, 2018). 이는 해운산업에서 탈탄소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시사한다. 일부는 2050년까지 해운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7% 급등할 것이라 전망한다
(Cames et al., 2015). 

2020년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해운산업과 관련하여 수립한 탄소중립 목표는 
국내 해운, 즉 연안해운에만 해당한다. 국제 해운산업의 경우 정부와 관련 업계는 2050년까지 IMO가 수립한 온실가스 50% 
감축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해운산업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근거하여 국내 해운 및 어업 분야 탈탄소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한 국내 조선사도 해당 로드맵에 대응해 대체 연료를 개발 중이다. 현재 정부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선박 및 친환경 선박용 대체 
연료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 해운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와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운업에서 탈탄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해운 및 조선 업계에서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그림 1 글로벌 해양 업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조선
#1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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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IMO가 현행 2050년 50% 감축 목표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MO의 목표와 별도로 EU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한편 미국은 2050년
까지 국제 해운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 제로(zero emissions) 목표 채택을 위해 타국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국은 온
실가스 배출 절감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항만에 국제 녹색해운항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 녹색해운항로란 해운 선박 탄소 배
출량이 적거나 없는 연료를 사용하는 한편, 항만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사용하는 운항로를 지칭한다. 2022년 11월 7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 27 : the World Leaders Summit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및 미국 주요 항만에서 녹색해운항로를 창설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 국무부, 2022).

국내외 해운산업에서 2050년까지 혹은 그보다 앞서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운 및 조선산업에
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및 항
만 분야에서의 위상이 높아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해양 청정 에너지 기술 전환 부문에서 현재의 위상과 역할을 활용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저감할 수 있다. 

태평양환경재단(Pacific Environment)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 : Solutions for Our Climate)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관한 개요 제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국
내외 공공 정책 분야,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본 보고서를 공동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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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계
해운산업은 세계 무역의 동맥 역할을 한다. 국제 화물의 80%는 해상에서 운송된다(UNCTD, 2021a). 국제 해상 운항 선박수
는 현재 60,000척에 육박한다. 25,000 GT(선박 규모 측정 단위) 이상인 대형 및 초대형 선박은 전 세계 선대수의 20%에 불
과하지만 선대의 GT 중 무려 82%를 차지한다(Equasis, 2020).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박, 액체 혹은 가
스를 운송하는 탱커선, 그리고 곡물, 석탄, 광석, 철강 제품 및 시멘트를 비롯한 건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등은 해상 무역의 
85% 이상, 그리고 해운 업계의 연료 소비량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Gray et al., 2021). 대형 및 초대형 선박 중 대다수는 연
식이 5년에서 14년이다(Gray et al., 2021).

2.
해운업 현황 

표 1 선종 별 선박척수  (윤희성 외, 2021 재인용)

선종 척수 구성비
탱커선 15,946 27.26%
벌크선 12,667 21.66%
가스 캐리어선 2,222 3.80%
컨테이너선 5,572 9.53%
다목적선 3,169 5.42%
일반 화물선 15,860 27.11%
냉동선 1,459 2.49%
로로선 834 1.43%
자동차전용선 763 1.30%

58,492 100%
자료: Clarckson Research-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0년 1월 기준 중국은 최다 선박 척수인 6,869척을 보유 중이나 중량톤수(DWT: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 기
준 상 그리스가 363,854DWT로 최대이다. DWT 기준상 그리스, 일본, 중국, 싱가폴 및 홍콩이 자국 및 편의치적국(flag of 
convenience)에 등록된 최다 선박척수 보유 국가이다(한국해운협회, 2021).

그림 2 세계 선박 규모 및 연식 (Gray et al., 20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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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현대중공업은 1974년 첫 선박 인도후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 Very Large 
Crude Carrier)에 특화된 ‘친환경’ 설계로 유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제품군 : 초대형 유조선 / Suezmax T/L / Aframax T/K & P/C / 셔틀탱커 

[컨테이너선]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600여척을 인도했고, 해당 분야에서 최대 실적 기록을 수
립했다. 현대중공업은 14,000 TEU 컨테이너선 (ULCS (Ultra Large Container 
Ship) : 연간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 건조 가능하다. 
-  제품군 : 19,200 TEU / 14,800 TEU / 11,100 TEU / 9,000 TEU 

[LNG선]

현대중공업은 액화천연가스를 -163℃에 저장 가능한 멤브레인 타입 (Membrane 
type) 및 모스 타입 (Moss type) 화물창 시스템을 갖춘 LNG 캐리어선 건조가 가능
한 유일한 조선사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ME-GI, TFDE, 스팀 터빈 등 다양한 추진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혁신적인 선박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2011년 
세계 최초의 LNG-FSRU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를 수주했다. 이후 
현대해상해운은 최대 실적을 앞세워 LNG-FSRU 선박 건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PG선]

현대중공업은 기술적 우위와 이에 따른 품질로 초대형 LPG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초대형 LPG선 수주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초
대형 LPG선 선대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 제품군 : 84K m3 LPGC / 79.3K m3 LPGC / 60K m3 LPGC 

상자 1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주요 선종  (현대중공업, 2022 수정 후 인용)
표 2 해운국가 (한국선주협회, 2021 재인용)

[2020년 1월 기준]

국가 척수 선복량(1,000DWT)

국적선 외국적선 합계 국적선 외국적선 합계

1 그리스 671 3,977 4,648 60,827 303,027 363,854

2 일본 909 3,001 3,910 36,805 196,330 233,135

3 중국 4,569 2,300 6,869 99,484 128,893 228,377

4 싱가포르 1,493 1,368 2,861 74,754 62,546 137,230

5 홍콩 883 807 1,690 72,505 28,452 100,957

6 독일 205 2,299 2,504 8,341 81,062 89,403

7 대한민국 778 837 1,615 14,403 66,180 80,583

8 노르웨이 383 1,660 2,043 1,885 62,051 63,936

9 버뮤다 13 529 542 325 60,089 60,414

10 미국 799 1,131 1,930 10,238 46,979 57,217

11 영국 317 1,027 1,344 6,836 46,355 53,191

12 대만 140 850 990 6,636 44,255 50,891

13 모나코 - 473 473 - 43,832 43,832

14 덴마크 25 921 946 31 42,683 41,714

15 벨기에 113 188 301 10,040 20,658 30,698

16 터키 449 1,079 1,528 6,657 21,433 28,090

17 스위스 26 401 427 1,113 25,365 26,479

18 인도 859 183 1,042 16,800 9,035 25,836

19 인도네시아 2,132 76 2,208 22,301 1,604 23,906

20 러시아 1,403 339 1,742 8,293 14,812 23,106

20대 국가 소계 16,167 23,446 39,613 458,274 1,305,641 1,763,849

세계 합계 23,375 29,586 52,961 576,941 1,471,035 2,047,975

(자료)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0
※주 : 1,000G/T 이상 상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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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수출 중심적인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따
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7위 수출 국가이자 세계 9위 수입국이다. 2020년 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1%에 달했다(세
계은행, n.d. -b). 수출 품목에는 반도체(미화 1,270억 달러), 자동차(미화 460억 달러), 석유제품(미화 380억 달러),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미화 22.9억 달러), 자동차 (미화 227억 달러) 등이 있다(통계청, 2022).

