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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내 해운선사가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

여 LNG 추진선을 발주하는 과정이 기존의 중유(벙커C유)연료를

중심으로 한 사회기술시스템의 새로운 LNG 연료 기반 시스템으로

의 전환 과정이라고 보고, 그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와 촉진하는

요소를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 연구에서 선사들의 대응 전략을 경

제성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일차원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환 과정에서 실무적 관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했다. 주

요 행위자로 판단되는 국내 중소형 해운기업, 대형 해운기업, 한국

선주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선급의 담당자와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했고,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관점의 ‘탄소잠김’ 현상을 분석

틀로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을 했다.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국내 해운 기업의 LNG 연료 전환을

저해한 요소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쟁이 과열

된 해운업계에서, 선사들은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한 친환경 기술

선택을 보류하고 단기적 관점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LNG 연료 공급사의 독점 공급 구조로 인하여 형성된 높은 LNG

공급 가격과 부족한 인프라 시설은 LNG 연료 선택의 걸림돌로 작

용했다. 셋째, 강화될 IMO 온실가스 규제 방향의 불확실성과 낮은

신뢰도는 LNG 연료가 암모니아, 바이오, 수소, 전기추진과 비교하

여 차세대 대표 연료가 될지, 차세대 탈탄소 연료 개발까지 시간

만 벌어주는 ‘브릿지’ 역할의 연료에 불과할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을 건조하면 20년을 사용해야 하는 선주

들은 불확실성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는(wait and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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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넷째, 유럽과 일본의 선사들과 비교하여,

국내 선사들은 경로 의존적이고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바뀔 친환경 연료 시장에 대해 소극적 태도와 결정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LNG 추진 벌크선을 4척 발주한

중형 해운기업의 사례에서는 이미 확보한 장기계약 운송건의 계약

기간 조건을 늘림으로써 투자 위험 분산을 최소화하고, 다른 행위

자인 화주/조선소/LNG 공급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벽 문제를

해결했다. 무엇보다 회사 경영자의 강력한 연료전환 의지와 기업

의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이 연료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 결과로 밝혀진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한 LNG연료 전환을

저해하는 장벽과 동인 요소는 선박수송분야 사회기술시스템이 가

진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연료 전환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선박 분야에서는 LNG 연료 이외에

도 암모니아, 바이오, 수소, 전기추진 등의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

표로 하는 탈탄소 연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

후 차세대 연료 전환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선박수

송분야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다층적으로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사회기술시스템, 선박연료전환, 황산화물 배출규제, 탄소 잠

김, 질적 내용 분석

학 번 : 2019-2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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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 평균온도 상승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

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국제

적 규제가 강화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고 있다. 국제 해운 분야의 경

우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및 감축을 특정 국가의 의무로 한정 지을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에 국제 해운 부

문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로 약

칭)를 통하여, 선박용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 및 감

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운송은 수송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만 철도, 도로, 항공 운송수단보다 단위당 운송비용이 가장 저렴하여 세

계 화물 교역의 70~80%가 선박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양한 산업 분

야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 선박을 통한 물류 및 운송업계 또한 마

찬가지였다. 코로나 19 발생 직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국

제 무역 또한 급속히 위축되어 거래량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해운 물동

량 역시 급감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되자 팬데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가 되면서, 오프라인 리테일이 많이

약화된 반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등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수송부문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은 줄어

들었으나 물건을 나르는 무역 거래 물류량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심지어

하반기에는 물량이 폭증해서 선사 측에서 사용 가능한 선박을 모두 투입

했지만, 공급대비 수요가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컨테이너선 운임 지

수는 연신 최고치를 경신하면서1) 선사들은 보류했던 컨테이너선 신조선

1) 2021.01.15.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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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와 노후선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산업 분석기관

인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Services Ltd)의 마틴 스토포드

(Martin Stopford) 이사는 해운물류 산업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의 대응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2050년까지 연 평균 해상

물동량 증가율을 최소 0.9%에서 최대 2.0%까지 전망했다. IMO가 2020

년 8월 발행한 ‘Fourth IMO Greenhouse Gas(GHG) Study’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 5천 6백만 톤(CO2-eq)으로, 전 세계 배출 총량의 약

2.89%에 해당한다. 이 산정값은 2012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2050년에는 2008년 배출

량의 90-1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은 항해시 주로 대표적인 중유(Heavy

Fuel Oil, HFO)인 벙커C유라는 연료를 사용한다. 선박의 항해 경로나 엔

진의 종류에 따라 벙커C유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절히 다른 경유

또는 경질유를 섞은 벙커A유, 벙커B유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유는 원

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뽑아내고 남은 18개 이상의 많은 수의

탄소 원자들이 연결된 점도가 높은 혼합물질로 원유를 1차 정제했을 때

가장 많이 획득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수익성이 크지 않다. 저렴하면

서도 대량 생산된다는 특징 때문에 경제적인 연료가 필요한 선박, 화력

발전소, 대규모 공업시설 등의 주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중유는 정제가

많이 되지 않았고 탄소수가 많고 무겁기 때문에 그 속에는 황이나 질소

등과 같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박 연료인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은 3.5%(35,000ppm)로 자동차 경유의 황 함유비율(10ppm 이

하)보다 상당히 높고, 많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시

황산화물을 비롯한 대기오염을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된다.

Index, SCFI)는 2,885이다. 이 값은 14주 연속 상승한 결과 값으로 전년 같은

시점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운임지수에 해당한다. (2020년3주차 운임지수

9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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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International Gas Union)의 "Enabling Clean Marine

Transport(2017)"에서는 3% 황 함유량 연료유를 사용하는 대형 컨테이

너 선박 1척은 디젤 승용차량 5천만 대와 동일한 황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것을 계산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KMI)에

서도 황 함유량 3.5%의 연료유를 가지고 최대 70% 출력으로 운영하는

중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은 유로4를

만족하는 신형 트럭 50만 대 분량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운 분야에서는 IMO를 중심으로 전 세계 항만 및 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국가별로도 주요 항만 도시를 포함한

근해 통과 및 운항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IMO에서는

선박의 운영이나 사고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오염방

지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 Ships, 이하 “MARPOL”로 약칭)이라는 국제협약을 채택하

고 있다. 특히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서 MARPOL의 부속서 VI를 1997년

에 채택하여 2005년 발효시켰는데, “선박으로부터의 대기 오염 방지 규

칙”이라 불리는 이 부속서에는 선박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제한하고, 오존 물질의 배출을 금지

하고 있다. 부속서에서는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성분 함

량을 4.5%로 제한하고, IMO가 선박 연료유에 함유된 황 함유량을 모니

터링 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는 황산화물의 배출을

제한하는 구역인 배출통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지역별

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연료유에 포

함된 황 함유량이 1.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대체 수단으

로 배기가스 청정 시스템을 갖추거나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

른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2005년에 MARPOL 부속서 VI가 발표된 이후에도 연 1~2회 개최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이하

“MEPC”로 약칭) 회의를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배출통제해역을 확대시키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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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016년 10월 개최된 IMO 제70차 MEPC에서는 황 함유량 제한 이행

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규제를 현존 3.5%

에서 0.5% 이하로 강화할 것을 협의했고, 규제 발효 시점 일정에 대한

각 회원국 간, 산업계 간에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 강력한 규제 조치

를 “IMO 2020 Sulphur Cap”으로 부르며,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선사들이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고려 가능한 대응 방법

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고유황유인 벙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배가가스 세정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추가하는 방법, 두 번째는

황 함유율이 높은 중유 대신 저유황유(Low-Sulfur Fuel Oil, LSFO) 혹

은 선박용 경유(Marine Gas Oil, MGO)로 연료를 교체하는 방법이다. 마

지막 방법으로는 석유(Oil)가 아닌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로 약칭)로 연료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 대응이 모든 해운기업 및 모든 선박에 동일한 효

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운 기업별로 보유하고 있는 선대구조,

운항구간 등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차별화되고 복합적인 대안을 모

색하고 있다.

특히, 연료를 LNG로 교체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선박용 디젤 엔진

을 LNG 추진 엔진으로 바꾸고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관련 공급 시스템

및 연료 탱크를 교체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 뿐만 아니라, 연료를 공급

받을 LNG 벙커링(bunkering) 터미널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등이

어려움이 있다.3) 따라서 선박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연

료의 교체 과정이 아니라 연료 기반 시설과 기술, 벙커링 인프라, 연관된

사회적/경제적 환경 전반을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선사들이 IMO 황

산화물 배출 규제 대응으로 LNG 추진선을 발주하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

3) 벙커링이란 선박에 벙커C유, LNG등 연료를 주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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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강화되는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벙커C 연료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5) 배출을 30%까

지 감축할 수 있는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LNG 연

료도 연소시 일부 탄소를 배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O의

2030년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글로벌 조선, 해운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맞는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 연료 등 탄소 배출이 제로인 친

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개발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

운 선사들은 LNG 연료가 차세대 탈탄소 연료가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과도기적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동시에 연료

공급의 불안정성, 엔진 기술의 제약 등을 이유로 친환경 차세대 연료가

상용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들은 기존에 LNG 운반선(LNG carrier)을 통해 검증된 LNG 추진 엔진

기술과 이미 구축된 주요 벙커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LNG 추

진선 수요의 급증을 예상하고, 일부 선사들은 LNG 추진선 발주를 서두

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KDB산업은행이 2019년에 공동으로

펴낸 '글로벌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보고

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신조발주 선박시장의 60.3%를 LNG 연료추진

선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19년에 인도받은 최초

LNG 추진 대형 컨테이선 ‘잭사데(Jacques Saadé)호’를 비롯하여 현재 7

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운항 중인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프

랑스 CMA CGM은 2022년까지 LNG 추진선 26척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항만 지역에서도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

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5) IMO에서는 2011년에 선박온실가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규정이

MARPOL 부속서 6의 제4장(에너지 효율 관리)으로 개정ㆍ채택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2013년에 규제를 시작해 1단계인 2015 부터 2019년까지 신조발주 시 2008년 대비 최

대 10%를 감축하도록 했고 2단계인 2020년부터 2024 년까지는 연차별로 증대시켜 최

대 2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3단계인 2025년 이후 2029년까지 신조 선박은 2008년

대비 30%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발주선박은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40%까지, 2050년 이후엔 50%까지 감축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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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서비스의 2017년 배출량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7) 전국의 대기오염물

질 중 선박으로부터의 배출량은 황산화물 11.0%, 초미세먼지 8.4%를 차

지하고 있다. 특히 주요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광

양항이 위치한 시·도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2017년 기준 전

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심각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위치한 부산시는 황산화물, 초미세먼지 배출

량 중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 각각 66.9%, 37.7%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

다.

하지만 정부의 대기오염 관리 대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석탄 화력발

전소 감축,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항만보다 육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항만과 관련하여 선박 배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2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변경)(‘15-’24)」으로 인천, 평택

수도권 항만 대상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을 시작으로 황 함유 기

준 강화, 배출감수 저감장치 부착, 항만 정박 선박 대상 육상전원 공급시

설(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AMP), 야드 트랙터 LNG 연료

전환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항구

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 기준을 적용하

는 배출규제해역(ECA)을 지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항구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으로

IMO에서 발효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고 있

는 황 함유량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단위에서 선박 LNG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추진단(이하, LNG 추진단)’ 을 2017년 1월에 구성하였다.

LNG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부

단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의체로, 해운・
조선・항만・국제협력 4개의 하위 분과 및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에서는 LNG 연료선박 도입 확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대기오염배출량서비스 (https://airemiss.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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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세

계 주요 항만국과의 협력 강화와 같은 육성책을 펴고 있으며, 기자재 활

성화를 위해 부산에 ‘LNG 조선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고 핵심기

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선사는 LNG 연료로의 전환

을 시도하지 않고, 기존의 중유를 사용하면서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황

함유율이 적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대안을 선호하였다. 2018년 10월에

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선주협회의 도움을 받아 국내 선사 61곳(보유 선

박 426척)을 대상으로 IMO 규제 대응 전략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69.4%의 선박에 저유황유 사용을 고려, 29.1%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

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LNG 연료 추진선박 건조는 향후 엔진 변

경이 가능한 ‘LNG Ready’ 디자인을 포함하여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실제로 현대 상선(HMM)은 2018년에 ‘LNG Ready’ 디자인을

적용한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신조 발주했

다. 중소형 선사인 팬오션, 폴라리스 쉬핑, 대한해운 등도 스크러버 장착

을 결정했고, 선박 보유 척수가 적고 타 선사 용선 비중이 높은 SM 상

선의 경우 저유황유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일하게 포스코

의 철강, 석탄 연료를 수송하는 벌크선을 운항하고 있는 에이치라인 해

운에서 18만톤급 벌크선 2018년과 2019년에 각 2척을 현대 삼호 중공업

에 발주하여 현재 건조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강화된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기존의 석유연료를 LNG 연료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기업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에 착안하여, 시스템

관점에서 선박의 LNG 연료 전환을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는 요인을 찾

고, 정부가 대응 규제로 내놓은 제도적 노력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이었

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전환 과정의 실제적 상황이나 맥락적 이해를 높

이기 위해 설문조사나 문헌조사 방식이 아닌 인터뷰 방식의 질적 조사

방법론을 적용했다. 국내 해운선사를 비롯한 선박수송분야와 관련된 주

요한 행위자들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고, 인터뷰 내용은 사회기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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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관점에서 분석하여 선박의 연료 전환을 저해하거나 도움이 된 요소

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20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적용받아 대응이 필요한

4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을 운영하는 국내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 사람을 나르는 외항 여객선은 제외하고,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선

박이 해당되며, 원양 항로를 다니는 대형 선사와 아시아 항로를 다니는

중소형 선사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외항 해운기업

은 총 157개사 이며, 이중 벌크 선사가 143개사, 컨테이너선사가 14개사

이다(황진회, 2018). 이 연구대상에 가지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국내 해운기업이 선박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데 저해되거나 도움이 되는 실질적 요

인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 IMO 2020 황산화물 배출 규제 대응으로 정부가 시도한

제도적 노력은 선박 연료 전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

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송분야의 사회기술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고 중

유에서 LNG로 연료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행위자인

국내 해운 기업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선사들에게 IMO 2020 황산화물 배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회

사 내에서 검토되었을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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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로의 전환 가능성을 물었다. 특히, 신문 기사를 통하여 규제 대응 방

