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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MEPC 74 차 심의 속보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런던의 국제해사협회(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 74 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이하 MEPC 74차) 의 심의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본 속보는 ClassNK 출석자로부터의 비공식 정보 및 회의장에서 배포된 Working Paper를 

바탕으로 속보성을 중시해서 작성하고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 온실가스(GHG) 

국제 해운에서의 온실가스(GHG) 배출 억제 대책은 IMO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 (EEDI),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 (SEEMP)에 의한 규제 및 연료 소비 실적 보고 
제도 (DCS)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에 개최된 MEPC 72차에서는 GHG 감축 목표와 감축 
대책 등의 후보를 포함한 IMO GHG 배출 감축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1.1 EEDI 규제에 관한 기술 개발 상황 리뷰 

MARPOL 조약 부속서 VI 제 21.6 규칙에서는 EEDI의 개선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 동향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필요하면 Phase의 개시 시기 및 감축률을 수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MEPC 71차 
에서는, Phase 3의 조기 실행이나 Phase 4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을 코디네이터로 하는 
Correspondence Group (통신그룹, 이하 CG)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 MEPC 73차의 합의 
사항과 통신 그룹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EEDI  Phase  3 규제의 재검토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반영한 MARPOL 조약 부속서 VI 의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020 년 봄에 
개최되는 MEPC 75 차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 컨테이너선은 적용 시작을 2025 년에서 2022 년으로 앞당겨 선박의 사이즈에 따른 감축률로 
한다. 

DWT 감축률 

10,000 이상   15,000 미만 15~30% (DWT 에 따라 선형보간) 
15,000 이상   40,000 미만 30% 
40,000 이상    80,000 미만 35% 
80,000 이상  120,000 미만 40% 

120,000 이상  200,000 미만 45% 
200,000 이상 50% 

- General Cargo Ship, LNG Carrier, Cruise passenger ship 은 적용 시작을 2025 년에서 2022 년으로 
앞당겨 감축률은 30 %를 유지한다. 

-  Gas carrier (LPG carrier)은 15,000DWT 미만의 소형 선박은 2025 년의 적용 개시를 유지하고 
15,000DWT 이상의 대형 선박은 적용 시작을 2025 년에서 2022 년으로 앞당긴다. 감축률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30 %를 유지한다. 

- 그외의 선종은 현행규정대로 2025 년의 적용개시를 유지하고 감축률도 3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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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Bulk  Carrier  Reference  Line 
대형 Bulk Carrier 에 대한 규제치가 극단적으로 엄격해 질 것으로 인식되어 279,000DWT 이상의 
대형 Bulk Carrier 에 대한 Reference Line 을 수정하는 MARPOL 조약 부속서 VI 의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MEPC 75 차에서 채택 될 예정입니다. 

3)  Ice Class 선에 관한 규제 
1A Super 및 1A 적용의 Ice Class 선에 그 구조 등을 고려한 보정 계수를 EEDI 계산식에 추가하는 
EEDI 계산 가이드 라인(결의 MEPC . 308(73)) 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4)  EEDI Phase  4 규제의 검토 
EEDI Phase 4 규제 도입 검토를 계속하기 위해서 통신 그룹(CG)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2020 년 봄의 MEPC 75 차에 중간 보고, 2020 년 가을의 MEPC 76 차에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2 EEDI 규제와 최저 추진 출력 규제 

선박이 악천후에서 Maneuverability 를 유지하기 위해, MEPC 65 차에서 잠정 최소 추진 출력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MEPC 71 차에서는 잠정 가이드 라인의 적용 기간을 Phase 2 까지 
연장키로 합의되었습니다. 한편 이 최저 추진 출력 규제에 의한 일정 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반면, 
Phase 3 규제가 강화되므로 Phase 3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MEPC 73 차에서는 EEDI 규제와 최저 추진 출력 규제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통상 항해 때에는 기관 
출력을 제한하고 비상시(황천시)에는 출력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EEDI 계산 가이드 라인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MEPC 74 차에서 계속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출력 제한을 EEDI 인증에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가이드 라인의 정비 및 IEE 

증서 서식의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출력 제한의 Concept 에 대한 이해는 얻을 수 있었지만,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최저 추진 출력 가이드 라인을 최종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시키는 일도 
합의되었습니다. 

