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제로 해운을 위한   항만 플레이북 
작성자 :

Allyson Browne, Pacific Environment 
Aoife O’Leary, Opportunity Green 

     2022년 9월



목차 

서론   4

9-포인트 플레이북   8

약속   9

정책  14

실행  20

국내 및 국제 해운 정책  23

탄소제로의 가격  25

Bridge Fuel로 2040 탄소제로 목표달성 불가 	   26

결론  27

캠페인 단체   29

감사의 글  30

부록 1: 용어집  32

부록 2: 미주  33



4 | 우리를 위한 항만

서론 

오늘날 세계 화물의 90%를 운송하는 50,000척의 선박이 독일만큼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1 
해상 운송이 한 국가라면, 그것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기후 온난화 배출 오염원이 될 것입니다.2 
이러한 온실가스(GHG)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가 포함됩니다. 선박의 
대기 오염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250,000건의 조기 사망과 6백4십만 건의 소아 천식 사례의 원인이 되며 
중국, 싱가포르, 파나마 및 브라질과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의 해안선을 따라 심각한 지역적 영향을 
발생시킵니다.3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의 초기 온실가스 전략에 따라 운송 시 탈탄소화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IMO에서는온실가스감축 전략은 2008년 수준에 비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으로 
인한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4 그러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여섯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된 탄소 예산에 따르면, 나머지 1.5°C 및 2°C 
탄소 예산에서 운송의 비례 비중은 각각 약 10기가톤(Gt)과 17기가톤(Gt)입니다.5 해상 무역이 2050
년까지 오늘날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6 업계는 1.5°C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 2040년까지 제로 
온실가스 배출 또는 2°C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까지 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해야 합니다.7  

지금 우리는 가속화된 기후상황에 맞게 해양산업을 실행할 수 있는 해양 가치 사슬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항만은 이 가치 사슬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항만은 
강력한 경제 엔진이며 상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국을 통해 항만은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수수료를 설정 및 협상하고, 전기화 및 제로 배출 연료 벙커링 용량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틈새 운영 항만조차도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항만은 항만 당국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8 이 보고서에서 "항만"은 "항만국" 권력과 권한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을 
포함합니다. 

항만 당국의 깊이와 폭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항만 소유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항만은 영향을 
극대화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항만은 대기질 
및 환경 보호를 규제하는 기관과 긴 히 협력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달성하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항만국가의 경제력을 활용하고 정부 파트너 및 업계 이해 관계자와 협력함으로써 항만은 이번 10년과 그 
이후에 제로 배출 해상 운송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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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항만은 야망, 속도 및 규모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의 기후, 지역 사회 및 해양 건강에 필수적인 것 이상입니다 - 이는 항만이 글로벌 도전과 변화하는 기후에 직면한 경쟁 산업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9포인트 플레이북을 통해 항만이 대담한 약속, 진보적인 정책 및 입증 가능한 진전에 중점을 두며 세 가지 노력 전반에 걸쳐 대담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트랙은 2040년까지 제로 배출 운송에 대한 야망을 가속화하고, 채택 및 조기 준수를 장려하고, 대기질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9가지 권장 사항을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권장 사항은 선박, 해안 및 항구 운영을 다루며 해상 운송으로 인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통 규제 및 투자 프레임 워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항만은 이러한 조치를 기존 및 미래의 청정 공기 및 기후 계획에 통합하거나 제로 배출 행동 계획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친환경 항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시행될 때, 이러한 조치는 화물 운송 가치 사슬에 대한 시장 신호로 시작하여 대규모로 제로 배출 선박을 건설하고 인명 구조 및 에너지 절약 기술로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등 업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은 2040년 궤도에서 업계를 나아가게 하는 높은 야망의 블록 네트워크 뒤에 단결해야 합니다. 해운 탈탄소화는 인프라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항만 및 항만 공동체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 물 및 토지 오염 감소를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1. 약속 2. 정책 3. 실행