안으로 LNG 추진 선박 발주를 실제로 했거나, 선택 대안으로 고려를 했

던 기업을 섭외하여 선박 연료 전환에 관한 전략과 전환에 대한 결정을

저해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요소에 대하여 주요하게 질문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해운/조선 시장 분석기관 담당자와 사전 전화 통화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고, 선사들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반구조화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수행했다. 선사를 대상으로 한 세부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국내 해운기업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친환경 선박전환 관련 내용은

해운기업의 중요한 핵심적인 미래 전략이다. 이에 사전에 메일을 통해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여 답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회사 차원에

서 인터뷰가 승인된 해운선사 담당자와 서면, 대면, 전화, 화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대상 해운기업의 경우 선대 규모와 운항 항로에 따라서 황

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그 영향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중형선

사와 대형선사를 포함하고 운송화물의 종류가 다른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운영 선사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별 해운선사 말고도 대부분의 해운선사가 가입되어 선사 전체의 의

견을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Korea Shipowners' Association) 담당자와

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LNG 연료 공급사로 LNG 연료 전환

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rporation,

KOGAS) 관계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조선/해운 분야 전문가로

해수부 산하 기관으로 규정을 만들고 인증하며 관련 R&D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한국선급(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 소속 연구자도 함

께 인터뷰 진행하였다. 세부 인터뷰 대상자와 진행 정보는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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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위자 분류 대상자 소속과 직급 방식 날짜 소요시간

R0
해운/조선

시장분석 기관
한국지사장 전화 11/06 30분

R1
중형 컨테이너선

해운선사
선박관리팀 팀장 서면 11/20 -

R2
중형 벌크선

해운선사
벌크영업 팀장 대면 11/25 1시간

R3
중형 컨테이너선

해운선사
운영팀 주임 대면 11/27 1시간30분

R4
대형 컨테이너선

해운선사

컨테이너선대기획팀

차장

서면 11/26 -

전화 11/27 1시간

R5 한국선주협회 해무팀 이사 화상 11/24 1시간30분

R6 한국가스공사 LNG기술연구소 책임 대면 11/25 1시간20분

R7 한국선급
선박해양연구소

친환경기술팀 수석
화상 12/01 1시간10분

<표 1> 인터뷰 대상자 선정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관련 업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전문가 인터뷰는 비교적 알려진 지식

이 적은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접근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 및 특수한 지식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에 대

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전사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Gläser 와

Laudel이 제시한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을 활용하

였다. Gläser와 Laudel이 제시하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은 관련 전문가

를 인터뷰한 연구 자료를 연구자의 이론적 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해석하

는 연구 방법이다(우상수․정수정 역, 2012). 이 분석 방법은 기존의 질

적 연구와는 달리 원본 텍스트에서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 원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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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 대상이 될 핵심 사안이 담긴 텍스트를 분리하고 구조화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텍스트 자체의 의미구조나 텍스트에 포함

된 문맥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연구하는 생애사 연구, 해석학적 분석,

네러티브 분석과 같은 다른 질적 연구 방법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질적

내용 분석은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 개념화한 범

주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텍스트에서 주요 개념을 ‘추출’한다. 따라

서 텍스트 자체가 연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근거이

론에서 따르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차적인 분석 방식과는 다

른 특징을 가진다(우상수, 정수정 역, 2012).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 분석의 정보 추출 방식에 따라 이론적 검토

단계에서 Brown et al.(2007)이 제시한 친환경 기술의 확대를 저해하는

장벽의 범주와 구체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범

주체계를 구성하고, 대상 텍스트에서 주요 개념 추출하여 연구 목적과

변수에 따라 정보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이를 평가하고 재구조화하

였다. 이론 검토를 통한 범주체계는 구조화됨과 동시에 개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범주체계에 없는 경우에 설정된

범주체계를 재조정하거나 수정하였다(우상수․정수정 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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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사회기술시스템과 전환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기후면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태양력 및 풍력발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의 우려

가 적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런 지속가능한

기술들이 더 빨리 발전되고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신기술의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불확성이 높은 위험 부담

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런 부담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제시되어 소

비자의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저항하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도 신기술

의 시장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이 상황을 시장 실패로만 인식하고, 시장 촉진하기 위한 보

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런 인센티브 제도는 광범위한 기술의 전환(transition)을 요구하는 환경

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런 방법들이 실패한 이유는 기술이라

는 요소가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과학, 정책,

사회문화, 사용자 및 시장 등 주변의 사회적 요소들과 밀접하게 결합되

어있는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ological system)임을 파악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기술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개발의 문제가 아니

라,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스템적 관점이 과학기술학에 적용된 사회기술시스템이란 개념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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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휴즈(Thomas Hughes)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그는 좁은 의미의

기술이란 용어의 사용을 지적하면서 기술(technology)을 하드웨어나 기

술적 소프트웨어가 아닌 사회적 요소들인 제도, 가치, 이해집단, 사회 계

급, 정치적 경제적 힘이 결합한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ological

system)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Hughes, 1994: 102, 윤순진 외, 2011 재인

용). Hughes는 경쟁하는 기술 중에서 생존하는 것은 행위자간의 네트워

크를 통해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 선택이 되며, 기술의 진보 방향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기

술시스템 관점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혁신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졌

고, 사회기술시스템을 거시(macro), 중범위(meso), 미시(micro)의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MLP)관점으로

확장되면서, 기술변화를 설명하는 분석적 틀로 정식화되었다(Rip and

Kemp, 1998). 이후 2000년대에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다양한 사례별 실

증연구에 개념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숙되고 있

다(Elzen et. al., ed. 2004; Geels, 2005; Geels, 2007).

다층적 관점의 특징은 사회기술시스템을 ‘사회 경제 물리적 제반환경

(landscape)-사회 기술적 레짐(socio-technical regime)-니치(niche)’의 층

위로 구분하는 데 있다(Geels, 2006). 이런 관점을 통해 사회 기술시스템

의 전환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다층적 관점

에서 사용하는 분석단위를 다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반환경은

거시적 범위로,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인 변수들, 예를 들어 지

구화, 기후변화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 탈물질주의 같은 소비자(시민)

들의 의식 변화, 산업화 시대의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지시한다. 제반 환

경은 니치나 사회-기술적 레짐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크게 지시하는

일종의 자연적, 물리적 구조를 말한다(Rotmans et al., 2001). 제반환경이

니치나 사회 기술적 레짐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차적 조건이지만 그렇다

고 니치나 사회 기술적 레짐이 제반환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

니며 제반환경은 단지 니치나 사회-기술적 레짐의 변수들에 의해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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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사회 기술적 레짐은 다층적 관

점의 접근법에 따르면 행위자 및 사회집단의 네트워크, 형식적/규범적/

인지적 규칙, 물질적/기술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미시 범위로 기술적 니

치 단계는, 급진적 혁신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기존의 선택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 공간이다. 이런 니치들은 지배적인 행위자들이 있는

선택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 및 정부의 지

원을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니치들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사

회 기술적 레짐과의 경쟁 또는 결합을 맺어가는 과정이 다층적 관점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출처: Geels, 2011: 5; 윤순진·심혜영, 2015 재인용

<그림 1>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다층적 관점

다층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수준 간, 수준 내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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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진화를 통해 전환이 진행되는 것을 설명한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은 거시경관의 변화가 기존 레짐에 압력을 가하면서 ‘기회의 창’이 열리

고, 틈새의 급진적 혁신이 안정화 되면서 ‘기회의 창’을 만나 새로운 배

열이 나타나 기존 레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창’은 레짐

에 압력을 가하는 경관의 변화나 레짐 안의 모순과 갈등, 긴장에 의해

틈새혁신이 주목받으면서도 형성된다(Geels, 2002, 201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은 레짐의 변화를 의미하며, 거시경관-레짐-틈새가 각각의 수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한재각, 2016). 다층적 관점에 의하면

에너지체제의 전환 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틈새를 육성하

고 개발해야 한다. “미시적 수준에서 개발되는 틈새가 모두 중범위에 도

달하여 체제 보완의 기초가 되지는 못하는 만큼, 틈새의 탈락과 실패를

고려해 다수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박동오・송위진, 2008).
전환이론 연구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을 일으키기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들고 계층별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과

공진화가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

문제들은 (1) 목표의 모호함 (2) 원인-결과 작용에 대한 불확실성 (3) 분

산된 통제 (4) 정치영역의 근시안 (5) 단기적 관점의 선택 (6) 잠김

(lock-in)이 발생할 우려 등이다(Kemp, Rotmans, & Loorbach, 2007).

2. 탄소잠김(carbon lock-in)

‘탄소잠김’(Unruh, 2000; Brown et al., 2007)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시스템 전환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설명하기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

다. Unruh(2000)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고, 지구 기후 변화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기

후변화 위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인식과 합의가 국제 적으로 존재하

고 있으나,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여러 가지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탄소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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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탄소잠김’은 기술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기술의

하부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제도들 사이에 시스

템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대한 복합체(techno-institutional complex)

로 보고, 그 복합체가 발전하여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변화에 저항하

는 관성과 경로 의존성을 보이며 대안 기술들을 오랫동안 배제하는 상태

를 말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기술 복합체의 관성은 시장실패와

정책 실패를 드러내며 제도적 힘에 의해서도 수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

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 행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와 사회 일반이 예방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Brown et al.(2007)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사회기술기스템 전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탄소 잠김’은 기술의 혁신과 확산을 방해하는 걸림

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장벽을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하고 있다.

출처: Brown et al.(2007), 128; 장영배, 2010 재인용

<그림 2> 탄소잠김의 장벽: ‘철의 삼각형’

Brown et al.(2007)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 및

활용을 막는 구체적 장벽들을 확인하고 서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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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효과성 장벽(cost-effectiveness barriers )

외부적 편익과 비용

(external benefits and

costs)

시장에서 기업들은 저감기술로 이산화탄소의 배

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기업에게 비용을 부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이 경쟁하게 어렵게

만든다.

높은 비용

(high cost)

저탄소 배출 기술들은 생산과 구매에 높은 선행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 특히 신

기술의 경우 아직 대량 생산이나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볼 수 없고,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기 때

문에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표 2>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용의 장벽

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상용화 기술 검토 대상은 ‘미국 기후 변화 기

술 프로그램 전략 계획(U.S.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Strategic Plan, CCTP)에 제시된 1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8), 시장에서

의 친환경 기술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본질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설명

해 줄 수 있는 정부․국가연구기관․산업계․대학․자문기업의 27명 전

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의 확대를 저해하는 장벽을 <표 2>와 같

이 6개의 범주(barrier categories), 구체적인 20가지 유형의 장벽(barrier

types)으로 분류하였다.

8) 미국 에너지부에서 2006년 9월에 발간된 발간한 기후 변화 기술 프로그램 전략 기획

안(CCTP)에는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 가스를 포획하고 저장하

며, 이산화 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 과학의 기여도를 높이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15가지의

기술 개발 잔략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 다루는 기술들은 수소, 바

이오-정유, 청정 석탄, 탄소 격리, 핵 분열 및 융합, 건물, 공업, 수송과 전기 에너지

저장과 분배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기후변화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공기 청정과

그 외 절박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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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위험

(technical risks)

신기술이 그 성능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술적 위험은 주요 장벽이 되어서 신기술의

도입을 방해한다. 검증된 실험 및 현장테스트 결

과 도출되는 성능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기술은

기존의 제품과 경쟁하기 어렵다.

시장 위험

(market risks)

기존 기술과 대비하여 새로운 기술은 생산 비용

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 실패시 미치는 손

해와 연관된 책임에 대한 리스크가 높고, 더 뛰어

난 제품이 나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낮다.

전문화된 지식의 부족

(lack of specialized

knowledge)

온실가스 저감 기술은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의

공급이 제한적이다. 연구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기술을 비즈니스화 시키는 지식이 부족하고,

기업 관리자는 그 기술을 탐구하는 방법과 심지어

그런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2] 재정적 장벽(fiscal barrier)

불리한 재정정책

(unfavorable fiscal

policy)

친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거나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한 재정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전통

적 에너지 소비에 유리한 왜곡된 조세 보조금, 자

본금과 운영비에 대한 차등과세, 불리한 관세, 공

익사업에 불리한 요금 정책 등이 있다.

재정적 불확실성

(fiscal uncertainty)

일관성 없이 산발적인 근거로 에너지 기술에 보조

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시장에 동기부여

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적용될 온실가스 배

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나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은 친환경 기술의 채택을 지연시킨다.

[3] 규제 장벽(regulatory barriers)

불리한 규제 정책

(unfavorable regulatory

policies)

규제가 시장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칠 때 왜곡되

어서 친환경 기술 진보의 장벽이 될 수 있다. 기

존 전통적 에너지원에 유리하며 기술혁신을 억제

하는 왜곡된 규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번거로

운 규제와 인허가 과정,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을

조장하는 토지 이용 계획등이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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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불확실성

(regulatory

uncertainty)

향후 온실 가스 규제 및 세금 처리 가능성에 대한

모호성은 그 효과를 더욱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연된다.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 부족, 이산화

탄소 분류에 대한 명확성 부족, 해상풍력에 대한

불확실한 입지규제, 수소 저장․운반에 대한 불확

실한 코드와 기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법률적 장벽(statutory barriers)

불리한 법률 정책

(unfavorable statutory

policies)

국가나 주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령 외에 하급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률중 일부는 친

환경 기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집행가능한 근대

적인 건축법규의 부족, 에너지절약 성과 계약을

못하게 하는 주정부의 법률등이 여기 해당 된다.

법률적 불확실성

(statutory uncertainty)

온실가스 저감 기술은 규제기관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법령 간 경계가 불분명해 실효성 없는 법

령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재생가

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포함하는 미래

법규도 불확실성이 크다.

[5] 지적재산권 장벽(intellectual property barriers)

높은 지적재산거래 비용

(high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costs)

특허출원과 특허실시의 높은 거래비용, 특허 소

유권 분쟁등은 기술혁신을 저해 한다.

반(反)경쟁적 특허관행

(anti-competitive

patent practices)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구조적·경제적 문제 중 일

부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의도적 도구로 활용한다. 특허 독점, 발

명은폐, 특허차단 등이 이런 기법에 해당한다.

취약한 국제적 특허보호

(weak international

patent protection)

약한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을 결정하고, 세계 시장으로 확산시키는데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대학․산업계․정부의

인식

(university, industry,

government

perceptions)

산업계, 대학, 정부 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형태

의 기술 개발에서는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

는데, 이때 기술상업화에 관하여 발생하는 참여자

간 목표 갈등은 기술 혁신 저해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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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장벽(other barriers)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보

(incomplete and

imperfect information)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성능(성과)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의사결정의 복잡성, 정보 수집

과 가공의 높은 비용, 잘못된 정보와 신화, 사회기

술적 학습의 부족, 이해관계자의 부족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낮춘다.