국제 교역량 및 해상 교역 의존도를 보면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다. 수출 및 수입물량 운송이 화물 중 
99.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대 규모가 세계 7위이고, 부산에 세계 6위 규모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 최대 선박 회사이자 세계 8위 규모인 HMM가 있다. 해운업은 24,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한화 36조 원에 달
한다. 더 나아가 조선업과 해운업을 합치면 총 매출액은 77조 원이다(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2).

한때 국내 최대이자 세계 7위 해운 회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도산한 후 우리 정부는 선박 및 조선 회사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진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발생한 국내 선박 회사의 발주량 중 82%(274척 
중 208척)는 국내 조선사에 발주 되었다(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2).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는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뿐 아니라 Scope 3 탄소 배출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미국 환경 보호국, 2022)1 .   

그림 3 국내 해운업의 생태계 (해양수산부, 2018 & K.-J. Yun, 2022)

물류
국내 수출입화물
99% 해상운송

항만
국내 항만물동량

연 15억톤

조선
국적선사 등록선박

1,449척
('17, 10)

금융
국내 해운금융

연 4조원

해운

발주

자금

운송서비스

물동량

선박 화물

항만서비스상환

1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Scope 3 탄소 배출은 보고하는 단체가 벨류 체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
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Scope 3 탄소 배출은 조직의 Scope 1, 2에 속하지 않는 탄소 배출원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조직의 Scope 3 탄소 배출은 
다른 단체의 Scope 1, Scope 2의 탄소 배출원이다. 해당 조직의 총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Scope 3가 차지하고 있다.

3.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3.1 세계
2015년 파리 협약 도입 후 글로벌 경제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수준을 1.5°C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상당수
의 산업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저감한다는 IMO의 현행 목표는 해운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할뿐더러 파리 협정 목표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 

그림 4 선박 운항, CO2 배출 및 확산 경로 (Olmer et al., 2017 재인용)

자료 출처 : exactEarth, HIS 및 ArcGIS
© ICCT, 2017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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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국, 아시아-유럽, 유럽-영국, 미국-캐나다 및 아시아 역내가 세계 5대 항로이며, 탄소 배출은 이들 항로와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진다(Wood, 2022).

IMO에 따르면 국제 해운산업에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등이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원이다. 화학제품운반선까지 포함하
면 화물선 및 액화가스운반선 전반이 국제 해운업에서 배출하는 총량의 86.5%를 차지한다(IMO, 2021).

선박 건조 및 운항 중에도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된다. 그러나 선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 생애주기 분석 방식 적
용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 대부분은 선박 운항 중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Quang et al., 2021).

그림 5 선종별 국제 해운업 이산화탄소 배출량  (Gray et al., 20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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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박의 수명 주기 (Quang et al., 2021 수정 후 인용)

표 3 조선 및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 비중 (Quang et al., 2021 재인용)

CO2 CO NOX N2O SOX

■ 원자재 1.8% 29.3% 0.1% 1.2% 0.0%

■ 조선 0.1% 0.2% 0.0% 0.0% 0.0%

■ 선박 운항 99.1% 93.7% 99..9% 99.6% 100.0%

■ 유지보수 0.0% 0.0% 0.0% 0.0% 0.0%

■ 폐기 단계 -1.1% -23.3% -0.1% -0.9% 0.0%

■ 운송 0.1% 0.2% 0.1% 0.0% 0.0%

원자재 소비
-원자재 추출 
-후판 제작 

선박 건조 
-후판 절단
-분사연마 
-용접
-도색
-시범 운항 
-전기 및 연료 소비  

유지보수 
- 절단 (노후 및 신규 철골) 
-분사연마 
-용접
-도색
- 에너지 소비  
(전기, 프로판 가스) 

선박 운항 
-연료 소비
-엔진 내 연료 연소 

선박의 수명 말기
-후판 절단 
-후판 회수 
-가스 소비 감축 

원자재 운송 
- 고철 처리장에서부터  
제철까지 

원자재 운송 
-제철소에서 조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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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부 해운 회사는 업계 내 탈탄소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머스크(Maersk) 및 CMA는 야심 찬 탈탄소화 목표 수립을 위해 타 산업계의 글로벌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있다. 프랑스 해운 회사인 CMA는 자사 선박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미화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
획이다. 단, 해당 계획에 CMA는 LNG 연료 추진 선박을 포함한다. 그러나 LNG는 탈탄소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Pavlenko et al., 2020). 기존 해양 운송용 연료 대비 LNG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 적으나 장기적으로 20여 년 동안 지
구 온난화를 일으킬 위험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높은 메탄 가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Maersk, 2022). 지중해 지역
에 기반을 둔 세계 3대 해운 회사인 MSC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달성 방안은 아직 미비
하다(Dempsey, 2021b).

3.2 국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701,370Gg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 중 해운산업을 포함한 운송 분야가 총 
배출량 중 14%를 차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총 배출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
라 무역의 99.7%는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따라서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고려하면 해
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월등히 더 많을 것이다(Jeong et al., 2022).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함
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총 배출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 국가의 국제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때는 국가가 역외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판매하는 선박용 연료 판매량, 즉 국제 벙커링을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
한다. 이 외에 국제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계산법에 국가, 기국(flag country), 운항국 혹은 관리 국가별 벙커 연료 등이 
있다. 국제 벙커링 기준으로 국제 해운산업이 대한민국 해운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9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제 해운 및 항공업은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에서 제외된다(환경부 온
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근 영국은 탄소 예산에 국제 해운업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정확
하게 측정하는 데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도록 해운업이 국제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음에 따라 국제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우
리나라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여타 국가로부터의 도전과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국제 해운 분야에서의 배출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과 해운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Selin et al., 2021).