이 세 가지 범주는 항만 오염을 종식시키고, 제로 배출 기술 시장을 가속화하고, 첫 번째 이행 선박을 보상하고, 제로 배출 인프라 및 연료에 대한 안정적인 액세스를 보장하는 조치를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플레이북은 항만에 법적 권한과 경제적 힘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항만 인프라, 신규 및 기존 항만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인간 및 생태계 건강 개선으로 항만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포인트 플레이북
우리는 항만이 세 가지 노력에 있어 굉장히 야심찬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해운 산업이 복잡하며 항만이 이러한 전환의 부담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산업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와 함께, 우리는 재생 가능한 전기화 및 제로 배출 연료를 대규모로 배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의 해운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및 제로 배출 선박 이니셔티브를 위한 화물 소유자(Cargo Owners for Zero Emission Vessels Initiative, coZEV), C40의 그린 포트 포럼(Green Ports Forum) 및 국제 항만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IAPH)와 같은 산업 협회의 기초 작업을 인정합니다. IAPH의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 및 그린 어워드 재단과의 환경 선박 지수(Environmental Ship Index, ESI) 파트너십은 진행을 위한 훌륭한 모델입니다.



약속
정책

진행

8 | 우리를 위한 항만
항만를 위한  9 포인트 플레이북
우리의 9포인트 조치 계획은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항만 및 정부 파트너를 위한 약속, 정책 및 즉시 실행 가능한 진행을 권장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항만이 기후 위기에 맞서고 항만에 인접한 지역 사회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에 취약한 인구를 위한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항만이 서로 다른 항만 및 터미널 소유권 구조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항만국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수준의 정부가 관여하거나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권고안은 항만이 최소한 항만권 관할권 하에서 영향을 미치고,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1. 2040년까지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약속
2. 친환경 운송 통항로 마련

2a. 국가: 클라이드뱅크 선언
2b. 하위 국가 및 지역 약속

3. 모든 화석 연료 프로젝트 폐기
4.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적인 제로 배출  
 기준 설정

4a. 정박지에서 제로 배출 표준
4b. 제로 배출 항구 선박 표준
4c. 해상 운행 선박 표준

5. 첫 번째 이행 선박을 보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선박을 유치하기
5a. IMO 선박 등급,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5b. 깨끗한 선박에 대한 도킹 주문 혜택 제공
5c. 제로 배출 프로젝트에 투자

6. 오염 및 배출 감소를 지원하는 환경 및 생태 보호,	    보존 및 회복력 조치를 실행.
6a. 생태 및 환경 영향 최소화
6b. 증기 배출 감속 및 선박 속도 저하 프로그램
6c. 스크러버 및 보닛 배출 금지
6d.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개조 필요성 고려

7. 모든 것을 전기화
7a. 해안가 전기 공급
7b. 전환 항구 선박

8. 제로배출 화물선을 위한 청정 에너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료 공급

8a. 재생 가능 에너지 조달 및 개발
8b. 산업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와 협력

9. 지역 사회 및 해양 근로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항만의 제로 배출 행동 계획을 지원

항만 및 지방정부 국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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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기후 행동의 첫 번째 단계는 제로 배출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지역, 주, 국가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만, 도시 또는 하위 국가(주 수준), 국가적 
약속 또는 국제 협약에서 정책으로 행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태와 관계없이 항만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항만 정책, 자원 및 투자를 할애해야 
합니다.