인프라 제약

(infrastructure

limitations)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 관련 인프라(설비,

보완기술, 공급채널 등)의 한계로 인해 상용화와

널리 배포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산업구조

(industry structure)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익사업(수도, 전기, 가

스 등)의 자연독점, 기술변화를 늦추고 조정을 복

잡하게 하여 투자 자본을 제한하는 파편화된 산업

특성은 혁신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misplaced incentives )

기술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소비자나 사용자가 아

닐 때 나타나는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

한 효율적인 투자를 억제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

은 에너지 요금을 납부하는 세입자를 위하여 에너

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나 장비를 구입하지 않

는다.

정책 불확실성

(policy uncertainty)

미래의 환경정책과 기타 정책들의 불확실성은 온

실가스 배출 기업들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일단

두고 보는(wait and see)전략을 가지게 하고, 투자

를 유보 시킨다.

출처: Brow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연료전환이 선박수송분야의 사회기술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IMO 2020 황산화물 배

출 규제가 거시경관 차원에서 기존 레짐을 변화를 만들 좋은 ‘기회의 창’

이란 관점을 취했다. 하지만 행위자들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LNG 연료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의 석유연료를 이용하면서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저해하

는 ‘탄소 잠김’ 문제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NG 연료 선박 연료가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장벽요소를 주요 행

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장벽 요소는 Brown et

al.(2007)이 제시한 범주와 유형을 기본 틀로 가지고 분석 하며 분석과정



- 21 -

에서, 인터뷰에서 추출된 내용에 따라 범주체계를 재조정하거나 수정하

도록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검토

2016년 IMO MEPC에서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승인된 이

후로, 2020 Sulphur Cap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한 비교검토와 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재영(2017)은 세 가지 기술적 선택지

중에 해운선사 입장에서 선사의 선대 및 운항 특성에 맞는 최적 대안을

분석하기 위한 정태적·동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령별 구성으로 3가

지 선대 구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대안의 현재 비용과 앞으로의 비

용 변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신조선의 경우 LNG 추진선

을 발주하여 LNG 연료 수급이 상용화 시까지 추가로 배기가스 세정 장

치를 설치하여 운항하고, 선박의 선령에 따라 배기가스 세정 장치 설치

와 저유황유 사용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사용하며, 노후 선대의 경우

가능한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규제에 맞는 선박의 건조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국선급에서도 2018년에 『강화된 Global SOx 규제 대응을 위한 선주지

침서 Ⅰ, Ⅱ, Ⅲ』를 연구하여 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규제에 대응하는

각 대안에 대하여 장단점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기술적

인 해설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선사들의 대응 전략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는 빠져 있다. 이후 국내 해운기업의 인식을 분석

하고 이에 맞는 정부의 정책 수립을 돕기 위하여 선사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를 통해 수렴하고 이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충호 외(2018)는 24개의 국적선사에 황산화물 배출 규제

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전략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선사는 저유황유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대형 선사 1곳만 LNG 연

료 전환의 계획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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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선주협회와 공동으로 61개의 선사

에서 운용 및 건조 계획 중인 432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 대응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72.7%(319

척)의 선박이 저유황유 사용을 고려 중으로, 스크러버 설치는 25.3%(111

척), LNG 연료 추진 선박 건조는 1.4%(6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유황유 안정적 공급과 선사의 스크러버 설비·

제조분야 진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IMO의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같은 해 말에 발간한 조사보고서에서는 저유황

유 사용에 따른 우리나라 선사들의 원가 부담을 예측하는 연구를 함으로

써, 저유황유 연료 가격이 수익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현균&강동화(2020)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 대응현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각 대안 기술별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선박법에

서 지원하는 친환경선박의 정의가 단편적인 열거에 그친 점과 해당 법률

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규제 시행 1주일 전에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선박 수송 분야의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전무하다. 기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관된 사회기술시스

템 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는 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기

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김봉균 외(2014)는 정부가 서남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1단계 해상 풍력 사업을 분산전원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적 니치 관리의 초기 실험이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보고 착수단계에서 내

재하는 장애 요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기술이 기존 레짐 - 환경상황과의

연계, 소통을 거쳐 성장하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풍력 발전기

단지 형성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대안을 제안했다.

전기자동차는 수송분야의 대표적인 지속가능기술로 관련 연구가 활발

하다. 황두희 외(2019)는 사례연구로 기존의 내연기관 산업이 전기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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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대체하는 전환과정을 전략적 니치 관리를 분석의 틀로 논증하려

고 시도했다. 미국의 무공해차(emission zero vehicles) 의무판매 발표를

기점인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할 기간적 범위로 잡고 니치

의 창출 과정을 5단계로 나눠서 문헌자료(정책보고서 및문헌, 언론보도

등)를 활용했다. 추가로 실제 상황이나 전환 과정의 맥락적 이해를 강화

하기 위하여 정책전문가, R&D 연구자, 기업실무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활용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아닌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시스템

관련 연구도 있었다. 윤순진 외(2011)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증설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국가의 원자력 사회기술

체계의 발전 경로에서 보이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연구하였다. 정부의 추

진의지에 따라 원전을 건설해온 측면에서는 유사한 발전경로를 가졌지

만, 사회기술체계의 관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역돌출부의 등장과 이에 대

한 서로 다른 두 국가의 사회적 대응의 결과가 그 관성을 강화하거나 약

화시키면서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밟게 된 원인을 분석했다.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선박의 연료전환 과정을 연구는 대부분 유

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일찍이 발틱해, 북해가 IMO 지정 배

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선박 연

구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활발히 이뤄진 영향으로 이해해 볼 수 있

다. Pettit et al.(2018)는 기존 선박 탄소배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

로 앞으로 벌커선 및 유조선의 선박 탄소 배출량 증가의 장기적인 추세

를 입증하여, 선박 수송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회-기술적 전

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운송 영역과는 달리 해운업의 경

우 경로 의존성이 높고, 파편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경계 밖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

약하다는 점을 들어서 기존의 사회기술시스템의 이론적 관점의 일반적인

처방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선박의 기존 벙커C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연료

에 대한 전환 가능성 검토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다. Yliskylä-Peuralah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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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은 발트해 지역의 친환경 해상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driver)

과 장벽(barrier)을 이해하기 위해 전환 연구의 다단계 관점을 적용한 연

구를 수행했다. 특히, 2015년 1월 초부터 발트해에 발효된 선박연료의 최

대 황함량을 0.1%로 제한하는 황배출관리구역(SECA) 지정에 대한 대응

으로 바이오 연료를 선택한 핀란드의 Meriaura 선사의 사례에 주목하였

다. 연구는 기존 논문, 공개된 보고서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Meriaura의 지속 가능성 관리운영자의 인터뷰 방식을 혼합한 연구방법

론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경관 차원에서 경기 침체와 낮은 운송 운임

이 발트해 지역의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고, 레짐 차원의 장벽으로는 부족한 친환경 해상 운송 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을 충분히 보조하지 못하는 해양 규제를

확인 하였다. 이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경적으

로 유익한 관행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상운송 주체들의 비화석연

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양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

다.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LNG 연료에 대한 전환 가능성에대한 검토도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 LNG

로의 해양연료 전환의 선두주자로 전환 과정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관련

내용이 문서로 잘 정리된 편이다. 이에 Laribi와 Guy(2020)는 다단계 관

점 모델을 적용하여 노르웨이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LNG 해양 연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성공 요인을 틈새시장의 발전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 연

구는 세계화 현상이 국제기구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국가들

의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거시 단위

의 국제 규제 시스템이 미시 단위의 틈새시장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검토하는 사례 연구를 채택하였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보인다. 연구 자료는 노르웨이 해역

에 배치되어 운영되는 이중 연료 및 LNG 연료 선박의 추적 정보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와 국제기구 보고서, 노르웨이 공공행정 보고서, 연구기

관의 싱크탱크 연구내용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해당 연구는 노르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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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LNG를 해양 연료로 채택하기 위해서 해운선사에 제공하는 프로그

램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립하게 된 것은 IMO의 연안 수역 배출통제해

역(ECA) 선정의 효과였음을 도출하였다.

노르웨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해양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노르웨이 과학산업기술연구재단(The Foundation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SINTEF)에서도 선박의 연료를 대체

하기 위한 대안 연료에 대한 5년간의 장기 프로젝트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Steen et al., 2019). 해당연구에서는 바이오 디젤, 액화바이오

가스, 수소, 전기 추진 배터리의 4가지 솔루션을 기존 선박 연료를 대체

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저·제로탄소(low- and zero-carbon, LoZeC) 에

너지 솔루션으로 보고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혁

신시스템분석(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 analysis)이 방법론

으로 채택되었다. 기술혁신에 대한 시스템분석의 적용개념은 기술 혁신

성공이 단지 기술적, 경제적 특징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 있는 다양한 행

위자들(기업, 정부, 사회적 그룹, 연구기관 등)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기술시스템 방법론

과 유사성을 가진다.

‘노르웨이 과학산업기술연구재단’ 연구에서는 TIS 분석 방법에 따라 4

가지 기술 각각에 대한 구조분석과 기능분석을 수행했다. 구조 분석 단

계에서는 각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형성하는 행위자와 네트워크,

가치사슬, 공식적 규제, 비공식적인 인지와 관행 등을 구분하여 분석했

다. 기능 분석 단계에서는 각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핵심 요소나 프로세스 측면에서 7가지 기능을 평가하여 각 TIS에서

혁신을 추동하는 동인(driver)과 장벽(barrier)을 분석했다.10) 구조분석과

기능분석을 위한 자료는 문헌 검토, 특허 분석, 재정지원 자료, 문헌학적

10) 7가지 기능이란 지식의 발전과 확산(knowledge development and diffusion), 혁신의

방향(direction of search), 기업가적 실험과 도전(entrepreneurial experimentation), 시

장의 구성(market formation), 정당성(legitimation), 자원의 동원(resource

mobilization), 그리고 긍정적 외부환경(development of positive externalities)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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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활용 되었으며, 주요 자료는 72명을 대상으로 2015부터 2019년

까지 5년간 진행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각 기술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로 선주, 조선소, 선박설

계사, 기술공급자, 연료생산자, 공공기관, 선급, 공익단체, 산업협회, 연구

기관, 대학 등의 각 기관의 고위급 관리자를 선정 하였다. 연구 결과 각

기술이 서로 다른 요소에 적합하게 만드는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

술별 개발 투자를 위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공 자금을 조달을 가능

하게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새로운 LoZeC 기술에 대한 규제의 지속적

인 개발과 개정의 필요성 주장 하였다.

선박 연료 전환과 관련된 연구에서 선박 수송 분야 사회기술시스템의

각 요소들과 주요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포착하여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관계성과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을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도

제안되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에서 개발하여 제안한 MarPEM(Maritime Fuel Policy Exploration

Model)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Bas et al., 2017). MarPEM은 정책 수단

이 해양 연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나타내기 위해서 해양 연

료 시스템의 주요 요소(선박, 연료 공급자, LNG 터미널, 연료 시장, 항

구)간의 상호 작용을 개념화 하여서 프로그램으로 구현 했다. 최종 결과

에 영향을 미칠 프로그래밍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사전에 다수의 테스트

실험을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른 연구 결론과 비교하여 검증하

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책 수단이 변수 값으로 모델에 입력되어야 하

므로 (1) 배출 규제 강화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출량을 점검할

확률(0%, 25%, 50%, 75%, 100%)값으로, (2)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촉진 규제는 특정 항만에서 액화천연가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변수

로, (3) 친환경 선박 개조를 자극하는 제도는 선박의 경제수명을 5년, 10

년, 20년 낮추는 것으로 모형에 구현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해양 연료 채

택은 특정 추진기술이 도입되는 선박의 수와 소비되는 연료량 두 가지

지표로 측정 했다. 이 연구는 정량적 지표를 통해서 사회기술시스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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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 전환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양적으로 표

현이 불가능한 관계나 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시스템 내의 복잡한 영

향을 모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선박 수송 분야에서 사회기술시스템 분석틀을 고려하면서 행위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의 사례도 있다. Stalmokaitė와

Yliskylä-Peuralahti(2019)는 발트해 지역의 강화된 황 및 질소 산화물

배출 수준 요구에 대한 선주들의 반응과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

술에 대한 투자 동기를 탐구하기 위하여 관련 주요 행위자들을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대상이 되는 해운회사는 처음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틈새

(niche) 시장의 신기술을 채택한 회사였다. 해운기업, 선박관리업체, 선주

협회, 국가당국, 지역 조직 등을 대표하는 18명의 인터뷰 대상자와 반구

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결과는 다층적 관점을 적용하여 경관

/레짐/니치 차원에서 주요 카테고리와 하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

리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해석했다. 연구 결과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질

소산화물 배출 규제 모두 경관 수준에서의 경제 변동과 깨끗한 교통수단

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강에 따른 압박은 레짐의 분열과 급진적인 혁신

을 채택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틈새

기술 투자를 선택할 때 기업 업무 환경에서는 느끼는 시장의 기회, 고객

의 요구, 경쟁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했다.

앞선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박 연료 전환과 관련된 양적, 질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강화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따라 선박의 연료 전

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국적 선사들의 대응과 인식을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는 선사

들의 대응 전략을 일차원적으로 보고 기술성 또는 경제성만을 검토하거

나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 결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선사 중심으로 관련 주요 행

위자들을 인터뷰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 이를 선박 수송 분

야의 사회기술시스템의 분석틀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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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더불어 기존의 중유 연료를 중심으로 한 사회기술시스템이 새로

운 LNG 연료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벽(barrier) 요소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필

수적으로 수반될 친환경 탈탄소 연료 전환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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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박수송분야 사회기술시스템

제 1 절 해운업의 특징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 및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서비스

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

가여서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바닷길은 대체 불가능한 운송 통로

다.

실제 우리나라 물류 물동량의 99.7%를 해운 운송이 담당하고 있다.

해운사업의 주요 사업자로는 배를 반드는 조선소, 선박을 소유하는 선주,

선박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주,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가

있다. 해운선사는 화주에게 의뢰받은 화물을 선박을 이용해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다. 선사가 직접 보유한 선박을 이용하거나, 선주

에게 배를 빌려서 운영하기도 한다. 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박을 만드는 제조업인 조선업과는 다른 분야이다.