3.2.1. 친환경선박법 및 그린쉽-K 추진 전략 
정부는 2020년 10월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
한 바 있다. 해운업계 내 온실가스 이슈를 해결하고 IMO의 황산화물(SOx) 제한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환경친
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안을 통과시켰다(이현균, 2021). 친환경선박법은 정부가 친환경 연
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제조 및 보급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친환경 선박’은 전기, 전지 연료, 하이브리드 
선박, 수소, 암모니아 등을 비롯해 스크러버 및 LNG 연료까지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친환경선박법, 2018). 

더 나아가 친환경선박법에 근거하여 2021년 해양수산부는 2050년까지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 계획이자 친환
경 선박 진흥을 위한 첫 단계인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전략을 발표했다(Prevljak, 2020). 2022년 7월 해양수산부와 산업
통상자원부는 2022년에서 2031년까지 중대형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 한화 2,500억 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했다(기획재정부, 2022).

그러나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를 저감한다는 IMO 목표에 부합하겠다는 계획을 가까운 시일 내에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2022년 제77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PEC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에서 “검토 단계에서 IMO의 온실가스 기존 전략을 강화하는 일은 중요하다. 지구적 문제인 환경 변화에 대
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Tan, 2021). 또한 임 사무총장은 2022년 한국해사주간에서 2050
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과 관련한 IMO의 입장을 2022년 7월까지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IMO보
다 일찍 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고, 향후 해운 업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타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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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관 및 기업 

국내 해운 업계의 주요 기업 및 기관을 사업 개요, 지배 구조, 전략적 방향성, 경쟁사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을 기준으로 정리
하였다. 

4.1 HMM

4.1.1 사업 개요 
전 현대상선이었던 HMM은 814,766 TEU(컨테이너 물동량 단위)로 세계 8위 규모의 해운 회사이고 시장 점유율은 3.2%에 
달한다(Alphaliner, 2022; HMM, 2022b). 자사 보유 선박 51척 및 용선 51척으로 총 102척의 선박을 보유해 60여개의 노선
에서 100여 개의 항만으로 운항한다(HMM, 2022b, 2022a).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수준은 한화 5조 원대에서 6조
4천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다 20201년 한화 13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HMM IR, n.d.). 

애초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였던 HMM은 2015년 2,535억 원의 영업 손실 발생 후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와 자
발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가 HMM의 최대주주가 되었다(J. Yoon, 2016).

2018년 HMM은 현대중공업(8척), 삼성중공업(5척) 및 대우조선해양(7척)에 컨테이너선 20척, 총 3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발
주했다. 단일 조선소에서의 주문 발주도 가능했으나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를 
돕는 차원에서 3개 조선 회사에 분산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김동현, 2018).

글로벌 해운업계가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았던 2016년부터 정부는 7조 4천억 원 이상을 HMM에 투자했다(김수영, 2022).  
하지만 HMM이 점차 안정화되고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HMM을 매각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22). 

표 4 세계 10대 해운회사 (Sylvain, 2022 재인용)

현 TEU 현재 발주 중 TEU 시장 점유율 

MSC 4,455,950 684 1,533,898 17.3%

APM-머스크 4,255,163 733 321,938 16.5%

CMA CGM 3,294,250 577 640,289 12.8%

COSCO 2,904,122 469 586,672 11.3%

하파크로이트 1,765,563 253 415,588 6.8%

에버그린 1,554,762 202 568,296 6.0%

ONE 1,523,088 207 440,686 5.9%

HMM 814,557 74 176,488 3.2%

양밍해운 673,329 92 35,580 2.6%

ZIM 483,243 133 389,904 1.9%

표 5 HMM의 선박 보유 및 운영 현황 (HMM, 2022b 재인용)

*용선 : 1년 이상 용선한 경우

2022년 
6월 30일 기준 

현대해상해운 선박 보유 선박 용선 * 

용적 척수 용적 척수 용적 척수

컨테이너선 809,526 TEU 72 555,643 TEU 37 253,883 TEU 25

≥20,000 TEU 286,848 TEU 12 286,848 TEU 12 0 TEU 0

≥10,000 TEU 341,820 TEU 26 215,924 TEU 15 125,896 TEU 11

<10,000 TEU 180,858 TEU 34 52,871 TEU 10 127,987 TEU 24

탱커선 2,061,586 DWT 9 1,601,196 DWT 7 460,390 DWT 2

유조선 1,960,214 DWT 7 1,499,824 DWT 5 460,390 DWT 2

기타 탱커선 101,372 DWT 2 101,372 DWT 2 0 DWT 0

벌크선 1,914,700,DWT 17 302,545 DWT 3 1,612,155 DWT 14

다목적 선박 120,078 DWT 4 120,078 DWT 4 0 DWT 0

합계 102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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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업 지배 구조 
HMM의 주요 주주는 (1)산업은행(지분 20.69%), 2)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 19.96%), (3) 신용보증기금(지분 5.02%)이다. 
이들 3대 주주는 국책 기관이므로 정부가 지분 총 4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셈이다. HMM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
고 있다. HMM의 지분 이외에도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은 보증 기간 2018년에서 2020년인 전환사채 2조 원 이상을 매입
했다(박동환, 2022). 만약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산업은행이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정부의 HMM에 대한 소유권
이 더 증가할 것이다. 

표 6 HMM의 주주 현황 (HMM, 2022b 재인용)

4.1.3 주요 고객사 
HMM은 주요 고객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기업이 중국(미화 131억 달러), 미국(미화 75억 
달러), 베트남(미화 48억 달러), 홍콩(미화 30.9억 달러) 및 일본(미화 25.1억 달러) 등지에 수출할 때 국내 선사인 HMM을 이
용하는 것을 근거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매출 기준 국내 10대 기업은 삼성전자(반도체 및 소비자 가전), 현대자동차(자동차), SK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포스코홀딩스(철강), LG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LG전자(소비자 가전), 현대모비스(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LG화학(석유 제품) 및 현대제철(철강)이다(KIND, 2021).2 

단, HMM의 일부 고객들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2월 HMM은 10년간 원유 6,300억 원어치를 수송할 3척의 
VLCC 사업을 위해 GS칼텍스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HMM은 5년간 원유 1,900억 원어치의 수송 계약을 맺
은 바 있다(HMM, 2021).