1. 2040년까지 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로 
항만과 해운 오염을 종식시키도록 약속. 다음을 
포함하는 항만별 제로 배출 행동 계획(지역 
사회와 공동 설계)을 발표, 게시 및 실행: 

a. 국제 해역에서의 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의 배출량을 
포함하여 최대 1.5°C의 온난화라는 파리 
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와 배출 재고 추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세부 계획.

b. 2030년까지 정박지 전기화를 100%를 요구하는 로드맵 및 일정으로, 현장 재생 에너지 발전, 재생 가능 전기를 위한 전력 구매 계약 및/또는 전기화를 위한 재생 가능 전기를 조달하기 위한 공공시설과의 장기 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 제로 배출 전기화 계획을 포함.

c. 2040년 이전에 항만에 진입하는 화석 연료 선박에 대한 금지와 2035년까지 100% 제로 배출 항구 선박을 위한 통로.  

d.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넘어 항만에서 운영되거나 정박한 모든 선박의 대기질 및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로드맵 및 타임라인.

e.  항만이 2025년까지 하나 이상의 친환경 운송 통항로 네트워크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시작하기 위해 취할 조치. 

연안을 포함하여 유럽 및 북미 해안선 주변에 존재합니다. 추가 ECA에는 발트해 지역과 영국 해협을 포함한 북해 지역이 포함됩니다.10 

2022년 6월, IMO는 2022년 11월에 개최되는 IMO의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
(MEPC)의 79차 세션에서 채택될 것으로 검토될 황산화물 및 미립자 물질에 대한 지중해 배출 통제 구역(Med Sox ECA)의 지정을 승인했습니다.11 

중국과 한국도 자체 ECA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ECA는 국내법이며 IMO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ECA는 다른 곳의 유사한 크기의 항만에 비해 스모그 형성 질소 산화물(NOx), 황 및 미립자 물질(PM)의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만, ECA는 기후 영향 문제를 다루지 않아 IMO를 통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은 국가 정부 및 IMO와 협력하여 모든 해안의 배출 통제 지역을 강화하고, 각 ECA 내의 항만에 대한 오염 및 배출 감축에 대한 공통 표준을 지원하며, EC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항해를 위한 배출량 계산 : EU가 제안한 전략
2022년 7월, 유럽 의회는 EU에서의 배출에 대한 상한거래제인 유럽연합(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TS)에 선박 배출을 포함시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투표했습니다.12 이 
정책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이라고도 하는 EU의 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입니다.13 

이 프로그램의 범위에는 선박 깃발에 관계없이 대형 선박 (총 톤수 5,000 이상)의 C02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에는 "EU 내 항해를 위해 EU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모든 
배출량과 EU 외부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항해 (EU 외 항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50% 및 
선박이 EU 항만에 정박할 때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14 

항만이 에어 슈드 경계 내에서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항해당 배출량의 명확한 비율을 설정하든, 
이해 관계자는 해상 및 정박지에서 배출량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결산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f. 국가 또는 주 일자리 프로그램이 후원하는 지원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 안전 및 항구 공동체를 위한 적정한 전환에 중점을 두고 항만이 지역 제로 배출 해상 관련 직업의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자리 계획. 

g. 육상 전력, 제로 배출 연료 벙커링 시설 및 항만의 제로 배출 행동 계획의 프로그래밍 구성요소를 포함한 중요한 탈탄소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자금 및 예산 계획. 이 계획에는 정부 자금의 기존 출처와 민간 자금 조달을 포함한 추가 자금 출처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출 통제 구역 

배출 통제 구역(ECA)은 국제 해사기구
(IMO) 선박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 Annex VI.9에 포함된 오염 규정에 따라 대기 오염 한도의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배출 통제 구역은 미국과 캐나다의 태평양 및 대서양 연안, 멕시코만의 미국 해안, 미국 카리브해 지역, 하와이 제도의 미국 해안 및 프랑스의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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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 및 하위 국가 약속. 지역 차원에서 

항만은 기존 친환경 운송 통항로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친환경 운송 통항로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i. 가능한 경우, 항만은 C40 친환경 항만 

포럼(Green Ports Forum)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포럼은 전 세계 항구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여 항만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19

a. 국제 및 국가 약속. 클라이드뱅크 선언17

을 약속하는 국가에서는 항만이 국제 항만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국 간 친환경 운송 