<그림 3> 해운산업 주요 사업자

해운산업의 특성은 저렴한 운송비, 자본집약, 공급 비탄력성, 글로벌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철도, 도로, 항공과 비교하여 단위당 운송비용

이 가장 저렴한 해상운동은 저렴하게 대량운송이 가능하다. 선박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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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대규모의 초기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차

입금의존도가 높고 자산회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게다가 선박의 주

문이후 건조 기간이 약 1~2년 소요되고, 선박의 사용 연수는 20년 내외

로 장기간에 걸쳐 있어서, 해운 수요(물동량)은 경기에 민감하나, 공급

(선복량)이 비탄력적이어서 경기 변동에 빠른 대응이 어렵고 운임의 변

동폭이 크다. 해운업의 수요와 공급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

어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을 펼치며,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특

성상 서비스의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워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엔

경제성장이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호황기 설비 투자

확충으로 인한 선박 건조능력 급증, 원가절감을 위한 선박 대형화, 각국

정책지원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해운업의 공급과잉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해운업 동향

해운업은 다양한 업종이 함께 상생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안정

적인 거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오랜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필수여서

새로운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다. 글로벌 해운시장은 덩치 키우기

를 통해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운송비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 라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해운 ‘얼라이언스’란 선사들이 선박과 노선 등의 공유를 통해 화물

운송 흐름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선사들의 상호협력조

직이다. 해운도 항공사처럼 정해진 항로에 정기적으로 배를 띄우는데, 한

해운선사가 모든 항로를 운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빈 배로

움직이거나 화물이 넘치는 경우도 생긴다. ‘얼라이언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대한 협력체로 동맹 형성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글로벌 선사들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M&A가 이어졌고,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 자국 선사들 간의 통합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삼정 글로벌 상위 7개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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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57% 수준에서, 해운동맹 재편과 M&A를 통해 1년만에

72%를 달성하는 등 과점체제가 고착화 되고 있다(삼정 KPMG, 2019).

출처: 삼정 KPMG(2019)

<그림 4> 해운선사 얼라이언스와 M&A

세계 해운 시장의 불황과 과도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동맹에 속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키우지 못해서 비용경쟁력이 떨어지는 해운선사는 자연

스럽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적자가 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유동성 부족에 빠진 국적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

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해 40년만에 파산

했다. 국내 1위 해운기업이 파산한 후폭풍으로 한진해운이 그동안 세계

에 깔아 놓은 북미, 유럽, 대서양의 물류 네트워크망이 사라졌고, 알짜배

기 노선은 Maersk나 MSC를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이 나눠 가졌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적 해운선사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방으로

밀려나 선복량도 반토막이 났고, 해운산업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

한진해운사태 1년 뒤에 정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개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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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위해 국적선사와 화주간 연계를 돕고, 선

박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등 해운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해운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부의 해운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

적으로 부채규모와 비율이 줄어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100대 해운기업의 27% 이상이 부채비율 400%를 넘고 있어서 다

수의 선사의 유동성의 위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삼정 KPMG, 2019).

제 3 절 해운선사 구성

해상화물운송 사업은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벌

크선, 가스선, 탱커선 4가지로 선종을 분류할 수 있다. 각 화물의 운송

특성에 따라서 선박의 형태가 달라지고, 해운선사들은 주요 화물을 운송

할 선대를 편성하여 화주와 계약하여 운영하게 된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넣어 운반하는 선

박인 컨테이너선은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해진 항로와 일정에

따라서 운항하는 정기선 서비스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하

고자 하는 화주는 한 척의 선박 안에서도 이질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송 화물의 종류도 지극히 많아진다. 다수의 운용선대 및 전용

터미널들을 확보해야 해서 자본 진입장벽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수

의 선사가 과점을 하고 선사간 ‘얼라이언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다.

정기선이어서 정해진 항로에 따라 운송료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하게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운송기간과 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편이다.

두 번째로 벌크선은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을 포장하지 않은 형태로

선창에 싣고 대량 수송하는 운송선으로, 화물이나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운항한다.

따라서 배 한 척당 선사와 화주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장기운송계약을 하

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운송료가 운송원가와

상관없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세 번째로, LNG나 LPG 등의 액화된 화학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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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기에 실어서 수송하는 가스선도 벌크선과 같이 수요에 따라서 부정

기적으로 운항되는 서비스다.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주요 화주들이기 때

문에, 화주들의 협상력이 높다. 가스 운반선의 경우 수송 경험, 기술, 전

문적인 선원 교육이 요구되는 시장이므로 벌크선보다는 시장 진입이 어

려운 편이다.

마지막으로 탱커선은 액체화물을 비포장 상태로 산적하여 대량 수송

하는 서비스로, 가스선과 유사하게 대형 화주가 주요 정유회사들로 정해

져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운항되며, 가스선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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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현황과

정부 대응

제 1 절 황산화물 배출 규제 논의 과정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계 모든 해역을 항해하

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

하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선박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은 35,000ppm

(3.5%)인데 반하여 육상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은 10~50ppm 수준으로 육

상과 비교하여 해상에서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는 기준값과 적용 시점을

보아 육상보다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선박 운항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 공해상을 다니기 때문에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MO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통해서 선박에 의한 해양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황

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선박 연료사용량 수집시스템 개발·적용, 해운분

야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된다. IMO의

MARPOL 73/78 부속서 Ⅵ의 규약(Regulation 14)에 따르면, 황산화물

배출 규제의 경우 2011년까지는 일반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이 4.5% m/m(Percent by mass) 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3.5% m/m 이하로 하고 2020년부터는 0.5% m/m이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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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의 주요 쟁점사항 결정사항

MEPC 70

(2016.10)
2020 또는 2025년 결정 2020년으로 결정

PPR 4

(2017.2)

규제이행을 위한 논의 주

제 선정
7가지 항목 선정11)

MEPC 71

(2017.7)
7가지 항목 선정

PPR에서 향후 2년간 논의 지

시

PPR 5

(2018.2)
7가지 항목별 제안사항

고유황 연료 적재 금지 7가지

항목 포함 지침서 개발 합의

MEPC 73

(2018.4)

고유황 연료유 적재 금지

협약 개정안 검토
협약 개정안 승인

ISWG

(2018.7)

통합 지침서 초안 마련

MEPC 73에 보고
통합 지침서 초안 논의

<표 3>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관련 IMO 논의 경과 주요

쟁점사항

출처: 조성철 『배출가스 규제 요약 및 동향소개』, 한국선급(2018)

출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20)

<그림 5> 전 세계적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현황

11) ① 과도기적 이슈 ② 연료 및 기기시스템 영향 ③ 검증 및 통제방안 ④ 연료유 이용

불가 표준 보고체계 개발 ⑤ 기국과 이해당사자를 위한 지침 개발 ⑥ ISO 8217 체계

의 검토, ISO에 요청 ⑦ 관련 규칙및 지침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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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Zhao, et. al (2021)

<그림 6> 세계 ECA 지정 현황과 개방향 스크러버 제한 항구

IMO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

세먼지(PM)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배출

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

다. 현재 SOx ECA(SECA)로 설정되어 있는 해역은 북해, 박틱해, 북미/

캐나다연안, 카리브해 등으로 2015년부터 황 함유량 0.1% 미만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IMO의 지정 ECA 이외에도 당사국이 직접

지정한 규제 해역도 존재한다. EU는 2020년부터 모든 EU 해역에서 황

함유량은 0.5% 이하로 규제하며, EU내 모든 항만 정박시에는 0.1% 상

한을 두고 있다. 홍콩, 광저우, 상하시 시는 정박시 0.5%로 규제하고 있

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연안으로부터 24해리 이내는 0.1%의 규제를

가하고 있어서 스크러버 장착은 불가능하고 오직 저유황유 사용만 가능

하다. 그 외의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 내 항만에서 별도의 규제를 시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9월 1일부터 5개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서 황 함유량을 0.1%로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1월 1

일부터는 운항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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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황산화물 배출 규제 대응 방법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

황유(LSFO, Low-Sulfur Fuel Oil) 혹은 선박용 경유(MGO, Marine Gas

Oil)로 교체, 기존의 선박유인 고유황유(HSFO, High-Sulfur Fuel Oil)를

사용하면서 배출구에 탈황 장치인 스크러버(Scrrubber)를 설치하는 방안,

선박의 연료 자체를 전환해서 LNG 연료 선박을 도입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NOx 감소 SOx감소 GHG 감소 PM감소

저유황유 사용 - 약 80% - 약20%

스커러버 설치 - 약 90~95% 1~2% 80~85%

LNG 연료 사용
4행정 :90%

2행정 :40%
90~100% 15% 90%

<표 4> 적용 기술별 배출가스 감소량

출처: DNV Korea, 동남권 LNG 벙커링 기본계획수립 연구, 한국가스공사․경남에

너지, 2013

저유황유를 선박의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선박에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

다. 저유황유 사용은 이미 ECA 해역에서 황 함유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

해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저유황유의 사용은 전통적인 선박연

료인 고유황유 벙커C유와 대비하여 황산화물의 배출을 상당 부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엔진의 개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큰 비용부담 없이

바로 주 연료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황산화물 배출 규제 상황에서는 국내 정유업계의 대응전략도

중요하다. 국내 정유업계가 저유황유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운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단점으로는, 저유황유는 기존 연료유를 탈황 및 분해하여 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존 고유황유 대비 4~50%의 가격을 형성하여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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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증가한다. 또한 정유사별로 연료유 제조방법에 따라 유황 함량이

상이하므로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규제 시행 초기에는 수요가 증가

하여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에

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예상된다. 그리고 CO2

배출 저감 효과가 없고 질소산화물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

비가 요구될 수 있다. 고유황유 사용에 최적화된 선박용 디젤엔진과 관

련 시스템을 장착 한 기존 선박에 저유황유를 선박용 주 연료로 사용하

게 되는 경우 연료유 점도 문제로 윤활성 저하 및 연료유 계통 기기의

이상과 마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첨가제 사용 또한 대두될 수 있는 문제

점이다.

탈황장치(scrubber)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배

출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유황유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이 저렴한 기존 고유황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유황유 가격 급등

발생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초과 유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편이며 운영비용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탈

황장치 설비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은 편이며, 동시에 황산화물, 미세먼지

의 저감도 가능하다. 탈황장치의 장착을 위해서는 선박 구조 보강이 필

요하다. 현존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잔존가치와 더불어 장비가격, 설치비,

개조비용 등 선박 개조에 소비되는 가격 및 선체의 복원성, 배관, 전기

등의 개조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탈황장치로는 스크러버 기술이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크러버

의 종류는 개방형 스크러버(open loop system), 폐쇄형 스크러버(closed

loop system), 하이브리드형(hybrid system)이 있다. 이 중 개방형 스크

러버는 자연적으로 알카리성을 지니는 해수를이용하여 화학작용을 통해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 입자성 물질을 저감시켜 세정한 후 바다에 배

출하는 시스템이다, 스크러버를 통과한 해수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PH 레벨의 조정단계를 거친 후 다시 선외로 배출하게 된다. 폐쇄형 스

크러버는 세정수(청수, 해수)에서 수산화나트륨(NaOH)이 공급되어 내부

에서 순환되는 시스템이다. 세정수를 이용하여 화학작용을 통해 배기가



- 39 -

스 중의 황산화물과 입자성 물질을 저감시키고, 세정수에 수산화나트륨

을 첨가하여 청수의 중성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된 청수를 냉각시킨다. 냉각된 청수는 대부분 배기

가스 세정을 위해 순환하지만, 일부는 원심분리 및 PH 레벨의 조정단계

를 거친 후 선외로 배출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개방형 스크러버

와 오픈형 스크러버의 장점들을 선택하여 운전조건 및 운항노선을 고려

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크러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조기간 동안의 미운항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화물 선적 공간

이 감소하게 되어 화물 처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운영에 따른 추가

전력이 소비되어 운영비용 및 운용 중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또

한 스크러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의 감축 정도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방형 스크

러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수로 정화시킨 후 해당 물질을 다시 바

다로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

여 자국 해역에서 개방형 스크러버의 사용 금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도 2019년부터 ECA 지역

에서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금지령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타입

스크러버의 경우에도 운용상의 유연함이 존재하지만 장비가 고가이기 때

문에 선박의 적용이 쉽지 않다. 스크러버의 오작동 또는 고장에도 엔진

성능 저하 및 환경규제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및 처리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도록 해야 하며, 배기관 상에 바이패

스 댐퍼가 설치되도록 배기관을 설계하고, 연료공급 라인에 저유황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LNG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LNG 연료 선박의 도입은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자 기존 선박연료 대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는 방법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유 대비 황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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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청정연료로 불리운다.