2 공기업 및 소재와 부품 기업이 아닌 경우 제외

*2022년 6월 30일 기준 

주주 보유 주식수 (주) %

산업은행 101,199,297 20.69%

한국해양진흥공사 97,590,859 19.96%

신용보증기금 24,527,807 5.02%

기타 265,721,533 54.34%

합계 489,039,496 100.00%

4.1.4 주요 경쟁사 
HMM은 국내 최대 해운회사이다.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2020년 HMM은 718,967 TEU로 8위를 기록했고, 고
려해운은 158,828 TEU로 14위, 장금상선은 98,521 TEU로 20위, SM라인은 56,970 TEU로 26위를 기록했다(Shipping 
News Net, 2021). 2020년 HMM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해운 얼라이언스인 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
했다. 여기에는 독일 하파크로이트(Hapag-Lloyd), 일본 OEN, 대만 양밍(Yangming) 등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Hellenic 
Shipping News Worldwide, 2020). 과거 HMM은 머스크(Maersk)와 MSC를 회원사로 둔 세계 최대 해운 얼라이언스인 
2M 회원사였다(Hellenic Shipping News Worldwide, 2020). 

4.1.5 사업 전략  
올해 HMM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HMM은 용적량을 82만 TEU에서 120만 TEU로 확충하고, 벌크 캐리어선을 90% 증
대해 55척까지 확보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선박, 터미널 및 물류 시설에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HMM, 2022c). 

4.1.6 온실가스 감축 전략 
HMM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37,447tCO2e에서 2020년 4,911,971tCO2e, 그리고 2021년 5,513,352tCO2e
로 증가했다. HMM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1.5% 감축할 계획이다. 배출량 저감을 위해 HMM은 LNG 추진 선박 
및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HMM, 2022).

또한 2021년 5월 HMM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저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달에 친환경 암모니아 공동 개발 및 현대중공업의 모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건조 및 인도하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영을 
위해 포스코, 롯데글로벌로지스틱, 롯데정밀화학, 한국선급 및 한국조선해양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HM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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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조선해양  

4.2.1 사업 개요 
우리나라가 조선 업계에서 선두이고, 중국이 그 다음이다(연합뉴스, 2022).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업계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
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그룹이 보유한 3개 조선사, 즉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지주회사이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회사이기도 하다. 한국조선해양의 주요 사업은 선박 건조, 해상 및 산업 플랜트, 엔진, 기기 및 태양 에너
지 분야이다(한국조선해양, 2022a).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대형 선박에,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에 중점을 둔다(남
지원, 2021).

한국조선해양 계열사 중 현대중공업은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서 324개 선주를 대상으로 선박 2,300척 이상을 인도했다(현대
중공업그룹, 2022).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LNG선 및 LPG 선을 비롯한 다양한 선박을 건조했다. 

2021년 현대중공업은 메탄올 추진 선박 8척 인도를 위해 세계 최대 해운 회사인 머스크와 계약을 체결했다. 메탄올 추진 엔진
을 탑재한 선박 중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한국조선해양, 2022). 2022년 10월 현재 머스크는 현대중공업에 메탄올 추진 선
박 총 19척을 발주했다(류태웅, 2022).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LNG 추진 컨테이너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최
서윤, 2022). 

표 7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발주 현황(2019-2021) (현대중공업, 2022 재인용)

(단위 : 미화 ~억 달러)

선종 분류 2019 2020 2021

척수 발주금액 척수 발주금액 척수 발주금액 

Shipbuilding LNG 컨테이너선 24 123.9 21 97.9 29 201.5

LPG 컨테이너선 19 16 49

컨테이너선 22 5 72

탱커선 73 70 53

기타 8 3 13

해군 함정 & 특수 선박 1 6.2 1 3.8 3 10.4

해상 엔지니어링 시추 및 생산 설비 - 0.5 - 2.6 3 17.9

플랜트 - 1.7 - 0.5 - 0.3

엔진 & 기기 - 14.2 - 9.0 - 20.7

합계 147 146.5 116 113.8 222 250.8

*현대해운해상,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제철 수주 건수에 기반함 (조선 계열사 취합 물량에 기반) 

현대중공업은 꾸준한 수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여타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 전반이 침체된 데다
가 철강과 여타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선박 구매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이다(Shipping News Net, 2022). 특히 조선 업계
는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S.-H. Kim, 2022). 국내 철강 및 조선 업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19년 
국내 철강 업계의 주요 고객층은 건설 업계(30.6 %), 자동차 업계(27.7 %) 및 조선 업계(19.7 %)이다. 이중 조선업은 우리나라 
및 중국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건설 및 자동차 업계가 수요 진작에 앞장선 반면, 조선 업계는 10
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침체를 겪으면서 비중이 5.2%로 감소했다(J. Kim & Kim, 2021).

4.2.2 기업 지배 구조 
한국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지분 35%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그룹이다(Ahn, 2022; 한국조선해양, 2022). 한국조선해양은 현
대중공업의 지분 78%,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80%,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42.4%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현대
삼호중공업 이외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다. 

4.2.3 주요 경쟁사 
국내에서 현대중공업의 주요 경쟁사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다. 2019년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
양의 지분 55.7%를 2조 원(미화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독점 방지 차원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한화 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S.-Y. Jung, 2022). 

2022년 7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각각 세계 1, 2, 3, 4위를 차지했
다(Oh, 2022). 이들 조선 회사를 모두 합치면 중국의 조선 회사보다 2% 앞선다(Oh, 2022). 국외에서는 중국선박공업,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주요 경쟁사이다(Chung & Lim, 2022).

4.2.4 사업 전략 
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매출 21조 원 및 10% 영업 이익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Y.-S. Lee, 2022). 목표 달성
을 위해 현대중공업은 6조 원을 스마트 조선소, 수소 캐리어 및 완전 자동화 선박에 투자할 계획이다(Y.-S. Le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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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온실가스 감축 전략 
한국조선해양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6,963tCO2e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회사가 아니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열사에 비해 훨씬 낮다. 이와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485,537tCO2e, 2019년 
509,780tCO2e, 그리고 2020년 523,352tCO2e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한국조선해양, 2022).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저탄소 및 탄소 배출 제로 선박을 개발하고 건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한국
조선해양, 2022). 현재 LNG 이중연료 선박,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선박, 이산화탄소 캐리어선, 전기 추진 선박 등을 개발하
고 있다(한국조선해양, 2022). 한국조선해양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수소, 연료 전지 
및 전기 추진 선박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직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2021년 4월 조선산업 탄소중립위
원회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Mandra, 2021).

2021년 11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및 ABD는 수소 생산을 위해 해수 전기 분해를 활용할 목적으로 해양 플랫폼에서의 친
환경 수소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 방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이들 세 기업은 탄소 포집 및 액화된 이산화탄소 
400,000톤을 해양에 저장하도록 설계된 이산화탄소 주입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두 가지 사업 모두 2025년부터 활용하는 것
을 목표하고 있다(Battersby, 2021).

