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응작업반 7차회의 결과 보고

 개

요

○ 회 의 명 : 환경규제 대응작업반 6차 회의
○ 일시/장소 : 2018. 11. 23(목) 14:00~17:30 / 선주협회 부산사무소
○ 참 석 자 : 선주 및 관리사, 연구기관 등 14명
광양선박, 포스에스엠, 천경해운,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성호해운
지마린서비스(2), KOMERI, KLCSM, 현대해양서비스, 동진상선,
선박관리협회, 해사안전연구소, 선주협회

 발표 및 논의사항
○ MEPC 73차 결과
- 0.5% 저유황유 사용강제화를 위한 협약개정안 채택
-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IMO 조치사항
ㆍISO 표준개발 독려
ㆍ정유업계(NGO)의 기술정보 제공요청
ㆍ선박이행계획서 개발 (MEPC.1/Circ.878)
ㆍPPR 전문위원회, MSC 위원회의 연료유 안전문제 진단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사항 논의
ㆍEEDI 강화, SEEMP 강제화 검토

○ 선박연료유 표준개발 현황점검
- MEPC 71차 ISO 8217 표준개발 요청, ISO 작업반 개설
ㆍ해상연료유 품질지침서의 최신정보 수집 및 표준반영
ㆍ‘18.2월 휴스턴 연료사고 발생, ISO 표준개발 당위성 부여
- 저유황유 주요 사항
ㆍ안정성, 유동성, 산성도, 점성도, 탄소방향족성지수(CCAI)

○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및 MEPC 73차 기타의제
- 해양 외래종 이동 방지를 위한 Bio-Fouling 지침 개정 필요성
ㆍ관리절차, 방오성능유지, 수중소제 및 선체설계와 교육사항 명시
- 선박 기인 수중소음 지침서 개정 필요성
ㆍ프로펠러 공동화 현상 및 선박정비, 설계부분의 규제 예상
- 선박재활용협약
ㆍ인도의 재활용시설 일본 투자, 인도 비준시 발효조건 만족 가능 우려
- 해양플라스틱
ㆍ선박 중수(Grey Water)의 환경영향 평가, 컨테이너 유실보고 의무화 도입
ㆍ30개 조치사항을 포함한 결의서 승인, MEPC 74차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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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국내현황 및 대응사례
- 국가 온실가스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ㆍ해운부분 온실가스 2030년까지 BAU 대비 15.1% 감축목표(19.1만톤)
-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사업장 목표관리제 시행
ㆍ‘14년, 업체 : 50 K.TON CO2-eq (200TJ), 사업장 : 15 K.TON CO2-eq (80TJ)
ㆍ‘18년 11개 업체 등록(’17년 9개), 해운사 및 현장 방문교육, 사업자 사전검증
- 과거 3년간 배출량 기반의 감축목표 설정
ㆍ연료절감 시행중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감축목표 설정, 감축여력 부족

 향후계획 및 요청사항
○ 작업반 운영계획
- 단체 대화방 개설 및 실시간 소통방안 마련
ㆍ정보 공유 및 Q&A 활성화, 신속한 의견조회 채널 구축
○ 제8차 회의 일정
- 1월 중순, PPR 6차 회의기간 이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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