LNG는 벙커C유에 비해 발열량이 20% 이상 높아 연료소모량이 적어 선

박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단위 열량당 비용이 11달러 수준으로 18달

러 수준인 벙커C유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연료유를 정화할 추가적인 청

정기도 불필요하여 유지비가 감소될 수 있다. 향후 유가상승과 LNG 공

급 확대로 인한 경쟁력이 담보되면 초기 높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경

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박의 잔존가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LNG 연료를 선박 연료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신규로 건조

시 신조 비용이 커서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이 발생한다. 기존 선박 또한

엔진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LNG 연료 저장탱크, 연료공급설비

(FGSS), 이중관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선가의 최

대 20~30%에 해당되는 설비의 투자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LNG 저장탱크를 화물창 내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료 탱크거치로

인해 화물 적재 공간이 감소되어 화물량 손실(Cargo Loss)이 야기될 수

있으며 현재의 기반 시설이 제한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LNG 연료 추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전력이 소비될 수 있고 극저온, 인화

성 물질인 LNG의 특성으로 인해 취급 인력에게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

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LNG 단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격을 예측

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LNG는 벙커C유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

를 20%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메탄슬립의 발생으로 메탄 배출량은

850배에 달하여 온실가스 규제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배

출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13) 충전 설비 등의 LNG 벙커링 인프라 시설

부족도 LNG 연료선박 도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LNG를 연료

유로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LNG 공급이 가능한 항만으로만 기항이 가

능하기 때문에 항로설계 시 운항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LNG를 안전하고 손쉽게 선박연료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항만

별 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800여 개의 해상

13) 메탄슬립이란 연료가 불연소되어 메탄이 배기가스에 섞여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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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링 시설 중 LNG의 보급이 가능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LNG 벙

커링 설비가 주로 유럽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LNG 수급에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산,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서

LNG 벙커링 시설 구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추세에 따라

LNG 공급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선박 대기오염 배출 관련 정부 대응

선박 연료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SOx, NOx, PM2.5 등의 대기오염물

질에 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

며 해상(특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

는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해양환경에 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의 수질오염 등에 관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

상에서의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기준 등이 별도로 존재 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등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자동차와 선박 등

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선박의 디젤

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만 설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16)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서 MARPOL73/78 부속서 VI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규칙을 국내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18) 배출규제해역(ECA) 등 보다 진전된 조치들에 관

16)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선

박 대기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대기오염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선박의 배출

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18) 별도의 장이란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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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세 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에 이어 「미세 먼

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항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결여되

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 및 대기오염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 대기질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항만 및 선박의 배출실태·영향

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박의 경우는 환경

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비도로 이

동오염원의 하위 항목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 및 선박 활동에 대한 전문성·접근성 결여, 이로 인한

유효 정보의 파악 및 구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산정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안용성, 201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내 제10조 ‘선박 배출 규

제 해역 지정 등’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는 국내 5개 항만(인천, 평택 당

진, 여수 광양, 부산, 울산)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9월 1

일부터 운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료유 내 황산화물 포함

량은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0.5%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하며, 2020

년 9월부터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한해, 2022년 1월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

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수부에서는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선박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저

감하고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선박의 개발

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사항을 담은 법률이다. 동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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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이다. 동 법 제2조에서는 환경 친

화적 선박의 대상은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 에너

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 대기 오염을 포함한 해양오염을 저감, 방지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선박이 그 대상이다. 선박의 연료

기준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전기에너지, 수소 및 연료전지, 그리고 휘발

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과 전기에너지를 선택적으로 동력원으

로 사용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2018년 7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해운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

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KOBC)가

출범하였다. 해당 공사에서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대

상 및 범위 등 기존 금융과는 차별화된 투자·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된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최대 10%를 지급하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

하면서 2022년까지 총 50척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엔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에 해

양수산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 이행할 ‘제 1차 친

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70%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무탄소 기술

을 개발하고, 국산화와 고도화를 통해 기술을 확보할 방침을 목표로 삼

았다. 또한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돕기 위하여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

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

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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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터뷰 질적 내용 분석 결과

제 1 절 질적 내용 분석 과정

Gläser & Laudel의 질적 내용분석은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달리 추출

의 과정에 있어 추출을 위한 범주 체계가 요구된다. 이 범주는 연구의

관심이 되는 연구대상과 요인들을 인과적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서술이면

서, 텍스트로부터 정보 추출을 위한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

에서는 앞서 이론적 배경 검토에서 살펴본 Brown et al.(2007)이 제시한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 및 활용을 막는 6개의 범주, 20가지 유형 장벽을

개념적 틀로 활용하였다. 서면, 대면, 화상, 전화 인터뷰로 수집된 내용들

은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텍스트로 옮기고 나서 추출 작업을 수행

했다. 세분화된 장벽 유형 범주 체계는 인터뷰 텍스트로부터의 일종의

추출기준이 되어 각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분석 과정을 거쳤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의 추출에 있어

범주체계는 개방적인 차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론적 검토에서 설정된

범주체계 이외의 새로운 범주체계를 추가하여 조정했다.

LNG 추진선 관련 기술의 경우 기존의 가스 운반선을 통해 운영되고

검증된 기술이므로 기존 6개의 비용효과성, 재정적, 규제, 법률적, 지적재

산권, 기타 장벽 중에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법률적 장벽과 지적

재산권 장벽에 대한 범주는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LNG 연료 공급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언급되는 주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여, 기타 장벽에서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인프라 제약의 수준을 범주 단위로 올려서 고려하였다. 마지

막으로 기타 장벽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보유형의 하부 요소로 판단

되는 문화적/인식적 요소의 경우 중요성이 높음에 불구하고 기타 장벽의

하위로 분류 어 다른 성질의 요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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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장벽 범주로 따로 빼내서 분류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범주와 11개

의 유형 장벽을 도출했다. 11개의 유형 장벽은 다시 관련 내용에 따라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18의 장벽으로 세분화 시켰다. 분석 결과 얻

어진 장벽 범주체계는 <표 5>와 같다.

범주 유형 세부 항목

비용효과

장벽

1.높은 비용
1-① 높은 생산 비용

1-② 높은 유지/보수 비용

2.기술적 위험
2-① 고망간강 저장탱크기술

2-② 실적선 사례 부족

3.시장 위험
3-① 낮은 화주의 수요

3-② 대체 연료의 가능성

4.전문화된 지식 부족
4-① 전담 부서/인력 부족

4-② 전문 선원 부족

재정 장벽 1.불리한 재정 정책 1-① 친환경 선박전환 지원금

규제 장벽
1.불리한 규제 정책 1-① 배출 통제 해역

2.규제의 불확실성 2-① 온실가스 규제 적용기준 모호

인프라

장벽

1.관련 시설 부족
1-① 벙커링 터미널 부족

1-② 벙커링 선박 부족

2.높은 연료 공급 가격 1-① KOGAS 독점 공급 구조

문화적

장벽
1.사회기술적 학습 부족 1-① 경로 의존적 선사 인식

기타

장벽
1.산업구조적 한계

1-① 한진해운 파산 효과

1-② 경쟁이 과열된 산업 특성

1-③ 경쟁력 낮은 중소형선사

<표 5> 선박 연료 LNG 전환을 저해는 장벽

다음 2절에서 분류된 범주 체계의 각각의 장벽요인을 추출하게 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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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각 요소들의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3절에서는 LNG 추진선을 실제 발주를 했던 해운 기업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같은 범주 체계를 적용하여, 해당 장벽요소의 해결과정

과 그 시도를 확인했다.

제 2 절 선박 연료 전환 장벽 요인

1. 비용효과 장벽

경제성 문제의 경우 해운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선박으로의 연료 전

환을 결정을 하는 데 작용하는 큰 걸림돌 요소로 인터뷰에서 많이 언급

되었다. 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고, 특히 해운산업의 경우 경

쟁이 심한 산업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경제성을 배제하고 환경성에만 높

은 가치를 두고 연료 전환 과정에 참여 할 수는 없었다.

먼저 높은 비용 장벽은 LNG 연료 전환을 저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LNG 추진선 발주시 30~40% 증가하는 선가인 생산비용 부

분과 기존 선박보다 더 복잡한 장비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상승하는

보수비용, 더 숙련된 선원들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운용 유지비

용의 증가를 우려했다. 특히 기존 사업에서 이윤을 충분히 남기지 못하

고 있는 중소형 선사들은 이런 고비용 문제에 더 취약했다.

지금 CAPEX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선박 대비해서 (LNG 추진 선박이) 지금 20%가

높습니다. 벌크선 기준으로는 CAPEX가 20%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더해서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약 천만 불이 더 들어갑니다. 일단 코

리아 프리미엄이 들어가기 때문에, (LNG 추진선박) 국내 발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CAPEX에 대한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CAPEX만 놓고 비교

해면은 일단 어떻게든 뭐 장기로 끌어도 충분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R2)

실질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LNG 추진선이라는 것은 일단 선가가 한 40~50%는 비

싸지 않습니까? 고가의 선가고, 두 번째는 이 유지보수(maintenance) 비용으로, 일

반적인 디젤 엔진보다 그 들어가는 장비들이 더 많죠, 뭐 감압을 하거나 재액화를



- 48 -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LNG 추진선은 LNG선하고 똑같은 선원들을 채

용해야 됩니다. 즉 관리하는 선원들의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중략) 아시아

항로를 다니는 중소형 선사들은 유지보수와 선원 부분만 봐서도 (LNG 추진선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대형선사에서는 갈 수 있겠지만, HMM이라

든지 이런 데서 갈 수 있었겠죠. (R5)

기술적 위험에서 장벽으로 제시된 것은 포스코에서 LNG선박 탱크용

으로 2010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세계 최초로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신소재인 ‘극저온용 고망간강’에 대한 기술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

었다. 기존 IMO의 LNG 추진선 기준 규정에 따르면 극저온 LNG 탱크

소재로는 니켈합금강, 스테인리스강, 9%니켈강, 알루미늄합금 4종류만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 LNG탱크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국제 기술표준에 등재되어야만 했다. IMO 규격 등재는

4년을 주기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

니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높은 관문이 존재했다. 따라서

선사에서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고망간강을 적용한 LNG 추진 선박을 발

주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아 했다.

더불어 기존의 LNG 추진 선박 기술이 대형선에서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불확실한 위험과 최적화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형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쉽게 연료 전환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2019년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해

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중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한 LNG 추진선 실적 확보와 선원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기대했다.

선도적 나가지 못했던 거는 딱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망간강으로 탑재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근데 그 고망간강이 이제 완벽하게 IMO에 등재된 물질이 아니

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남동발전해서 한번 좀 작은

사이즈로 panamax 사이즈로 LNG 추진선을 발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진행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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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그 후에 일단 고망간강을 포스코에서 포기하면서, 이제 저희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었죠. (R2)

LNG 추진 기술 자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희는 작은 컨테이너죠, 1000 TEU는

사실 작거든요. 이게 LNG 추진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안 나왔어요. 경제성보

다도 설치가 문제였습니다. (R3)

관공선 친환경 전환 이런 거는 상당히 역할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LNG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필드레코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작은 배들이 한다면

이런 배들은 선원들이 조금 퀄리티가 대형선 보다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시장에

서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트랙 레코드는 충분하게 나는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R5)

지금은 LNG 추진선박 기술은 대부분 대형 선박기술이기 때문에 소형 연안 선박용

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 차이는 있지만 이 (관공

선 전환)사업이 결국에는 정부가 좀 책임지고 그러한 기술을 채용을 해주겠다는 거

거든요. 민간에서 채용하기 전에 그런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R7)

시장 위험으로 확인된 다른 장벽은 선박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을 지

불할 고객인 화주들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가 적다는 것이었다. 벌

크선의 경우 1척의 배를 고용하는 화주가 한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주의 의지와 요청만 있다면 충분히 선사에서 친환경 선박을 공급하기

위해 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컨테이너 선박

의 경우 1척의 배를 다양한 선주가 고용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컨테이너 선사가 LNG 추진선을

발주할 경우 그 비용 부담을 온전히 선주가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선박

운항시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선주가 있더라도,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면 단위 운송당

배출량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지기 어렵다.

컨테이너선은 화주만 해도 너무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화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니까 온전히 책임은 선사에 있잖아요. 화주가 요청하는 방향은 안 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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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선사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R3)

사실 선박의 크기만으로도 (탄소배출량이) 충분히 내려가는데 거기서 추가로 대체

연료를 써서 감축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유리하게) 반영이 될

지, 또 미국 항로를 다니는 거랑 유럽 항로를 다니는 거랑 운항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주들이 탄소배출 저감을)많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체 연료

로까지 활용해서 낮춰 달라는 요구 사항 까지는 잘 없죠.(R4)

벌크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주 하나, 선주 하나

잖아요. 그러니까 내 화주의 의지만 있다면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선은 만약에 2만 TEU짜리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면 화주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화주가 2만 명이 넘을 걸요, 맥스로 봤을 때, 컨테이너가 보통 배에 싣는 게 40 feet

짜리 잖아요. 40 feet 하나의 화주들을 모아보면, 박스 하나에 화주가 열 명씩 있어

요. 그 화주가 과연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생각하는 그런 화주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런 의견일치(consensus)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거죠. (R5)

LNG 연료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박이 시장에서 쉽게 선택되지 못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체 연료의 가능성이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저유황유 사용과 탈황설비를 장착하

는 것이 대안 기술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사들은 내부적 판단 기준을 각

자 가지고 대응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런 이유로 시스템의 큰 변화가 필

요한 LNG 연료로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지만, 다가올 온실

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LNG 연료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C

유 연료를 대체할 미래 연료로 LNG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

는 공통된 예상을 하였지만, 암모니아/바이오/수소/전기추진 등의 다른

대안 연료들이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LNG 이외의 연료의

경우 대부분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어떤 연료가 LNG 연료와 시장에서 치열할게 경쟁하게 될지 예상하

지는 못했다.

(연료전환을 하려면) 대안이 없어야 해요 .탈황설비도 없어야 되는 거고, 다른 대안

들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료전환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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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HMM 사례만 놓고 본다고 하면 딱 그 상황이에요.

신조를 발주하는데 20년 25년 쓸 배를 지금 탈황 설비를 장착한다는 것 자체가, 지

금 상황이 (연료전환을) 못 받쳐주는 거거든요. (R2)

황산화물 규제 대응방안에 있어 연료 유가의 변동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

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까지 같이 고려하였으나, 당시 이들을 모두 충족시킬

만한 대응기술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선단의 50% 이상의 선박에

scrubber를 설치하고, 나머지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황산화

물 규제는 이미 설치된 장비 또는 연료로 대응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준비는 불요하

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온실가스 저감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R4)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2050년에는 국제 해운에서 LNG 연료가 2050년까지

거의 40%를 점유할 거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암모

니아가 한 25% 그다음에 스크러버를 결합한 HFO 그게 한 10%고, 그 나머지가 바

이오 연료, 전기 추진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R5)

저는 LNG 연료는 전체 선박 시장의 한 30~40%, 그다음에 석유연료 시장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수소, 암모니아, 전기, LPG, 바이오 연료. (중략) 장기적으로 갈수록

연료는 더 다양해지고, 선박 종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운항 형태에 따라서, 각

각 맞는 적절한 연료가 선택 될 거라 봅니다. 분명한 건 선박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

임인 CO2 규제가 다가오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고 (중략) 선박용

중유가 메이저였던 연료 시대에서 다양한 연료가 함께 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게 내 관점이고, 한 개의 솔루션으로 다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R6)

결론적으로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LNG 추진 선박, 벌크선와 탱커선 중에서

큰 선박은 LNG 추진으로 갈 거고, 작은 선박은 LPG라든가 다양한 대체 연료를 고

민을 하거나 바이오 연료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PG 운반선

같은 이런 케미컬 캐리어들은 어떻게 그 자체 화물을 연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

는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R7)

전문화된 지식 부족의 장벽으로 선사 내 전담 부서와 인력의 부족과

LNG 추진선을 운영할 전문 선원의 부족 문제가 확인되었다. 중소형 선

사의 경우 규모 문제로 친환경 선박을 연구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전담

부서와 인력이 따로 배치되지 않았다. 대형 선사의 경우 유일하게 기술

팀을 운영하면서 IMO 회의 등에 참석하여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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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담 부서와 인력의 존재 여부가

LNG 추진 연료의 선택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LNG 추진선의 경우 기존의 선박과 비교하여 장비들이

추가되므로 숙련된 선원의 탑승이 필요한데, 아직 LNG 추진선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숙련된 선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유지/보수 비용과 마

찬가지로, 전문 선원의 부족 문제는 LNG 연료 전환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실무 때부터 과장까지 제가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R2)