표 8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친환경 선박 연구 개발 현황  (D.-J. Kim, 2022 재인용)

조선소 현황

한국조선해양
(한국)

•메탄올을 이중연료로 하는 초대형 선박 세계 최초 수주 및 무탄소 선박인 암모니아, 수소연료 추진 선박 기술 개발중
-'21년 9월,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 기본인증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획득, '24년 상용화 목표
-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드림 2030로드맵' 발표, 그룹 차원의 수소 벨류체인 구축과 함께 현대중공업 주도로 수소연료 선박 기
술개발 추진

삼성중공업
(한국)

• 노르웨이선급(DNV), 로이드선급(LR) 등으로부터 '암모니아 Ready 초대형 원유운반선', '암모니아 추진 11만 톤 탱커'의  
기본설계에 관한 기본인증 획득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 상세 설계 등을 거쳐 '24년 상용화 목표

대우조선해양
(한국)

• 암모니아 READY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및 초대형 원유원반선 로이드선급(LR) 기본인증 획득, '25년 상용화 목표
-암모니아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벙커링 선박 설계중

4.3 부산항만공사

4.3.1 사업 개요 
부산항은 2,100만 TEU를 기록하며 국내 최대 항만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국내 화물 물량 중 77% 취급). 컨테이너 화물 기준
으로 세계 7위, 환적 화물 기준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부산항만공사, 2022). 국내 생산 수출 품목 중 60% 
및 환적 화물 96%가 부산항에서 취급되고 있다. 환적 화물은 중국, 일본 및 미국으로 향한다(남기찬, 2021).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시설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고, 부산항이 동북아 주요 허브 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 2022).

4.3.2 기업 지배 구조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되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 2022). 기획재정부가 지분 87.31%,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2.6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비상장 기업이다.  

4.3.3 주요 경쟁사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이다. 그 뒤를 TEU 기준으로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이 따르고 있다. 부산항에서 전국 입항 
및 출항하는 컨테이너 물량 77%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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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한민국 10대 항만 (Cargo by Ports; mof.go.kr 2021)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그린포트 로드맵’에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솔린 엔진으로 작동하고 고무 타이어를 장착한 갠
트리 크레인을 전기 E-RTGC 및 케이블 릴로 전환해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 부산항만공사
에 따르면 크레인 100대를 전동화하고, 탄소 배출 제로 페리호 및 예인선 제작에 노력을 기울였고, 이들은 2023년부터 가동 예
정이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그리고 육상전원공급설비를 활용하고 있다(신학승, 김동
윤, 2020).

2022년 3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북항에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하는 선박의 항구사용료를 면제하고, 전원공급설비
를 확충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박현, 2022). 부산항은 2019년부터 육상전원공급설비 시설을 20
개 설치했으나 이를 이용하는 선박은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용 실적 부진은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 연료 대비 비용 부담이 높은 데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용에 적합하도록 선박을 개조하는 데 정
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박현, 2022). 

정부는 2030년까지 부산항(62개), 인천항(62개), 광양항(22개), 평택-당진항(24개), 울산항(24개) 및 포항항(28개)을 비롯
한 주요 항만 248개 정박지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인프라 개발에 6,990억 원, 부
산항만공사는 추가적으로 2,3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류지훈, 2019). 

4.3.4 항만 전략
부산항만공사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최근 발표했다. 화물의 60%를 처리하며 세계 3위 환적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항만 관련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 7.7조 원 목표를 가지고 있다(임광명, 2015). 

4.3.5 온실가스 감축 전략 
부산항은 지난 4년간 온실가스가 2018년 658tCO2eq, 2019년 529 tCO2eq, 2020년 472tCO2eq, 2021년 
436tCO2eq로 꾸준히 증가했다(부산항만공사, 2022). 더 나아가 부산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중 선박은 59%, 장비 하
역이 39%, 그리고 차량이 2%를 차지한다(부산항만공사, 2022). 대기 오염의 경우 연간 부산항에 입항 및 출항하는 선박이 
45,000척 이상에 달하고, 이는 부산항 대기 오염 원인 중 94.79%를 차지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의 아황산가스 및 
이산화질소 집약도는 부산 시내보다 더 높다(기획재정부, 2021). 

2022년 4월 부산항은 2050년 부산항 탄소 중립 종합계획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Ship Technology, 2022). 부산항만공
사의 계획에는 웅동 지구 공원 내 태양 발전 시설 구축 및 난방, 통풍 및 냉방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해수 사용이 포함된다(Ship 
Technology, 2022).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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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한민국 정부 

4.4.1 개요
우리나라는 육로를 이용한 수출과 수입이 실질적으로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및 수출의 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해운업은 중요한 사업이다. 다양한 정부 기관을 통해 정부는 대출, 매매, 매각차용,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운 업
계를 지원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해운 회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도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업은 세계 5위에서 10위로 
추락했고, 손실액이 최소 10조 원에 달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정부는 2018년 해운업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해운 회사에 대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다. HMM이 한국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3조 1,500억 원에 발주했다. 우리나라 해운 업계는 한진해운 도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4.4.2 해운업 관련 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운 업계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회계년도 2022년 예산은 6조 3,000억 원이다(정재훈, 2021). 상기 언급
한 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을 발표했다. 기업,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친환경 선박 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한다(서지만, 2021). 투자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해
운 산업에 배정한 예산의 10%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2조 원).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는 해운 분야 자체뿐 아
니라 연구 개발 관련 예산도 지금보다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당시 국내 최대 해운 회사였던 한진해운의 도산 이후 2018년 7월 설립되었다. 해운 회사에 선박 및 유동
성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양 운송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이다(한국해양진흥공사, 2022). 주력 분야는 (1) 선
박 및 선박 터미널, 선박 인수, 운영 및 판매, 채권 및 주식 거래와 중개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 (2) 선박 및 선박 터미널 투
자 보증 등 보증 서비스이다(한국해양진흥공사, 2022).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후순위 금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해양
보증보험과 해운 회사에서 선박을 매입한 후 리스백하는 선박 은행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선박해양을 합병해 설립
하였다(Jun et al., 2019).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지분 53.57%를 보유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대주주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설립 후 2022년 6월 기준 101개 해운 회사에 7조 2천억 원을 제공해 경쟁력 있는 선박 인수 및 해운 회사
의 사업 안정화를 지원했다(김승수, 2022).