통항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항만은 친환경 운송 통항로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장려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이자 세계 최대의 해운 함대가 

있는 중국은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눈에 띄게 꺼렸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운송 통항로 조성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업계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2. 두 개 이상의 항만 사이에 제로 배출 해상 항로인 

친환경 운송 통항로 마련. 이 통항로의 목적은 

육상 전력 (골드 아이어닝), 제로 배출 연료 

벙커링 및 제로 배출 함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선소를 통해 제로 배출 선박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로 배출 선박에 대한 지원 외에도 친환경 운송 

통항로를 약속하는 항만은 항구 선박, 화물 취급 

장비, 트럭 및 항만 건물을 포함하여 항구 및 

육상 운영도 탈탄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항만에 30억 달러 할당
2022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국내 에너지 생산 및 제조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40% 감축하기 위해 적자 감축 자금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에 서명했습니다. IRA에는 항만의 대기 오염 감축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30억 달러 할당과 
대형 차량을 제로 배출 대체물(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물 포함)로 교체하기 위한 추가 1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15 

미국 항만은 이 기금에 적합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전기 충전소 및 육상 전력, 콜드 아이어닝 스테이션, 현장 재생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시스템, 제로 배출 운송 연료에 대한 벙커링이 포함됩니다.  

IRA 보조금 외에도 미국 항만은 미국 교통부 해양청(MARAD)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P)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전기화, 수소 인프라 및 해안 복원력을 포함한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16

전 세계적으로 항만은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율성 
및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공공 기금 
이외에, 항만은 제로 배출 미래를 촉진할 민간 부문 투자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클라이드뱅크 선언  

2021년 11월 COP26에서 영국은 친환경 
운송 통항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를 결성한 클라이드뱅크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서명국이 
국내외 항만, 운영자 및 운송 가치 사슬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해상 항로를 
탈탄소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서명국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마샬 제도,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등이 있습니다.18

로스앤젤레스 & 롱비치-상하이 녹색해운회랑
2022년 1월, 로스앤젤레스항, 상하이항, 
C40 도시들은 세계 최초의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회랑를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롱비치항은 2022년 6월에 해당 
이니셔티브에 합류했습니다.20 이러한 협력을 
통해 2020년대 내내 화물의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2030년까지 이 
항로에서 운항 중인 제로 탄소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2년 말에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실행 계획은 LA-상하이 항로가 
향후 친환경 통항로를 위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색항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녹색회운항로 파트너십의 구성원으로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및 상하이 항구와 C40 
도시, A.P. Møller – Mærsk (Maersk); 
CMA CGM; 상하이 국제 항만 그룹(SIPG); 
상하이시 교통 위원회(SMTC); COSCO 운송 
라인; 해양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Aspen 
연구소의 운송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탄소제로 
선박을 위한 화물 소유자(coZEV)의 촉진자; 
해양 기술 협력 센터–아시아가 포함됩니다.21 

LA & 롱비치-상하이 통항로는 현재 모든 
지역의 세계 유수의 항구 도시 20개를 
포함하는 C40의 친환경 항만 포럼(Green 
Ports Forum)의 일부입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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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화석 연료 프로젝트 폐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과학은 온난화를 
1.5-2°C로 제한하기를 희망한다면 세계는 새로운 화석 연료 자산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할 탄소 예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24

항만은 화석 연료 인프라 및 자산을 개조하고 교체하며 새로운 화석 연료 자산을 건설할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항만은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여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를 위해 묶인 자산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제로 배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기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항만은 측정 가능한 진행 벤치마크를 달성하고 규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항만 정책, 도시 법률 또는 규정 또는 하위 국가 (주) 법률 또는 규정으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4.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적인 제로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운송 가치 사슬에 명확한 시장 신호를 보내 제로 배출을 위해 행동.