(전담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중략) 사실 저희는 따로 선제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R3)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회사도 나름대로 신조

만 담당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 현존 운항선에 대한 기술개선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주로 변화되는 레귤레이션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IMO MEPC

회의에 회사 차원으로 참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R4)

LNG 운반선에 타는 선원들이 월급이 더 많거든요. 장비도 많이 봐야 되고, 우리 회

사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탔었는데, 그런 숙련된 선원들을 대형 선사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중소형 선사에서 그런 선원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리스크도 좀 보입니다. (R4)

2. 재정 장벽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사업’은 선령 19년 이상, EVDI D등급 이하 조건을 가지는 선

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에게 선가의 10%를 보조해

주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재정적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지원 받는 친환경 선박 기준에 LNG 추진선박과 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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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면서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선박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선사

는 더 많은 건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LNG 추진선이 아니라 스크러버

를 설치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되었다. 게다가 책정되어있는 10% 수준

의 보조금은 선사의 LNG 연료 전환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 산하 기관 소속의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장벽요

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추진될 보조금 사업은 연료 전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이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스크러버를 설치 할 경우에도 친환경선박

으로 보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안이 하나면 (연료전환을

하도록) 끌려가듯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R2)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대상 선박 선정기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당

사가 EVDI 기준 적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EVDI산정기준이 현재 정확하지

않고, 향후 EEXI가 적용되므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둔 상황입니다. (중략) LNG

연료추진 신조선이 기존 선박 대비 선가가 15~20%가량 높으므로, 보조금을 그 절반

수준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4)

결국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선가가 40%~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30%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사 입장에서 10% 정도는 추

가로 부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자 보존 정도밖에 안 되잖

아요. 선가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해양

수산부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보시면 해수부의

예산과 조선소를 관리하는 산자부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럼

지원금을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나라 선사가 지원을 받아

세계 해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R5)

(친환경선박지원사업이) 내년 2021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서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지원이 좀 될 거고요 21년도에는 22년 또는 23년부터는 선박 크기별로도

좀 나누고, 또 두 번째로 지금의 보조금은 그냥 EVDI를 협약 기준치를 만족하는

선박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면 평가해서 선가의 10% 정도 내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주다 보니 선사들이 LNG 추진선박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LNG 추진선박을 지으면 선가가 30% 정도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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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조금 10%를 주면, 선가 상승 20%는 선사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22년도 사업부터는 기존의 협약 기준치를 만족하는 선박

을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LNG 추진 선박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신개념 친환

경 기술을 탑재한 선박 쪽으로 주게 될 것 같아요. (R7)

3. 규제 장벽

해운 기업에서 친환경 선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기술 선

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5개 항만(인천, 평택 당진, 여수 광양, 부산, 울

산)에 배출규제해역(ECA)을 지정하여 발효했다. 하지만 규제 기간과 대

상 선박의 종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적용한 규제로

산업계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제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에 기여

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입장이었다.

ECA에서 규제 받는 작업 자체가 어차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선박의 전체 운항

기간을 놓고 보면 국내 기항해서 정박 하는 일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

고 정책으로 뭘 더 반영하는 것보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규제로써 해운 기업을 억

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에 조사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정책을 시행

해야지 전환이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2)

ECA 지역에 있던 만드는 거는 사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면피성으로 좀 늦게 지정하고 발효시킨 것 같아요. (R4)

(ECA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선사의 의견을 대표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했

었죠. 왜냐면 중국이나 미국으로 운항하지 않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3.5% 벙커C유

만 한 가지만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들어오는 배들은 월드와이드로 다

니는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를 한 가지만 실을 수 있는 싱글탱크 선박인데, 우

리나라 지역 ECA를 지정해서 발효하면, 이걸 위해 그 선박들이 개조를 다 해야 되

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되죠. (중략) 이번 9월 ECA 발효 내용은 중간 정

도의 그런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R5)

우리가 LNG 벙커링선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큰 드라이빙 포스는 환경규제이기 때

문에, 배출가스 규제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산업부가 받아들였고, 산업부가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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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해서

해수부에도 요구하고, 해수부가 이걸 받아 들여서 규제가 발표하게 된 거죠. 그것도

한 1년~2년 작업을 해서 요번에 오대항만 이 대상이 되었고, 원래는 연근해에 ECA

지정을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황산화물 규제뿐이고 질소 산화물 규제

는 아니잖아요. (R6)

규제 장벽에서 LNG 연료로의 전환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앞으로 다가올 규제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IMO에서는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 규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

다. 선박의 탄소 배출량 기준 값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치와 함께, 다른

7대 온실가스를 배출 제한에 대상 포함시키려고 검토한다거나,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그런 노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조선에만

적용했던 규제를 현재 운항 중인 현존선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 이

런 노력은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현격히 줄이고 친환경 선

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규제가 다

양한 관점에서 검토만 이뤄지고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IMO에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2017년 시행하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

킨 이후에 선사들의 강한 발발에 부딪혀 시행 직전에 2년 뒤로 적용 시

점을 유예시킨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선사들은 IMO에서 지금 논의되는

온실가스 규제의 경우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박의 연료 전환

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UNFCC에도 보면 이제 온실가스가 7대 온실가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IMO는 CO2 하나만 이제 까지 고려했는데, UNFCC의 틀에서 보면 사실은 부족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CH4나 M2O나 이런 건 향후 규제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

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불확실하고요. 연료를 사용을 하면 선사들은 다운스

트림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NGO나 이런 데서, 업스트

림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하는 전주기 평가를 요구하면 우리가 움

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규제 불확실성이 신기술에 투자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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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친환경기술에)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이 효과를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하는데, 투자를 해도 이게 우리가 규제를

충분히 만족을 시켰다라고 하기에, LNG 추진을 선택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불확

실한 거죠. 왜냐하면 IMO가 예전에 규제를 만들어놓고 뒤통수를 친 적이 몇 번 있

거든요. 규제를 만들고,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바람에 관련 업체가 도산하기도 했고.

그래서 IMO가 딱 규제를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보니

까 협박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망설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추가 신조 발주도 안하는 것 같

고요. (R4)

아주 단적인 예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LNG 추진선박을 신조 했을 때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현존선 규제가 발효되면, EEDI라고 하는 신조선 규제 값만 만

족하도록 설계된 LNG 추진 선박의 경우 현존선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건조한 배가 10년 뒤에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규제 목표치가 계

속 올라가고, 현존선 규제도 추가 될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아예 20년 뒤를 내다

보고 규제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선박연료의 솔루션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

이 물어보세요. (R7)

4. 인프라 장벽

선사들이 LNG 추진선 발주를 고민하면서 경제성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LNG 공급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다. LNG 공급 인프라

는 세분화하면 LNG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가 있어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터미널과, LNG 추진선에 LNG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LNG 벙

커링 선박으로 나눌 수 있다. LNG 벙커링 선박은 화물 하역 작업과 벙

커링을 동시에 시행하는 SIMOPS(Simultaneous Operations) 작업을 위

해 필요하다. 이 작업은 LNG 추진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부분에

서 화물 적하와 양하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벙커링 선박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ship-to-ship 방식으로 LNG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화물선의

운항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LNG 벙커링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LNG 연료 공급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LNG 인프라 시설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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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지 못한 이유를 LNG 연료를 공급받을 LNG 추진선이 부족했던

데서 찾는다. 이렇게 LNG 추진 선박을 지어야 할 선주는 LNG 인프라

부족을 이유 삼고, LNG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LNG 공급사에서는 적

은 LNG 추전선 운항을 탓하는 상황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비유를 들어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 산하 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문제가

답이 없는 눈치 싸움인데 자율적인 시장에는 맡겨서 해결될 수 없기 때

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LNG 벙커링 인프라의 한계는 LNG 연료가 선박에 사용되는 전화 과정

에서 큰 장애물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선사에서 LNG 벙커링 인프라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범국가적인 환경규제가 나날이 속도를 내고 상황에서

LNG 연료 추진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

는 상황이 선사의 결정을 고민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1)

만약에 (LNG 벙커링을) 한다면 부산 일거고요. 부산에서 한정된 부두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면 그 벙커링 할 때 만약에 다른 LNG

추진선이 차 있으면 온전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운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지

금 수소충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데 수소차를 만약 운행한다면 어떻게든 충전소를 미리 찾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충전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R3)

지금 LNG 터미널 시설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LNG 벙커링 선박도 부족하고, 게

다가 벙커링을 해줄 LNG 추진 선박도 부족하고, (중략) 벙커링 선주와 LNG 추진

선 선박 선주가 협업해서, LNG 벙커링 선박 한 척 나갈 때, LNG 추진선이 한 5척

정도 운영이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LNG 추진선 수도 언밸런스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R6)

LNG 터미널은 대부분 대형선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터미널에 붙

어 있는 이게 LNG 운반선이에요. 이건 바로 접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LNG 벙커링선은 좀 작아요. 소형선으로 봐요. 그래서 터미널에 바로 붙일 수가 없

어요. 그래서 별도의 제티(jetty)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

분한 고객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 이런 선적 설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선적 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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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문제가 돼요. (R6)

(LNG 터미널 문제는) 사실 시장에만 너무 맡겨놨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NG 추진 선박을 지어야 할 선주들은 LNG 벙커링 업자를 보는 거고, LNG 벙커링

업자는 LNG 추진 선박을 지어야지만 또 벙커링 시장이 열리니까, 이거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서로 눈치만 보니까 어느 한쪽도 나서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향후에는 LNG 벙커링 관련된 문제는 정부 주도하에 해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R7)

LNG 공급 인프라 부족과 자연스럽게 같이 논의되는 장벽은 LNG 공

급사의 독점 공급 구조로 인한 높은 LNG 연료 공급 가격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국내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독점 공급해 오고 있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

너지원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수의

규제를 두고 가스공사에 독점적 공급권을 줌으로써 안정적 수급을 유지

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LNG 벙커링

이라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공사의

독점권은 LNG 연료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낮췄

다. 선사에서는 LNG 연료 벙커링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을 지적하고, 독

점권을 배제하여 LNG 연료 공급이 시장가격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 있

음을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싱가폴에서 벙커링 하든 다른데서 벙커링 하든, LNG 공급 가격은 계속

같아야 맞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지. LNG 저장 탱크를 KOGAS가 독점

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라든지, LNG 연료 공급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고, 만약 그걸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LNG 가격 자체

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KOGAS가 LNG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

력이 좀 적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R4)

(LNG 연료 공급을) 유일하게 가스공사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LNG 수

출입과 운영하는 사업권을 오픈하고 가스공사를 포함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가스공사가 인프라가 투자 비용 하고, 그걸 몇 년 안에 회수한다는 계

획을 가지고 LNG 공급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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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게 가스공사 하나만 가지고 독점 운영한다면, 가스공사가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비싸게 가스를 수입해 오거나 이런 경우엔 LNG 공급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

까? (중략) 공급 가격이 일정하지 못하고 편차가 큰, 그런 LNG를 누가 쓰겠습니까?

(R5)

(LNG를 벙커링 할 때) 유럽 같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선사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지급을 해줘요. 예를 들면 LNG 벙커링선에서 LNG Fueled ship에 연료를

넣어줄 때 LNG 공급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고정값이 아니고, 선

단이 크면 DC를 받고 선단이 작으면 가격을 좀 비싸게 받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LNG 벙커링 가격은 확실히 정해져 있지가 않고, 시장에서 고객에 따라 차등이 되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LNG 공급 가격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비규제 산업으로 막 풀리는 중에 있어서 LNG 벙

커링 인프라 구축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R6)

5. 문화적 장벽

선박 수송 분야에서 선사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경료 의존적이고 변화

를 시도하지 않은 인식 태도는 LNG라는 새로운 연료의 전환을 가로막

았다. 선박 건조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한번 건조된 선박을 20년

간 운용해야 하는 선사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도를 두려워하고 경로

의존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해운분야의 지배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해운중개, 선

박금융, 보헙, 법률등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해운산업의 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 사업에서 얻어지는 운임수익만기

대하는 단순한 성장엔진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업지상주의에 빠져서 불황

기에 해운기업이 생존하기 더 어려워진다(임종관 외, 2009). 인터뷰 대상

자들도 이런 선사들의 성향을 ‘올드패션’하다거나, 프런티어가 아닌 철저

한 ‘팔로워’로 표현했다. 기업의 시장충격에 대한 적응(resilience)능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적 역량을 계량화한 지표인 ‘SERI S-R

(Shock-Resilience)' 모델을 통한 평과 결과에서도 국내선사는 일본선사

와 비교하여 충격에 약하고 회복과 투자를 위한 재무적 유연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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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타낸다. 국내 선사들이 가진 단편적 비즈니스 구조와 재무적 불안

정성은 친환경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전

하는 일본이나 유럽의 선사들과 비교하여, 시장을 선도적인 과감한 결정

을 못하고 기존의 기술을 유지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

(선박 연료 전환에 있어서) 사실 저희 규모 수준에서는 (다른 선사를)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선제 조치를 할 여유는 없고 타사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보고

그걸 스터디해서 뒤따라가는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R3)

배를 한 번 만들면 개조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20년 25년도 써야 하는데,

좀 더 확실한 옵션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이 대다수 선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R4)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해운회사들인데 왜냐하면 하나 잘못 선택하면은

거의 망해버리잖아. 비싼 배를 한 척 잘못 짓고 막 그러면 손해가 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부품이 나와도 과거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안 씁니다. 대부분 선사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 시장 요구에 바로 반응 못 하더라도, 굳이 내가 프론티어(frontier)가

되거나 베타테스터(beta tester)가 돼서 리스크를 다 감수할 순 없다는 부분이 가장

많은 심리의 심리적 요인인 것 같아요. (R5)

정부 부처에 관련 회의를 하러 가면 거기에서도 선사들이 (LNG 추진선)을 반대해

요. 선사들이 스크러버만 장착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LNG 쪽이 아닌 다른

옵션으로. 그런데 스크러버는 지금 아시겠지만, CO2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선사들은 회의 석상에서 스크러버 하겠다고 하니까.