HMM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대우해양조선에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던 당시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한
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조1500억 원을 공동 출자했다. 그러나 HMM에 대한 한국해양진흥
공사의 지원 규모는 2019년 1조 6900억 원, 2020년 1조 1천억 원, 그리고 2021년 8억 원으로 감소해왔다.

또한 한국해양공사는 해운 회사가 IMO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스크러버 설치를 위한 보증 지원을 했다(문미희, 2019). 

표 9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 현황

구분 자산확보 지원 경영안정 지원 합계

선박금융 친환경설비 폐선보조금 컨박스 물류시설 S&LB 자본확충

금액(억원) 24,647 4,882 620 6,127 699 4,676 22,968 64,700

4.4.3 기타 주요 정부 기관 

한국산업은행
1970년대부터 한국산업은행은 해운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왔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대출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HMM(20.69%) 및 대우해양조선(28.2%)의 최대 주주이다(박준형, 202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외 해운 회사에 선박 구매, 재융자 및 운전 자본에 대한 차관 및 보증을 제공한다(한국수출입은행, 
2022).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조선사에도 대출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매 및 매각 차용을 통해 선박 자금을 지원해왔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개 해운 회사에서 선박 33척을 매입해 매각 차용을 했다(Jun et al., 2019).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조성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 202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운 업계의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고 있다. 2021
년 6월 선박 건조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 2022).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운 회사에 미화 
1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고, 추후 미화 30억 달러까지 증대할 계획이다(한국해양진흥공사, 2022).

이에 따라 2022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운 회사 한 군데에서 초대형 
LPG선 5척 (미화 환산시 3억 9천만 달러 규모)  발주 건에 대해 미화 7,800만 달러를 공동으로 지원했다(석한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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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무역보험공사의 역할 (Jun et al., 2019 재인용)

구분 후순위대출
(지분투자 포함)

선순위 대출
(보증 포함)

선박채권
(보증 포함)

국적선사 ▲●□◈ ▲△●□◈ ▲

외국선사 ▲● ▲△● ▲△

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보증), ●산업은행, □캠코, ◈해양진흥공사
자료: 저자작성

4.4.4 정부의 전략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정부는 계획의 2단계에 해당하는 ‘해운 산업 리더 전략’을 공개했다. 해당 계
획은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한다. (1) 해운 산업 규모 70조 원 초과, (2) 컨테이너선 150만 TEU 달성, (3) 
선박 140백만 DWT 달성(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더 나아가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의 상용화 지원 및 LNG 벙커링선과 벙커링 터미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선박을 528척까지 증대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4.4.5 온실가스 감축 전략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2021년 12월 발표했다(기
획재정부, 2021b). 해운업에서는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1,019,000 톤 기준 70% 감축한 수준인 307,000 톤으로 저감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021b). 해당 수치는 세계 해운업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어
업의 온실가스(2018년 3,042,000톤) 보다 배출량이 낮다. 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는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어선을 
탄소 저배출 및 배출 제로 어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LNG 및 기타 저배출 연료를 활용하기 위
한 노력을 증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을 상용화할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 운영 선박을 우선적으로 교체함
으로써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21b). 

2023년 1월부터 발표될 IMO의 온실가스 규제 조치에 부합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엔진 출력을 제한하기 위한 기기 설치 비용의 
10%를 국내 해운 회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임병준, 2022).

표 10 2050 해양수산부 탈탄소화 계획 

정부 지원 하에 HMM은 하이브리드-레디 스크러버(hybrid-ready scrubber) 를 설치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다
(23,000 TEU 컨테이너선 12척 및 15,000 TEU  컨테이너선 8척). 앞서 2018년에 현대해운해상은 11,000 TEU 컨테이너선 
2척과 초대형 유조선 5척에 스크러버를 설치한 바 있다(신학승, 김동윤, 2020). 그러나 고려해운은 아시아 역내에서만 운항하
는 소형 및 중형 컨테이너선만 보유하고 있어서 스크러버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 저유황유(VLSFO : Very Low Sulphur Fuel 
Oil)를 사용했다. 단, 고려해운은 기존 5,000 TEU 컨테이너선과 1,8000 TEU 컨테이너선 4척에 스크러버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학승, 김동윤, 2020). 장금상선은 아직 보유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스크러버를 설치할 계획은 아니다. 단, 신규 발주 선박 14
척에 대해 스크러버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학승, 김동윤, 2020). 팬오션은 기존 선박 15척과 신규 발주 선박 11척을 대상으로 
오픈-루프 스크러버(open-loop scrubber)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선박까지 포함하면 팬오션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선대 
중 38%에 해당하는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셈이 된다(신학승, 김동윤, 2020).

중소형 해운 회사의 탄소 배출 제로 선박 보유 및 운영 지원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해운산업의 확인할 수 있다. 

(단위:만톤)

부문 ‘18년 배출량 ‘50년 목표배출량 감축률

해양수산업 전체 406.1 42.2 90%

해운 101.9 30.7 70%

수산∙어촌 304.2 11.5 96%



탈탄소 해운산업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국내 해운산업 현황 및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32 33

상자 2 대체 연료 

대체 연료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95%(102,960척)가 주요 추진 엔진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Arief & Fathalah, 2022). LNG 연료선이나 
스크러버 장착선, 기타 연료선의 비중은 5.6%(5,753 척)에 불과하다. 5.6%에 해당하는 선박 중 대다수(78%)는 스크러버를 설치한 반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16%,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6%에 불과하다(관계 부처 합동, 2020). 

국내에서 선박 10,038척 중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스크러버를 사용하거나 디젤 엔진 이외 여타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은 3.4%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3.4%의 대다수(93%)는 스크러버를 설치한 데에 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6%, 전기를 추진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1%
이다(관계 부처 합동, 2020).

탈탄소화에 대한 압박을 받음에 따라 해운 업계는 현재 LNG 연료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클락슨 리서치(Clarksons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1,050척이고, LNG 추진선 700척 이상이 수주 및 인도 예정이다(Comer et al., 2022). 대
한민국도 LNG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울산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LNG 벙커링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해왔다(LNG World News Staff, 2016; 신학승 및 김동연, 2020). 

디젤 및 중연료(MDO 및 HFO)에 비해 LNG는 SOx, NOx 및 PM10과 같은 오염원 배출을 상당량 절감한다. 그러나 메탄 슬립(methane slip) 으
로 인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8~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지 못한다(Wang & Wright, 2021). 메탄 슬립이란 메
탄 가스가 공기로 유입되는 현상을 의미한다(MAN, 2022). 메탄은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 대비 100년 간 온실가스 효과를 28배 더 강력하게 발생
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하다(MAN, 2022).