가능한 한 빨리 우리 해역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선박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롭고 깨끗한 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676척 이상의 새로운 선박이 주문되어 있으며, 그중 거의 모든 선박이 수십 년 동안 배출량을 고정화하는 화석 연료로 구동될 것입니다.25 전 세계 주문서의 약 25%는 액화천연가스(LNG)로 구동하도록 제작된 컨테이너 선박입니다.26 그러나 LNG 동력 선박은 위험하고 강력한 

메탄가스(CH4)를 방출합니다. 이는 20년 동안의 지구 온난화 잠재력(GWP)에 있어 이산화탄소(CO2)보다 최대 86배 더 강력합니다.27 이러한 결정은 온난화의 2°C의 기후 전환점을 피하기 위해 화석 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IPCC의 기후 과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항만에서 제로 배출 운송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진행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선주가 함대를 탈탄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모델 정책입니다.

a. 정박지의 탄소제로 기준설정, 2030년까지 
100% 정박지 전기화. 정박지에서 모든 선박에 제로 배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중 보건 및 환경 정의에 중요합니다. 정박지 표준은 항만의 독성 대기 오염 물질 및 배출을 줄여 지역 에어 슈드의 공기 질을 향상시킵니다.

싱가포르-로테르담 녹색해운항로
2022년 8월,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과 로테르담 항만은 저탄소 및 제로 탄소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친환경 디지털 통항로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벙커링 항구 중 하나인 이 항만은 아시아-유럽 해운 노선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양해각서를 통해 항만은 해양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센터(GCMD) 및 Mærsk Mc-Kinney 
Møller 제로 탄소 운송을 위한 센터(Center 
for Zero-Carbon Shipping)와 BP, CMA 
CGM, 디지털 컨테이너 운송 협회(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 
Maersk,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MSC), 해양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cean Network Express), 
PSA International, Shell을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의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친환경 및 디지털 통항로는 "투자 신뢰를 높이고, 친환경 자금 조달을 유치하며, 디지털화를 위한 공동 벙커링 시험 및 시도를 시작하고, 해당 경로를 따라 저탄소 및 제로 
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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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상업용 항구 선박 규정
2022년 3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2035
년까지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에서 운영되는 예인선 및 페리와 
같은 항구 선박의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한 상업용 항구 선박 
규정의 업데이트를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능한 경우 제로 
배출 엔진을 요구하고, 다른 모든 선박에 있어 더 깨끗한 연소가 
가능한 EPA Tier 3 및 4 엔진을 요구합니다.  

개정안에는 모든 선박 범주에 대해 제로 배출 선박이 실현 
가능하지만 요구되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 경우, 함대의 다른 
선박에 대해 함대 평균화 또는 추가 규정 준수 시간과 같은 규정 
준수의 유연성 제공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항구 선박 규정은 페리에 대한 미국 최초의 제로 
배출 해양 표준을 설정하며, 상업용 여객 어선, 파일럿 선박, 400
피트 이상의 탱크 바지선, 워크 보트 및 연구 선박에 대한 최초의 
배출 표준 요건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에 시작하여 203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규제 당국은 이 정책이 주 
전역의 531명의 생명을 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공중 
보건 혜택으로 52억 5천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29

b. 탄소제로 항만 선박 표준,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항구 선박의 제로 배출을 100% 완료. 오늘날의 기술에 따르면 이미 페리, 예인선 및 작업선과 같은 항구 선박에 전기화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이 제정되면 전 세계 항만이 이미 제로 배출 예인선 및 기타 항구 선박에 대한 인도를 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Sparky, the electric 
tugboat,” p. 20 참조).