1.3 IMO GHG 배출 감축 전략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세계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점부터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GHG 배출 감축목표가 세계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EPC 72차에서는 2030년까지의 단기 
GHG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 및 각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대책 후보를 포함한 IMO 
GHG 배출 감축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5 월 7 일부터 10 일까지 개최된 중간 회의에 이어 기존 선박에 대한 단기적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2023 년 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여 향후에도 검토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 감축 
방안으로서 제안 되고 있는 주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 EEXI） 
 Annual Efficiency Ratio (AER)  
 Maximum Operational Speed 
 SEEMP 를 정기검사화 하여 자주적인 연비개선목표설정을 의무화 

또한, GHG 배출량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항만 개발을 장려한 MEPC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GHG 
배출 감축 방안의 검토를 가속화 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및 2020년 3월에 중간 회의를 열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2. 대기오염 관련 

2.1 선상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Sampling 분석  

SOx 배출 규제 해역(ECA)의 2015년부터 황 함유량 규제 강화 및 2020년부터 일반 해역의 이 규제 
강화를 위한 항만국 검사(PSC)등에서 선상에서 연료 Sampling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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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차에서는 연료의 선상 Sampling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했습니다(MEPC.1/Circ.864). 
이번 회의서는 기존 선박을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연료의 Sample 채취 위치 지정을 

의무화 하는 MARPOL조약 부속서 VI 제14규칙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연료유 
중의 황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연료유 Sampling 검증 순서를 규정하는 동 조약 부록 VI 의 개정안도 
승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MEPC 75차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2.2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일반 해역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0.5%로 강화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0.5% 규제에 대한 통일적 실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적합 연료유의 수급 및 사용에 관해 다음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의해야할 연료유의 성질과 상태 
 정기적검사 및 기항국 검사（PSC）에서의 확인사항 
 적합연료유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기국 및 기항국 주관청에 제출하는 FONAR（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의 작성 요령 

2.3 적합 연료유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선박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적합 연료유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2.2 항에 기재된 FONAR(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을 작성하고 기국 및 기항국 주관 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적합유를 보유한 경우, 다음 기항지에서 검토해야 할 조치 등을 정리한 지침을 MEPC 
Circular로서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비적합유를 보유하여 항해한 선박의 다음 항의 항만국 주관청에 대하여 환경, 안전, 
운항상의 영향을 고려한 다음, 잔류 비적합 연료유를 하역하거나 혹은 그대로 선상에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국, 항만국 주관청 및 선박에 대하여 협력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4 배기 가스 정화 장치 (EGCS)의 배수 

MARPOL 조약 부속서 VI 제 4 규칙에서는 적합 연료유의 사용 대신하여 동등한 조치로 배기 가스 
정화 장치(EGC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외로부터의 해수를 세정수로서 이용하는 Open-Loop 식 EGCS 에서는 세척에 이용한 해수를 선외 
배출하게 되지만, EGCS 가이드 라인(결의 MEPC.259.(68))에 규정되는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세척 수의 선외 배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EGCS 로부터의 배수에 의한 해양 환경에의 악영향을 
염려하는 항만에서는, Open-Loop 식 EGCS 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GCS로부터의 배수에 의한 해양 환경에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를 행하기 위한 신규 

작업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0 년 2 월에 개최되는 오염 방지·대응 소위원회 (PPR 소위원회) 에서 
심의가 개시됩니다.  