그러나 해운업이 파리협약을 준수하려면 업계 전체가 LNG를 포함한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Fricaudet et al., 2021). 최근 실시된 
연구 조사 내용에 따르면 LNG 추진 선박을 탄소 배출 제로 연료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박은 최근 발주된 혹은 발주 예정인 LNG 선박의 표준 
자산 및 가치를 기준으로 미화 8,9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2030년까지 손실된다(MAN, 2022). 또한 LNG 인프라가 미리 구축된 경우 기존 투
자 규모로 인해 탄소 배출 제로 연료 전환을 둘러싼 이점이 적을 것이다(Barry et al., 2021). 예를 들어 부산항의 LNG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은 
미화 130 ~ 140억 달러에 달한다 (N. K. Park & Park, 2019). 통상적으로 선박이 20~30년 운항 후 경제 수명이 다해 은퇴함을 감안하면, 엄연한 
화석 연료인 LNG를 사용할 경우 앞으로 수년간 탈탄소화를 향한 길이 막힐 것이다(IMO, 2016).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연료 중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가 가장 전망이 밝다. 친환경 수소는 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무하다. 
그러나 중유 대비 밀도가 낮아 저장에 어려움이 있고  –253°C에서 액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Ash & Scarbrough, 2019). 이에 더해 수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무거운 연료탱크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화물선에 적용에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Dempsey, 2021a). 

친환경 암모니아는 수송 및 저장이 더 용이하나 독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기준을 요한다(Barry et al., 2021). 그러나 수소위원회
(Hydrogen Council) 및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LNG를 포함한 여타 연료와 비교해 친환경 암모니아는 컨테이너선 운항에 장
기적으로 비용을 가장 적게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김은미, 2022).

암모니아와 수소를 비교하면 암모니아는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보관이 용이한 안전한 연료이나 수소에 비해 연료의 전과정 배출량(WtW : well-to-
wake)이 더 높다(Inal et al., 2022).

바이오 연료 및 메탄올을 비롯한 여타 대체 연료는 탄소 배출 제로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생산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
결책이 아니다. 게다가 친환경 메탄올은 암모니아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든다(Barry et al., 2021; Gielen et al., 2021).

표 11 추천 연료 (Barry et al., 2021 수정 후 인용)

표 12 단기 임시 연료로 적합

연료 장점 단점

배터리 페리, 예인선 같은 단거리 선박에게 적합. 장거리 
선박일 경우, 보조 전력이나 하이브리드 추진  
장치에 사용 가능

장거리 항해하는 대형 선박에는 부적합.  
리튬 이온 전지는 안전 리스크가 있음

녹색 수소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탄소 배출 제로.  
수전해를 통해 생산될 수 있음

기존 연료보다 밀도가 낮음. 매우 낮은 온도에서 
액체화가 됨. 인화성 물질.

태양광 무료 및 재생. 온보드 전기와 보조 전기로 적절함. 다른 연료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수소 또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배터리와 같지만 연료원이 있으면 충전이  
필요하지 않음; 확장 가능성 높음

화석 연료에 비해 밀도가 낮음. 화석연료에 비해 
비용이 높음

풍력 무한, 무료, 재생 에너지 다른 연료와 함께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녹색 암모니아 내연기관 또는 연료전지를 활용될 수 있으며  
수소로 변환 가능

독성. 추가 안전 및 유출 방지 대책 확보 필요
* 탄소 배출 제로이나 바다와 해양생물의 안전을 
위해 추가 시험이 더 필요하며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

연료 장점 단점

E-메탄올 적은 변경으로도 기존 연료 탱크와 벙커링을 사용할 수 
있음. 인화성이 낮으며 환경 안전이 우수함. 메탄올이 바
다에 유출시 메탄올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분해
되며 환경 영향이 사실상 없음.

탄소 배출 제로가 아님

표 13 비추천 연료  (Barry et al., 2021 수정 후 인용).

연료 단점

LNG 탄소 배출 제로가 아니며, 기존 연료 대비 전 과정 기준으로 더 나쁠 수 있음

바이오연료 쓰레기나 비곡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탄소 배출 제로가 아니며, 기존 연료 대비 전 과정 기준으로 종종 더 나쁨

원료 생산을 위해 산림파괴 또는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원자력 상당한 환경, 건강, 안전 리스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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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제언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총 탄소 배출량 중 국제 해운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외되어 있다. 국제 해운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해운산업에서 발생하
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701,370.42Gg의 3.9%에 해당하는 27,392.32Gg에 달한다. 해
외 벙커링에는 대한민국 국적 외 타국적 선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예산에 해외 벙커링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전부 포함할 수 없더라도 현재 수치보다 더 상승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국제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지속적으로 배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해양수산부는 2050
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국내 해운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70%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운산업보다 배출량이 월등히 더 많지만 목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제 
해운산업으로 인한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운업이 2050년까지 국제 및 국내 해운산업에서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해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해운 업계가 탈탄소화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해운 및 항만 공
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1. 2050년 혹은 그 이전까지 국내외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 선언 
세계 해운 업계가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 시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C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이상
적으로는 2040년까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Comer, 2021). 세계 해운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2050년 이전까지 온
실가스 배출 제로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을 경우 기후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해운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및 국제 해운업 모두를 아우르는 탈탄소 선언은 가능하면 IMO가 두번째 해운업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출하는 2023년 7월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개최한 제27차 UNFCCC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2050년
까지 국제 해운업이 단계적으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2022). 
이러한 선언 내용은 이전과 비교해 진일보한 게 분명하나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 및 국제 해운업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
한다면 더욱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2050년까지의 최종 목표를 선언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5년, 2030년, 2035년 및 2040년까지의 중간 목표 설
정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추후 급격하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
릴 것이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궁극적으로는 2050년보다 더 이른 시기
로 목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선언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국제 해운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해
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기타 선언
2050년 혹은 이전까지 국내 및 국제 해운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 선언 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을 선언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정박선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선석 규제안 수립 :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최대한 신속하
게 해운업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대한민국 영해 혹은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중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용을 의
무화하도록 새로운 정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수 많은 생명
을 구조하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암 발병을 방지하며, 탄소 배출 제로 솔루션에 해운 회사가 투자하도록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음을 연구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다(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 2022a). 캘리포니아주의 선석 규제법안(At Berth 
Regulation)은 육상 전력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국내 사정에 맞춰 적용 및 조율할 수 있는 귀중한 선례가 된다. 