c.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저배출 및 제로 배출 해상 항해 선박 표준을수립하여 선박이 다음을  의무화:

i. 연료 소비 및 배출량을 보고. 선박은 이미 이 데이터를 추적하고 매년 기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EU)의 항만에 정박하는 경우 유럽 연합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항만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출 재고를 관리하고, 친환경 운송 통항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선박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향후 감축 요구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ii. 배터리 백업 시스템, 풍력 추진 및 증기 배출 감속을 포함한 모범 사례 권고사항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iii. 즉시 선박이 IMO Tier III 규정 또는 그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조하고 저배출 및 제로 배출 기술 및 연료 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 가장 배출량이 많은 Tier I 및 Tier II 선박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요구. 이를 통해 항만 공동체와 항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기 오염 감소를 달성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정박지 규정
2020년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캘리포니아 항만의 정박지에서 해상 운항하는 
선박의 배출 감축량을 늘리기 위해 2007년 정박지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규정은 규제 기관이 
CARB 승인 배출 제어 전략(CAECS)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전략은 해안선 전력, 2007년 
규정과 함께 사용되도록 현재 승인된 포획 및 제어 시스템 중 하나, 또는 향후 CARB 승인 해안 또는 
선박 기반 솔루션(대체 연료 등 포함)을 포함합니다.  

주정부 규정은 선박 운영자, 터미널 운영자, 항만 및 제3자인 CARB-CAECS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020년 규정의 배출 제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모든 선박 유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배출량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정박지 규정은 해안 전력 정책의 
황금 표준입니다. 규제 당국은 이 정책이 237명의 생명을 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공중 
보건 혜택으로 23억 1천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28

5. 선점자 보상과  세계적 청정 선박 유치
a. IMO 선박 등급,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이는 제로 배출 화물선(예: 재생 가능 전기, 풍력 추진, 배터리 및 친환경 수소 기반 연료로 구동하는 선박)에 대한 부두 요금 또는 도킹 요금을 삭감하거나 가장 배출량이 많은 선박에 대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기항별로, 장기 임대 계약 또는 정박 계약 협상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목표 기간 동안 가장 깨끗한 기술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i. 화석 연료 액화 천연가스(LNG)로 구동하는 선박은 중유 대비 연료 오염물질의 상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LNG는 메탄(CH4)을 방출하는 화석 가스로, 기후 온난화 잠재력에서 이산화탄소(CO2)보다 최대 86배 더 강력합니다. 

b. 재생 가능한 전기 구동 보조 엔진, 풍력 추진 또는 제로 배출 연료 전지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선박에 대한 도킹 주문 혜택을 제공. 이러한 혜택에는 선호하는 부두에 대한 우선 순위 액세스 또는 선박 왕복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 충전 및 주유소에 대한 액세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제로 배출 프로젝트에 투자. 제로 배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자금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항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로 배출 선박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금 창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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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염 및 배출 감소를 지원하는 환경 및 생태 

보호, 보존 및 회복력 조치를 실행하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포함:

a. 항만, 베이 및 해운 채널로 구성된 생태계에 
대한 채널 확장, 준설 및 기타 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 확장 프로젝트는 
제한되어야 하며, 항만은 항만의 물리적, 
탄소 및 생태 발자국을 확장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b. 증기 배출 감속(Slow Steaming) 또는 선박 
속도 저하(Vessel Slow Down)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설립하여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CO2 배출을 줄이며 수중 소음 및 고래 
충돌을 줄이는 추가 이점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북미의 서부 및 동부 해안선, 
파나마 만 및 스페인에서 시행됩니다. 증기 
배출 감속은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 고래 
충돌 및 해양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해양 소음을 줄여 줍니다. 

노르웨이의 NOx 기금  

노르웨이의 NOx 기금은 계열사가 NOx 감축 조치에 대한 NOx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계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NOx 기금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기금의 지원은 2008년 이후 NOK 140억을 이용하여 NOx 감소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유발했으며, 특히 기금의 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해양 부문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제 시장에서 노르웨이 해양 산업이 선두주자가 되는 것에 
기여했습니다. " 30

i. 대체 연료 선박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범 프로젝트를 홍보 및 
활성화. 선박 소유자, 운영자, 연료 
공급업체, 항구 선박 운영자 및 지지 
단체를 모아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항만은 산업의 의장 및 
기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
당근" 접근법이며, 청정 기술 및 제로 배출 연료의 
채택을 앞당기기 위한 단기 또는 임시 조치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제로 배출 운송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보완하며, 첫 번째 이행자, 항만 
의무 및 환경 우수성에 대한 조기 준수에만 보상해야 
합니다.