2.5 배기 가스 정화 장치 (EGCS) 고장시의 취급 

배기 가스 정화 장치(EGCS)의 보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치가 고장난 경우의 지침 
작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GCS 의 모니터링 기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정리한 

Guidance 가 채택되었습니다.이 Guidance 에서는 배기 가스량의 일시적인 증가 등에 따른 모니터링 
기기가 배출 규제치 초과를 기록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인식 하지만, 배출 규제치 초과가 
계속해서 이어져 이 시스템 오작동이 1 시간 이내에 복구 될 수 없는 경우는 고장으로 판단하고, 적합 
연료유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국 및 항만국 주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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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 평형수 관리 조약 관련 

3.1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탑재시의 성능 확인 

이전 MEPC 73 차까지의 심의에서는 평형수 처리 장치의 탑재 시에 시운전을 실시함과 동시에, 
평형수의 분석을 하고 평형수안의 생물량을 파악함으로써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는 방침이 
합의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운전 및 평형수의 분석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조약 요구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취급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평형수 처리 장치의 탑재 시에 시운전 및 평형수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 위한 평형수 관리 조약의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음 MEPC 75 차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4. 기타 검토 과제 

4.1 전자기록부의 이용 

MARPOL 조약에서는 동 조약 부속서 I 에 규정되는 Oil Record Book 등, 선박에서 사용·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기록부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록부의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기록부의 이용기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 기록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MARPOL 조약 및 NOx Technical Code 의 

개정 및 전자기록부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조약 개정이 발효되는 2020 년 10 월 
1 일 이후, 종이 매체에 의한 기록부 대신 전자 기록부를 사용할 경우 전자 기록부는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2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투기에 대하여 2013 년 발효된 MARPOL 조약 부속서 
V 의 개정으로 모든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UN 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선박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인과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조사 방법 등을 작성함과 동시에, 어구의 우발 유출 시의 보고 요건, 

폐기물 기록부의 설치 의무 요건의 재검토, 컨테이너 유출시의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하여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4.3 AFS 조약 개정 

2008 년에 발효된 선박의 유해한 방오(Anti-fouling) 방법의 규제에 관한 국제 조약(AFS 조약)에서는 
선저 도료로서 유기 주석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유해성이 확인된 
Cybutryne 을 금지 물질에 추가하도록 하자는 유럽국가로부터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Cybutryne 을 금지 물질에 포함시키는 동 조약의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선의 

선저 도료로서 이미 도포되어 있는 Cybutryne 제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 년 2 월에 개최되는 오염 방지·대응 소위원회(PPR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4.4 오수 처리 장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MARPOL 조약 부속서 IV 에서는 선박에 오수 처리 장치를 탑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오수 처리 
장치는 배수 기준 및 성능 시험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결의 MEPC.227(64))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고 선박에서 오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조사보고를 감안하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수 처리 장치에 대한 기술요건 및 검사요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신규작업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2020 년 2 월에 개최 되는 오염 방지·대응 소위원회(PPR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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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택된 강제요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강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Ice Class 선에 대한 EEDI 규칙 적용 

Polar Code의 Category A에 해당하는(이른바 IA Super를 초과하는) Ice Class선을 EEDI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MARPOL 조약 부속서VI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발효일：2020 년 10 월 1 일 

5.2 MARPOL 조약 부속서 II 및 IBC Code 

잔류성 부유 물질의 배출/세정에 관한 규정이 MARPOL 조약 부속서 II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황화 수소 검지기의 설치 요구 이외의 최소 요건의 개정을 포함한 IBC Code 및 BCH Code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발효일：2021 년 1 월 1 일 

5.3 전자기록부 

전자 기록부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명기하기 위한 MARPOL조약 및 NOx Technical Code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4.1항 참조) 

발효일：2020 년 10 월 1 일 

5.4 SCR 인증요건 

SCR 등의 NOx 저감장치를 갖춘 엔진에 대한 NOx 인증에 있어서, 육상 시험에 근거한 사전 
시험(Scheme A)과 탑재 후에 기관과 SCR를 조합한 상태로 NOx 계측을 실시하는 실제 기기 
시험(Scheme B)을 동등의 인증 방법으로서 규정하는 NOx Technical Code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동 개정을 운용하기 위한 SCR 인증 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아울러 채택되었습니다. 

발효일：2020 년 10 월 1 일 
 

*** 
 

일본해사협회 부산 사무소는 국제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Disclaimer  

ClassNK does not provide any warranty or assurance in respect of this document. 
ClassNK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2. Copyright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pyright and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tents in this document are vested in and shall remain vested in ClassNK.  

본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부산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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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462-8221~3 
Fax: 051-462-6022 
E-mail: ps_plan@classnk.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