2030년과 2035년까지 페리선 및 상선의 탄소 배출 제로 기준 수립 : 탄소 배출 제로선박 시장 형성을 가속화하고 항만 및 조
선사가 전기 및 수소 기반 기술에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예인선을 포함한 상선 및 기타 선박이 100% 전기 추진 방식 혹은 여
타 탄소 배출 제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선박은 더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외항선보다 규모가 
대체로 더 작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제로로의 전환이 더 용이하다. 페리선 전동화는 해양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대중 및 국제적 지
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가령 2030년 세계 엑스포 시기에 맞춰 100% 무배출 페리선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 기후 리더십
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2022년 3월에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항만 선박 규제법안(Harbor Craft Regulation)은 미국 내 페리선에 대한 탄소 배출 제로 
표준을 수립한 첫 사례로 상업 여객 낚시선, 파일럿 선박, 120미터 이상의 탱크 바지선, 작업선 및 탐사선 등을 대상으로 배출 
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203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규제당국에서
는 캘리포니아 주민 531명의 생명을 구하고 주민들에게 미화 5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보건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한
다(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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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해운항로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해운업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녹색 항로를 제
안했다. 미국 국무부는 녹색해운항로 대해 늦어도 2050년까지 업계 전반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항로의 모든 부분에
서 온실가스 무배출을 달성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진 탄소 저배출 및 배출 제로 연료 및 기술을 보여주는 항로라고 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IMO의 목표가 미흡하고 현 상황에서 해운 업계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
이도록 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50년까지 정부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클라이드뱅크 선언과 같은 국제 조
약 및 선언에 가입해야 한다(Dft, UK, 2022). 더 나아가 국제 해운업은 국제 공조를 요하기 때문에 국가간 녹색해운항로는 이
러한 공조 형태의 매우 적합한 사례가 된다. 

가. 클라이드뱅크 선언
미국이 제안한 녹색해운항로 이외에도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22개 국가는 국제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
해 2021년 11월 클라이드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에 서명했다. 클라이드뱅크 선언 서명 국가는 최소 6개 녹색해
운항로를 구축해야 하고 2030년까지 확충해야 한다(DfT, 2022). 더 많은 국가가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
이 녹색 항로 확충을 위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해운업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국제 협력 강화는 필수
이다. 대한민국이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참여하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이 해상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클라이드뱅크 선언 서명국가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나. 개별 녹색해운항로
아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간 합의로 개설한 녹색해운항로이다:

1.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 – 상하이항: 이들 두 개 도시는 올 연말까지 녹색해운항로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Sporrer, 2022). 상하이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이고,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은 미국 최대 항만이다. 이 두 항만
의 물동량을 합치면 5천만 TEU에 달한다 . 

2.  싱가포르항-로테르담항 : 세계 최장 거리 녹색해운항로이다(Schuler, 2022). 싱가포르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만이
고 로테르담항은 세계 10위 규모의 항만이다. 이들 두 개 항만의 물동량을 합치면 5천만 TEU에 달한다.

3. 기타 주목할 만한 녹색해운항로 :
 가. 몬트리올항 – 안트워프항 (Gedeon, 2022) 
 나. 칠레 녹색해운항로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2022a)
 다. 유럽 녹색해운항로 네트워크(2022월 3월 30일 발표)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2022b) 
 라. 북유럽 녹색해운항로(2022년 5월 3일 발표) (Carstad & Eriksen, 2022)
 마. 로테르담항 – 예테보리항(2022년 10월 14일 발표) (Port of Rotterdam, 2022)  

다.  대한민국의 녹색해운항로
부산-시애틀∙타코마 녹색해운항로: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해당 항로를 녹색해운항로 후보로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우
리나라는 제27차 기후당사국총회에서 미국과 함께 부산항 – 시애틀∙타코마항 간 녹색해운항로 조성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발
표했다(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2022).

부산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규모가 큰 항만이자 두 번째로 큰 환적항이고, 시애틀∙타코마는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항
만이다. 이들 두 항만을 결합할 경우 물동량이 2천만 TEU에 달한다. 아시아-북미간 항로가 가장 혼잡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부산 – 시애틀∙타코마 항로는 로스앤젤레스 – 상하이 녹색해운항로와 함께 해운의 탄소 배출 제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친환경 연료 연구 및 개발 가속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녹색 연료 연구 및 개발 분야에 대한 공공 및 기업의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 
현재 탄소 배출 제로가 가능한 대체 연료는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이나, 이들 대체 연료의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는 
203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 및 개발을 가속화하여 2030년 이전에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4. LNG 추진선을 포함한 신규 화석 연료 추진 선박 및 LNG 벙커링 대상 공적 자금 투입 중단 
정부는 친환경 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30년까지 기존 중유와 LNG 추진 선박을 포함한 신규 화석 연료 추진 선박
을 대상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수명은 25년이기 때문에 2025년 이
후 LNG 추진 선박 건조 신규 발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SAFETY4SEA , 2020).

5.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해운 회사, 조선사, 항만 공사, 연구 기관, 노동 조합, 기업과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시민 사
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위한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한편, 해운 업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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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제언 
여타 국가는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Fit for 55에 따라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저감하며 탄소 배출량을 공격적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연
합의 FuelEU Maritime이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서 규제 법안을 제안했는데 선상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수
명 주기 요건을 적용하도록 EU 회원국 항만을 대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FuelEU Maritime 규제안은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상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수명주기 온실가스 관련 요구 사항을 도입
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안은 2030년부터 육상 전력 혹은 이에 준하는 배출량 저감을 달성하는 탄소 배출 제로 기술을 컨테이
너 및 여객선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본 규제안은 2023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Legislative Observatory, 2021). 또
한 Fit for 55 체제하에 국제 해운 분야는 2023년부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된다(Psaraftis, 2021). 해
운업이 포함됨에 따라 유럽연합 역내 해운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역외 항만 간 운
송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그리고 유럽연합 정박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전량을 포함한다(Coming 
Soon, 2021; Psaraftis, 2021).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는 CO2,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천연가스가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단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대한민국도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왔
다(이현균, 2021). 정부는 주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집약도를 토대로 배출권을 배분한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75%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타 기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해운 분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어 
있지 있다(이현균, 2021). 우리도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해운 정책을 집행한다면 해운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
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해운산업의 추세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업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탈탄소화 노력의 가속화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를 하
는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자리 매김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운 및 조선 산업이 중요하기에 정부와 업계가 속히 힘을 모아 탈탄소화 지연에 따른 기후 및 전환 리스크를 해
소하고 2025년, 2030년 및 2040년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기존 대비 강화된 미국 및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 및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 배출 제로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가 해운업에서 선도적 지
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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