Maersk’s Svitzer Tugboat 
Operations은 증기 배출을 감속하고, 배출량을 줄입니다.  

2022년 8월, Maersk의 예인선 운영사인 
Svitzer는 운송 시작 및 완료 중 증기 배출 감속을 실행하기 위한 Aim for 8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성공하여 전 세계 예인선 함대의 배출량을 
1,000톤의 이산화탄소만큼 줄였습니다.

Svitzer는 운영상 아무런 비용없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작업 방식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 프로그램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승무원들이 견인 작업 전후에 속도를 8노트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31

밴쿠버 항만의 ECHO 프로그램
밴쿠버의 Swiftsure Bank, Harot Strait 및 Boundary Pass 수로에서는 주요 벌크 및 컨테이너 화주를 포함한 80개 이상의 해양 운송 회사가 밴쿠버 항과 고래류 서식지 및 관측 향상(Enhancing Cetacean Habitat and 
Observation, ECHO) 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속도 저하에 참여합니다. 현재 여섯 번째 시즌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2017년 이후 범고래의 먹이 채집 주요 시즌에 수중 음향 강도를 최대 55%까지 줄였습니다.32 

c. 항만의 관할하에 있는 해역에서의 스크러버 
및 보닛 배출을 금지하고, 수중 오염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산, PAHs, 중금속, 
질산염 및 아질산염에 대한 지속적인 물 및 
퇴적물 모니터링을 수행.33

d. 강화된 방파제, 배터리 백업 시스템, 만조 및 
홍수를 대비한 배수를 포함하여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개조 필요성을 고려. 해수면 
상승,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패턴 및 폭풍 
심각도 증가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직면하여 탄력적인 설계는 위험을 줄이고 
취약성을 최소화하며 항만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조 
조치는 보험을 포함한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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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 가능한 모든 것의 전기화:

a. 해안가 전기 공급. 재생 가능 에너지, 선박 
전기화 기술 및 기존 전기 인프라는 육상 
전력 또는 콜드 아이어닝, 대부분의 항만에서 
실현 가능한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선박이 정박지에서 육상 전력에 연결하도록 
요구하면 항구 지역 사회의 오염 물질과 
배출량을 크게 줄여 즉각적인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예인선, 페리, 파일럿 선박 등을 포함한 항구 
선박을 제로 배출로 전환. 전 세계 항만은 
전기 항구 선박이 그들의 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이미 환영하고 있으며, 이는 제로 배출 
선박 취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Sparky, 전기 예인선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만은 공개 명명 경쟁을 통해 Sparky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붙인 현재 세계 최초의 풀 사이즈 선박 취급 전기 예인선의 본거지입니다.  

네덜란드 해상 제조업체 Damen Shipyards는 2,240개의 배터리를 수용하는 80개의 배터리 랙이 있는 예인선을 구축했으며 총 
2,784kWh의 전력을 선상에 공급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네 번의 운송을 완료할 수 있으며 두 시간 안에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Sparky는 오클랜드 항만에서 매년 약 465톤의 CO2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예인선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이 디젤 예인선 비용의 삼분의 일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Sparky — 돈도 절약하면서 지구를 잘리는 예인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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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al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친환경 수소 연합(Green Hydrogen Coalition)은 북미에서 친환경 수소를 위한 최초의 규모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LA 유역에서 USD 2.00/kg 미만으로 친환경 수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 사회의 영향, 유통관 및 인프라 요구, 정책 및 규제 장벽, 주, 지방,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자금 조달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yDeal LA와 같은 노력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인 친환경 수소 생태계를 빠르게 가속화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41