심지어 한 메이저 선사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IMO 규제가

발효 안 될 거라고, 발효 되면 자기가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분

은 뭐 LNG 추진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스크러버 장착을 하거나 저유황유로 사

용하면 된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어요. (R6)

(LNG 추진선을) 외국에서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고, 우리나라는

좀 적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예를 들면 NYK, MOL 같은 일본 해운사는 해운사이면서도 벙커링 사업을 하고 싶

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LNG Fueled ship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화물을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다고 기회를 보

고 접근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해운사는 그렇지 못해요.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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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주들 노력을 깎아내리는게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 선사들이 올드 패션이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로 많이 글로벌화 됐고, 지금 해외 대형 선사들은

탈탄소에 지금 혈안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 항만에서 입항을 못 시키겠다

고 막아버리면, 영업을 아예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국내 선사들도 이제 정부

에 탈탄소 선박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보조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야죠. 근데 방금 얘

기했듯이 그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스크러버 보조금 달라고만 얘기하고, 스크러버

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롱 텀 솔루션은 아니다. 30년 운항을 해야 하는데.

(R6)

(선사들이) 보수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자동차에서 적용된 기술

이 선박으로 넘어와서 적용되는 그 갭이 있어요. 이 갭이 30년씩, 20년씩 차이가 나

더라고요 그만큼 선박은 보수적이고, 그게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사

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에서 개발된 기술을 선박으로 그대로 채용하는게 난

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든 사람이 어떤 인식적으로든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R7)

6. 기타 장벽

해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산업 구조적 문제도 연료 전환을

가로 막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세계 해운 시장은 불황과 과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유동성 부족에 빠졌던 한

진해운이 2106년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사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우리나

라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여 초기에

LNG 추진선 발주를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스크러버 탑재 선박 20척

을 발주하였다. HHM은 대형 글로벌 국제 선사가 얼라이언스 동맹을 통

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 가는 분위기 속에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을 했다고 보인다. 해운 기업은

생존 압박을 견뎌내는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장기전 관점의 전략을 가지

고 LNG 연료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여력 없었을 것이다.

올해 전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현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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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016년에서 17년도 가면서 가장 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대기업군인 한진해운

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선대가 100척 이상이 빠졌거든요. 1/10이 빠졌어

요, 그다음에 많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흡수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선박이 해외로

유출됐거든요. 그러면서 머스크라든지 이런 대형회사들이 전략적으로 규모를 키워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준비하는데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규모가 작아졌다는 거죠. (R5)

해운 기업은 물론 목표가 큰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생존이에요. 현실이 생

존인데 그러려면 영업파트에서 선가 상승 부분을 다 해결을 해내고, 관리 파트에서

는 추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들을 세이빙 할 수 있길 바라겠죠 오너 입장에서는.

(중략) 선사가 그다음 20년~30년의 미래를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연말에는 총회만

바라보고, 연초에는 작년 연말 실적만을 보고 살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

려운 거죠. (R5)

머스크나 이런 데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1,2위를 갖고 있고 한진해운이 망한 뒤에

그 미주시장까지 다 석권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미 자신이 있는 상태가 되야 선

대의 10%~20%는 LNG로 지어보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거죠. 규모의 경제가 있

으니까, HMM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선대 대다수를 이번에 완전히 신조 할 계획인 상태에서 리스크를 지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0척, 20척의 선택은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시 LNG 추진으로 가자는 보고서도 내부에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선택은 스크러버를 한 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나 이런 국제적인 선사하고 현대상선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추격

자 입장이고 한진해운이 없어진 마당에 국가의 어떤 선대라든가, 가야 될 여러 가지

기항지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기술적 리스크를 부담하긴 좀 어려웠겠

죠? 대체 투입할 선박이 없으니까. (R7)

중소형과 대형 해운기업은 그 규모의 경제의 영향으로 황산화물 규제

에 대한 대응 방식도 나눠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소형

선사는 대형선사가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여유가 없는 대형 선사 역시

안정된 선택을 하게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 연료로의 시도는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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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장벽 해결 방안

비용효과-1-① 높은 생산 비용
․장기 수익 계약 구조 이용

비용효과-1-② 높은 유지/보수 비용

비용효과-2-① 고망간강 저장탱크기술 ․검증 기술 적용

비용효과-2-② 실적선 사례 부족 ․조선소 기술 신뢰

비용효과-3-① 낮은 화주의 수요 ․선주-화주 사전 공동 연구

<표 6> LNG 추진선 발주 해운기업의 장벽 해결 방안

환경규제와 선사의 영업활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선사의 입장도 경청하여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1)

엄청 아쉬운게 HMM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LNG 추진선 연관 산업을 좀 끌고 가

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LNG 벙커링 소비도 많이 하고, 국내 관련 인프라

를 더 경쟁력 있게 뿌리내려 준다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퍼져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 (스크러버) 선택은 주변 산업에 관한 것은 다 무시

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결정한거지 않습니까? (HMM이) LNG 추진선을 발주 했으

면 좀 확산되는 현상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오히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

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R2)

(중소형 선사 입장에서는 환경규제 대응하는 게)더 어렵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R3)

제 3 절 선박 연료 전환 동인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여 선박용 석유연료가 LNG 연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인터뷰 내용 질적 분석을 통해 18개의

요소로 구분하였다. 본 절에서는 LNG 추진 벌크선을 발주한 선사의 인

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걸림돌이 되는 18개의 요소를 어떻게 해결을 시도

하였으며, 연료 전환의 시도를 촉진 시킨 동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요

약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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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3-② 대체 연료의 가능성 -

비용효과-4-① 전담 부서/인력 부족 ․실무자가 병행

비용효과-4-② 전문 선원 부족 -

재정-1-① 친환경 선박전환 지원금 ․정부 보조금 명분으로 고려

규제-1-① 배출 통제 해역 -

규제-2-① 온실가스 규제 적용기준 모호 ․추가 기술개발 기대

인프라-1-① 벙커링 터미널 부족
․‘LNG 추진단’ 네트워크 활용

․해외 연료 공급 터미널 활용
인프라-1-② 벙커링 선박 부족

인프라-1-① KOGAS 독점 공급 구조

문화적-1-① 경로 의존적 선사 인식 ․회사 경영자의 의지

기타-1-① 한진해운 파산 효과 -

기타-1-② 경쟁이 과열된 산업 특성 -

기타-1-③ 경쟁력 낮은 중소형선사 -

1. 비용효과 장벽 해결 방안

선사에서 LNG 추진선 발주를 결정하려면, 연료 전환시 높아지는 선

가와 유지보수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거나 회수(payback) 기간을 늘

려서 위험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벌크선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다르게 특

정 기업과 장기계약구조를 가지고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LNG 추진선

발주를 한 벌크선사도 포스코와 철광석과 석탄화물을 운반하는 장기 운

송계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확보된 장기계약의 기간을 20년까지 늘려

서 계약기간을 추가하여 높은 비용의 위험도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경

제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LNG 추진선 발주를 전략적으로 성공시켰다.

그러니까 (LNG 추진선 발주에 있어서) 경제성를 뒷받침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 가지고 있는 장기계약들이 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LNG 추진선을 도입하여) 5

년~7년 수준의 단기간 내에 payback할 수 없고, 그런 단기 계약구조 자체도 안 나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확보한 계약기간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장기 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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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계약을 추가로 연장해서 20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 동안

payback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었죠. (R2)

네 그 (경제성) 관점이 맞았기 때문에 발주가 이뤄진 것이고, 다른 선사들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맞추

냐가 각 회사의 영업비밀이고 영업전략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R2)

용선 계약 상대자가 포스코였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극

저온용 고망간강’을 LNG 추진선에 적용시키는 기술적 위험이 존재 했었

다. 하지만 실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시점에 IMO 승인 주기 문제로 포스

코가 고망간강 적용조건을 포기하면서 LNG 추진선 발주를 쉽게 진행

시킬 수 있었다.

(고망간강을) 적용 안해도 된다는 조건 하에서, 니켈강을 적용해서 발주를 한거죠.

(중략) 포스코가 고망간강을 포기하면서 부터, (LNG 추진선 발주가) 좀 더 디벨롭

이 된거죠. (R2)

다른 기술 위험 장벽인 실적선 사례 부족 문제는 조선소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극복했다. 실제로 LNG 추진 기술의 경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다른 선종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건조했던 경험이

있는 조선소의 설명을 믿고 문제 삼지 않았다. 더불어 크기는 작지만

2017년에 앞서 건조된 5만 톤급 LNG 추진 벌크선인 ‘그린 아이리스’호

가 LNG 추진선 운영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전달받기에 충분한 실적선 모

델이 되었다.

(실적선이 없어도 발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소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생각합

니다. 현대 삼호 조선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개런티를 제시했고, LNG 추

진 기술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벌크선에 적용 안 됐을 뿐이

지 다른 여객선이나 다른 가스 운반선에서 쓰이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벌크선

에 적용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잘 컨트롤하고

효율 부분만 좀 증대시키면 된다고 조선소 측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문제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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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신해운 배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부산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신해운에 그

런 (장기) 계약구조를 만들어드렸고, 그걸로 이제 일신해운은 내항선에 (LNG 추진

을) 적용해서, 그래서 트랙 레코드를 하나 쌓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신해운의 중형

배에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된 내용을 저희 대형선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았었죠. (R2)

기술적으로는 사실 컨피던스를 가지죠, 왜냐면 다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기존에

LNG 운반선에 쓰던 기술을 그대로 얹어서 쓰는 거니까. 그에 대한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R4)

시장에서 LNG 추진선이 채택되지 않는 주요한 걸림돌이 화주들이

LNG 추진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신조 발주된 LNG 추진 벌크선

의 경우 해운기업이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화주들과의 긴밀한 교류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장기 계약 구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업적 특징이 선주와 화주의 교류

를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두 기업 모두 IMO 황산화물 규제와 향후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대 운영을 계획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화주인 포스코는 자사가 개발한 ‘극저온 고망간강’을

활용해 볼 대상 선박이 필요하다는 동인이 분명했지만, 선주인 해운기업

은 향후 대체 연료의 솔루션이 LNG밖에 없다는 인식을 빠르게 하고 연

료를 전환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

다. 해운 기업의 강한 연료 전환 의지와 화주가 LNG 추진선 용선을 받

아들일 수 있는 영업 전략이 맞물려서 LNG 추진선 발주를 가능하게 했

다고 보인다. 해당 해운사는 총 4척의 벌크 LNG 추진선을 발주하였고,

2척은 포스코에서, 2척은 현대제철에서 용선 결정을 내려 현재 현대삼호

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다.

황규제가 발효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CO2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과도기적

대체연료로는 LNG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빨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스코 R&D 센터랑 같이해서, 사전 스터디를 좀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기

에 포스코는 고망간강을 활용한 연료탱크를 만들어서 자기 자사선에 일단 탑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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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차원에서 참여했고, 저희는 이제 선박의 연료전환 차원에서 니즈가 있어서,

두 회사가 LNG 추진선 관련 공동연구, 스터디를 만든 거죠. (R2)

(포스코 화주가) 저희랑 똑같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향후에 선대운영 계획을 짜는데 선사만 짜는 게 아니라 화주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철강 물량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광석이나 석탄을 실

어 올 때, 어떤 게 과연 이제 경제성 있겠느냐 향후에, 다음 환경규제가 도래 한다

는데, 이걸 다양한 비교군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터디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일

단 1,2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된 거고요. (R2)

저희는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요. LNG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그

런 것들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화주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가 중요했죠. LNG 추진 선박을 누가 발주를 해주실 것이냐? 그 다

음에 발주하더라도 이 선박을 누가 인정해서 사용 해줄 것이냐? 그게 이슈였고요.

(중량) 저희도 어찌 보면 포스코라는 이런 화주 쪽에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LNG

추진선 꿈도 못 꾸는 거죠, 저희 혼자 발주하겠다고 해도 화주 쪽에서 이런 선박을

안 쓰겠다고 하면 그만 인 거고요. (R2)

저희 LNG 추진선 벌크 1,2호선은 포스코, LNG 추빈 벌크선 3,4호는 현대제철 꺼

입 니다. (R2)

2. 재정 장벽 해결 방안

친환경 선박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액수은 역시 부

족한 양이어서 선박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으

나, 장기계약 구조로 경제성을 이미 확보한 벌크선의 경우에는 1호 친환

경 선박 지원 사업 대상자라든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건조 선가가 더 높은 국내 조선소에 발주를

결정했다. 선박 발주에서 금융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해양진

흥공사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에)계속 노크를 했습니다.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때는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환 보조금을 제도화 시켜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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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수부에서 진행한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에 1호로

선정이 된 거고요. (R2)

(지원금이) 충분히 안됩니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좀 있어야 저

희도 명분을 가지고 국내 발주를 하죠. (중략) 지원금이 명분이 되고 또 일부는 도

움은 됐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발주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R2)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해양금융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서 해양진

흥공사를 발족시키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가고

있다. 앞으로 발전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거를 시도하고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큰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발판에 되서 최소한 선사들 보

증 역할이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보편적인 보증이어도 큰 도움이 될 거

라고 봅니다. (R5)

3. 규제 장벽 해결 방안

규제 장벽으로 작용했던 요인은 강화될 미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LNG 추진선을 발주한 해운기업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

고 있었으나, 향후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

다. 한국선급 수석연구원도 당분간 LNG 추진선 기술이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응할 최적의 솔루션이며, LNG 추진선 기술이 만족해야

하는 추가 규제라든가, 현존하는 미비한 문제점들은 향후 ‘플러스알파’

기술이 개발되어 해결될 것이고, 규제의 적용은 그 기술개발 시간을 충

분히 확보해 줄 것으로 예측했다.

(LNG 추진선에서 발생하는) 메탄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했지만, 앞으로 메탄을

포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급부로도 그런 연관 산

업에서도 기술도 같이 많이 개발되더라고요. (R2)

LNG 플러스알파 기술, 우리 그 알파를 보완기술이라고 하는데, LNG가 가진 감축

양을 추가로 보완하는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최근에 일본

도 발표를 했지만, CO2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을 선박에 탑재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러면 LNG에 추가로 CO2 포집 기술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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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고, (R7)

궁극적으로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는 거죠.

LNG가 안고 있는 현조선 규제시 대응 해야 할 미비점, 또 향후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

다. (R7)

4. 인프라 장벽 해결 방안

LNG 추진선 발주 시 인프라 제약 문제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결

을 시도하였다. 해수부 주도로 국내 선사들의 LNG 추진 선박 발주를 돕

기 위해서 만들어진 ‘LNG 추진단’은 지속적 교류를 통해 LNG 추진선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등을 체결했다.

