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응작업반 4차회의 결과 보고

 개

요

○ 회 의 명 : 환경규제 대응작업반 4차 회의
○ 일시/장소 : 2018. 2. 27(화) 13:30~16:00 / 선주협회 부산사무소
○ 참 석 자 : 에이치라인해운, 광양선박, KOMERI, 포스에스엠, 천경해운
지마린서비스, 현대해양서비스, 선주협회 (3명)

 논의사항
○ PPR 5차 회의 결과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 5차 회의)
- 비상대책방안 논의
ㆍ취수시 발생하는 BWMS 기술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체방안 제안
ㆍ다수 회원국의 찬성하였으나, 비상대책방안 정의와 불일치로 미채택
BWM 작업반은 PPR 6차에 제안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결정함
- 선박평형수 Sampling 표준 및 SDL 논의 경과
ㆍ평형수 표본의 대표성 확보 vs 설치시 부작용 우려 (미채택)
SDL을 통한 자가 모니터링 강제화 부담발생 (MEPC 72차 채택예정)
- 2020 Sulphur Cap
ㆍ이행시기 연기가능성 無 (No Turning Back!, PPR 개회사 中)
ㆍ이행지침, 협약개정안, 연료유 표본채취 및 검증지침 개발 예정
※ 회기간 작업반(7월) 작업 후 PPR 6차 보고 예정
- Black Carbon

ㆍ배출원(HFO>MGO), 배출영향 확인 및 측정방법(FSN, PAS, LII) 논의
ㆍ북극 해빙 가속화로 인한 북극권 배출감축방안 마련 필요
○ Bio-fouling 대응을 위한 방오도료(A/F Paint) 성능검증 표준화 방안
- Hull Fouling을 통한 외래종 도입가능성 대두 및 규제강화 예정
ㆍ미국은 California Bio-fouling Regulation 발효 (2017. 10. 1.)
※ 방오성능 유지를 위한 기록 관리 및 보고 의무화
ㆍIMO는 MEPC 72차에 2011년 관련 지침의 개정이 제안됨1)
- 선주의 방오도료 평가 및 선정 기준 의견 요청
○ Scrubber 형식승인 지침개정 동향
- MEPC 71차에서 EGCS 지침 개정을 PPR 5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ㆍ용어의 통일, 배출수 표본채취 방법, 분석과 모니터링 지침 개발
ㆍ과도한 운전 또는 일시적인 고장, 오작동에 대한 지침 개발
ㆍ통신작업반 개설시 국내 선사의견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

 향후계획 및 요청사항
○ 4차 작업반 회의
- 4월 중하순 개최 예정 (MEPC 72차 이후 예정)
○ Scrubber 지침개정관련 선사의 의견 요청
- Scrubber 지침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 선주협회 참여예정
○ 방오도료 평가 및 선정기준 의견 요청
- 3개 문의사항에 대한 선사 및 관리사 의견 제공

1)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공동제출 (MEPC 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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