‘LNG 추진단’은 관련 행위자들을 모두 모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시

도 했으며, 이 추진단에는 해수부, 산업부 관계자와 화주, 선주, 조선소

그리고 LNG 연료 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했다. 따라서 ‘LNG 추

진단’에 참여했던 선주 기업은 LNG 추진선 발주시 연료 공급 문제를 한

국가스공사와 논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LNG 공급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LNG 인프라 구축 미비의 대

안으로 해외에서 연료 공급이 가능한 터미널을 섭외하여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에너지 산업 구조가 독점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KOGAS)에 의지를 해야 되

는 상황인데, 일단 처음에 LNG를 공급해주겠다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도 같이했

었습니다. (R2)

(LNG 벙커링을) 국내는 안 되지만 해외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만 보지는 않

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싱가폴이 가장 유력하고, 싱가폴하고도 같이 계속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R2)

우리나라에서는 LNG를 못 들어오더라도 바로 이제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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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가 있거든요. (R6)

5. 문화적 장벽 해결 방안

기존의 경로의존성과 관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연료전환 시도를 잘

안하게 된다는 장벽을 무너뜨린 건 역시나 해운기업 경영자의 의지였다.

LNG 추진선을 발주한 벌크선사의 담당자 인터뷰로부터, 경영진에 대한

굳은 믿음이 느껴졌다. 그가 판단한 회사의 경영진들은 전통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장기적은 안목을 지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리더로 평가

하였고, 더불어 의사결정시 경제성을 함께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도 충분

히 고려하는 합리성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했다.

탈황설비(스크러버)라는 것은 하늘에 버릴 것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충족시키는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

이고, 눈을 피해가기 위한 일차원적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탈황설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선의 경우 탈황설비를 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

으로 20년씩 사용해야하는 신조선에는 이런 식의 대응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LNG로 갔습니다. (R2)

그 회사에 뭐라 그럴까, 성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일단 좀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결정밖에 할 수 없

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주주사나 경영진께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도하게 모든 선박을 LNG

추진으로 다 바꾼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일정 부분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

자도 해보고 경제성도 잘 따져보자는 거죠. 저희는 저황유 이용 선박, 탈황설비 설

치 선박, LNG 추진까지 각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우리도 앞

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

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식의 결과를 도출 할수 있도록 경영진이 힘을

실어 주셨죠. (R2)

그런데 지금 (LNG 추진선)발주를 못한 선사들은 못하신거고, 우리같이 발주한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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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저희들도 다 기업인데, 손해까지 보면서 막 그렇게 의사결정하실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장기적 비전)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으실

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기업의 CEO들은 어떻게 뭐 얼만큼 플렉시블 한지는 잘 모

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희 경영진께서 올바른 정책과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를 끌

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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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선사가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여

LNG 추진선을 발주하는 것이 선박수송분야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과

정이라고 보고, 그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와 촉진하는 요소를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행위자로 판단되는 국내 중소형 해운기업, 대형 해운기업, 한

국선주협회, LNG 연료 공급처(한국가스공사), 한국선급의 담당자와 반구

조화 인터뷰를 진행했고, 확보한 텍스트 기반 인터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Brown et al.(2007)이 제시한 친환경 기술

의 상용화 및 활용을 막는 6개의 범주, 20가지 유형의 장벽을 내용 분석

을 위한 개념적 틀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LNG 연료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6개 범주, 11개 유형,

18개 장벽요소를 도출했다. 6개 범주는 비용효과장벽, 재정 장벽, 규제

장벽, 인프라 장벽, 문화적 장벽, 기타 장벽으로 구분된다. 18개 장벽 소

요를 각각 검토한 결과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국내 해운 기업이

LNG 연료 전환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와 그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기술했다.

첫째, 글로벌 경쟁이 과열된 해운업계에서, 선사들은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도전적 선택을 보류 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 글로

벌 컨테이너 선사간의 ‘얼라이언스’가 운송물량을 과독점하고, 글로벌 경

쟁에서 뒤쳐져 파산한 국내 1위 해운기업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것을

보고 국내 해운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저

비용 고효율 전략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형 해운 기업은 물론이

거니와 대형 해운기업 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LNG 연료전환은 높은

생산 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주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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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선사는 취약하지 않은 수익구조와 단단한 금융자본이 필요

하다.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해운기업은 부족한

유동성과 심리적 위축으로 비용 장벽을 문제 삼아 연료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

둘째, LNG 연료 공급사의 독점 공급 구조로 인하여 형성된 높은

LNG 공급 가격과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인프라 제약은 LNG 연료 선택

의 걸림돌이다. 전기차, 수소차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송분야에서

연료의 전환을 가로막는 1차적 요인은 인프라의 접근성과 용이성이다.

LNG 추진선의 경우도 현재 LNG를 공급받을 터미널과 동시 작업을 가

능하게 하는 LNG 벙커링선이 부재한 상황이며, LNG 연료 공급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 가스 공사가 LNG 공급 및 운영권을 가

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 권리는 LNG

공급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구축하고 공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

는 노력을 소홀하게 만들었다.

셋째, 강화될 IMO 온실가스 규제의 방향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선

종별, 크기별 세부 규제 대응 전략의 부재는 불확실성이 낮고 검증된 기

존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사들을 유도했다. IMO에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각도에서 규

제 방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IMO가 국제기구로서 강한 강

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이 충돌될 때 규제의 단호한 집행보다는 갈등을 줄이는 방향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해운기업들은 IMO에서 논의되는 규제에 대한 낮은 신뢰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건조하면 20년을 사용해야 하는 선주들

은 불확실성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는(wait and see)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LNG 연료는 연구되는 차세대 연료(암

모니아/바이오/수소/전기추진)와 비교하여 경쟁 우위에 있을지 차세대

연료 개발까지 시간만 벌어주는 ‘브릿지’ 역할일지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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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내 선사들이 예전부터 보여 왔던 경로 의존적이고 보수적 성

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친환경 연료 시장에 대하여 시큰둥하고,

폐쇄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유럽과 일본의 선사들과 비교하여서도 상대

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

진다. 해운 기업에서 운용하는 선박의 경우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오랫

동안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 가깝기 때문에, 선사들이 검증된 실적선

데이터를 중시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는 현재 시대에 친환경선박으로

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선사들은 프런티어는 아니더라도

반걸음 빠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18만 톤급 LNG 추진 벌크선을 4척 발

주한 중형 해운기업의 경우 분석한 장벽 요소를 일부분 해소함으로써 연

료전환을 성공시켰다. 따라서 같은 분석틀을 가지고 LNG 연료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동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다가올 연료 전환을 대비하

여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벌크선사가 LNG 추진

선을 발주 할 수 있었던 동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중에 경제적 장벽 요소를 해결한 방법은 벌크선이

라는 선종과 해당 계약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조건이므로, 보편적

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경제적 장벽을 해결한 방법은 벌크선사가 이미 계약되어서 확보

하고 있던 장기계약 운송건의 계약기간 조건을 늘림으로써 위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LNG 추진 선박의 경우 초기에 고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투입한 생산 금액과 운송 기간에 추가로 상승할 유지/보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용을 회수(payback)하는

전략을 택했다. 한 사람의 화주가 한 척의 배를 고용하여 정기 루트를

장기 계약하는 벌크선과 다르게,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에 한 개의 선박

에 다수의 다양한 화주가 존재한다. 계약 조건을 한꺼번에 변경한다거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화주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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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장기 수익 계약 구조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벌크선의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LNG 추진 선박을 발주하면서 해운기업이 활용한 주요 핵심 전략은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선주-화주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낮은 수요

장벽을 해결하였으며, 선주-조선소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소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게 되면서 실적선 사례 부족의 장벽을 해결했다. 선주

-LNG 공급사(한국가스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LNG 추진선 건조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사회기술시스템 내

의 이런 행위자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면 전환 과정에서 공진화를 일으

키면서 전환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전환 이론가들이 밝힌 바 있

다. 정부에서도 이에 착안하여 선주, 화주, 조선소, LNG 공급처가 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추진단

(LNG 추진단)’ 이라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고, 벌크선사에서 LNG 추진

선박을 발주하게 된 것은 ‘LNG 추진단’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형 벌크 해운사는 회사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성으로 가장 큰 장벽 요소인 문화적 장벽을 해소

하였다. 앞서 설명했던 장기 계약 구조 등을 통해 안정화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적 전환 시도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 수 있으나, LNG 추진선 발주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보여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는

안정된 수익구조와 별개로 일종의 문화적, 인식적 요소의 이유로 보인다.

LNG 추진선 발주 전에 선사는 변화하는 IMO의 규제를 사전에 유심

히 살피고, 일찍이 연료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전략의 방향을 잡기 위한

대안 옵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를 진행하면서 전략적으

로 ‘극저온 고망간강’을 개발한 포스코와 사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LNG 연료 전환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한 결과 ‘LNG 추진단’에도 참석

하였으나, 기술적 리스크로 예상되는 ‘극저온 고망간강’ 적용을 포스코에

서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포스코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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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구조 연장을 협의 할 때 공정성 시

비를 피하고자 관련 아이디어를 다른 선사들과 공유하고 공정하게 경쟁

한 결과 낙찰되어 LNG 추진 벌크선을 발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

른 화주에게도 이어져 벌크선 추가 발주까지 연결되었다. 이런 긴 과정

에서 벌크선사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의사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자를 비롯한 의사결정권의 개방된 생각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의 질적 연구 방식을 활용하여 선박 수송 분야

의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의 장벽과 동인을 설명하려고 했다.

관련 주요 행위자들로 해운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선급의 전문가를 섭

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련 행위자를 섭외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

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수송분야의 행위자들을 만나기에는 물

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제약이 없었다면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

주, 정부의 정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해수부 관계자, 선박 금융 지원을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금융기업 담당자, LNG 추진 기술 관련 업

체 담당자를 추가하여 연료의 전환 과정에서 행위자간에 동적으로 일어

나는 상호작용 관계를 밝혔으면 연구의 내용이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박의 중유 연료를 대체하는 차세대 연료로

서 LNG 연료의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LNG 연료 전환 과정의 장벽

과 동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언급되듯이, 차세대 연료로서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 등에 관한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벙커

C유를 대체하는 무탄소 배출 연료로서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서 전환 대상이 다른 차세대 연료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선박 수송 분야의 사회기술시스템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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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해운선사 인터뷰 반구조화 질문지]

1. 귀사가 선박 운송과 관련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이번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관한 대응으로 다른 대

안이 아닌 왜 이 솔루션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셨는지요?

2. 귀사에서 채택한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 또는 조직내 혁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제가 강

화될 예정인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3. 귀사에서 검토 하였지만 적용하지 않기로 한 관련 기술이나 혁신이 있다면,

그 혁신적 활동을 방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반대로, 그러한 친환경적 기술 도입이나 혁신을 실행하고 장려하는 주요 요

소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1. (규제) 혹시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정부 또는 IMO의 배출 규제 기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치를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나

요? 만약 그렇다면 그 원동력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4-2. (규제) 정부에서 올해 9월부터 적용한 5대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평택)

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 규제 적용에 대한 귀사의 입장과 반응

은 어떠한가요? 규제가 새로운 기술채택이나 회사내 혁신 활동에서 어떤

역할은 했나요?

4-3. (경제성) 정부에서 선박 전환시 선가를 보조해주는 ‘친환경선박전환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데 경제성을 보

조 할만큼 충분한 금융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정도 선가

를 보전 받아야 혁신에 도움이 될지?)

4-4. (네트워크) 정부에서 2017년 1월에 출범한 정부-화주-선사를 연결하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을 알고 계시는지요? 귀사의 육성단

안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해당 네트워크가 LNG 추진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5. (인프라) 2012년 5월부터 논의하였던 부산항 LNG 벙커링터미널 사업이

안정성, 타당성을 이유로 최근까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과정이 LNG 연료 추진으로의 전

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4-6. (실적선) 2019년 9월 해양수산부에서는 ‘2030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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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고 2030년까지 해수부 관공선 100%를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겠

다는 비젼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적인 정부의 친환경선박 발주 노력은

앞으로 귀사에서 발주할 새로운 연료 추진 선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

5. 계속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함께 오염배출이 적은 친환경 해상 운송으로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환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

는 무엇입니까?

6. 지속가능한 선박 연료 에너지 전환과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추가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정부/시민)

7. 앞서 논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과 인터뷰 대상자인 본인의 개인적

견해는 잘 일치하나요? 혹시나 다른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면 몇 가지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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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ritime

transportation socio-technical

transition

- The cases of domestic shipping companies

responding to regulations for sulfur oxide(SOx)-

Dongjo Shin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Master Co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domestic shipping companies ordered LNG fuelde ship

in response to IMO 2020 sulfur oxides regulations as a process of

converting existing heavy oil (Bunker C oil) fuel into a new LNG

fuel-based system. In the process, I tri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inder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one-dimensional analysis

that economically and technically examine the response strategies of

the pre-existing studies, and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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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expert interviews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It conducte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shipping companies,

large shipping companies, Korea Shipowner Association, Korea Gas

Corporation, and Korean Register of Shipping, and conduct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The factors that hampered the conversion of LNG fuels by

domestic shipping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technology system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hipping industry, where global competition was overheated,

shipping companies had no choice but to suspend their choice of

eco-friendly technologies that required a lot of investment and make

short-term decisions. Second, high LNG supply price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med by the exclusive supply structure of

LNG fuel suppliers have been a stumbling block to LNG fuel choice.

Third, uncertainty and low reliability in the direction of IMO

greenhouse gas regulations leave questions about whether LNG fuel

will be the next generation's representative fuel compared to

ammonia, bio, hydrogen and electricity promotion, or just a bridge's

fuel that buys time to develop next generation decarbon fuels. Under

these circumstances, shipowners who had to use the ship for 20

years were given a wait and see strategy until uncertainty was

reduced. Fourth, compared to European and Japanese shipping lines,

domestic shipping companies tended to take a passive attitude and

decision on the eco-friendly fuel market that would turn into a new

paradigm due to its path-dependent and conservative tendencies.

In the case of the only mid-sized shipping company to place orders

for four LNG-fueled bulk carriers, the company minimized investment

risk distribution by increasing the contractual term of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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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and solved the barrier through a network with other agents,

shipper/LNG. Above all, the company manager's strong willingness to

convert fuel and the company's sustainable management direction

made fuel conversion possible.

Barriers and drivers that hinder the conversion of LNG fuel in

response to the sulfur oxide regulations found as a result of the

study help us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the social technology

system in the ship transportation sector. This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induce fuel

conversion to eco-friendly vessels. In addition to LNG fuel, research

on decarbon fuels aimed at zero carbon emissions such as ammonia,

bio, hydrogen, and electric propulsion is actively underway in the ship

sector. If further research on the next-generation fuel conversion is

carried ou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in the ship transportation sector will be more closely

examined in a multi-layered manner.

keywords : socio-technical system, ship fuel transition, sulfur

oxide emission regulations, carbon lock-i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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