해운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탄소제로 화물선은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공공 
정책 학교 (School of Public Policy)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계획된 연방 
항만 및 선박 탈탄소화 투자는 316,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80,000개 이상의 일자리는 해안가 전력과 
같은 탈탄소화 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전력 및 
통신 구조물의 건설에서 비롯됩니다.42

탈탄소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없지만, 
세계은행의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암모니아와 수소와 같은 제로 
탄소 벙커유의 미래 공급업체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이용함으로써, 이 국가들은 자체 국내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약 1조 달러 
이상의 미래 연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 43

8. 탄소제로 화물선에 청정 에너지와 안정적인 
연료 공급:

a. 재생 가능 에너지 조달 및 개발 : 파트너와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항구 근처의 부지를 확인한 다음 제로 배출 
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 미국,35  모로코,36 칠레,37 
남아프리카,38 멕시코,39 인도네시아40 및 기타 
여러 국가가 제로 배출 선박 연료 생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b. 이 보고서에 인용된 산업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산업, 공공시설, 규제 
기관 및 광범위한 에너지 시장과 협력하여 
청정 에너지 해양 허브 개발을 지원. 에너지 
시장을 수립하고 확장하는 데 관련된 많은 
작업은 항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항만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고 제로 배출 
연료 공급이 해상 항로를 따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9. 지역 사회 및 해양 노동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항만의 탄소제로 행동 계획을 지원.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현재의 배출 및 활동에 대한 
우려를 이해. 지역 사회 및 환경 단체는 초기 
에너지 기술과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항만은 에너지 
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을 교육하며, 
공중 보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만은 항만이 운영되도록 유지시키는 많은 
해양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만과 정부 파트너는 노동 
조합과 연결하여 일자리 보장 및 안전 문제를 
이해하고, 근로자를 새롭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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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제 해운 정책  

항만 및 지방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항만국 권한을 활용하여 자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연합은 공해에서 배출되는 선박을 포함하여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항만 정거장을 오가며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유럽 의회는 EU의 배출에 대한 상한거래제인 유럽연합(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에 선박 배출을 포함시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투표했습니다.44 이 정책은 EU의 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입니다.45 다른 국가들은 탄소 시장이나 탄소 예산 시스템에 선박 배출을 포함시킴으로써 선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미국 하원의원 Alan Lowenthal과 공동발의자 하원의원 Nanette Barragán은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해상 해운 회사의 오염을 제로화하기 위한 법안인 미국 청정 해운법(US Clean 
Shipping Act)을 도입했습니다. 하원의원 Lowenthal와 하원의원 Barragán은 각각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의 시민을 대표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는 서반구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 항구 단지인 San 
Pedro Bay Complex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 (EPA)이 1.5°C 탈탄소 경로와 일치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탄소 집약도 표준을 설정하고, 2030년까지 항만 내 선박의 배출을 없애기 위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도록 지시합니다.46 항만에 대한 IRA 할당과 함께 이 법안은 산업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해운 산업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기후 리더로서 미국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메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해양 보전 및 태평양 환경(Ocean Conservancy and Pacific 
Environment)의 2021 보고서에는 항구가 국제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추가적인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47

이러한 긍정적인 추진력에 따라 항구는 열망을 가속화하고 신속하게 감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해운 산업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국제 및 지역 협력, 국가적 약속, 지역 계획 및 이행이 필요한 엄청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기후 위기가 너무 시급하여 어떤 부문도 하향식 조치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만은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건강, 가정, 생계 면에서 많은 위험에 처한 지역 공동체에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은 항만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및 탄소 배출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및 고임금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포함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공중 보건 재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 해운 규제 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조차도 항만이 규제를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IMO는 수십 년 동안 선박으로 인한 배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파리 협정 1.5°C 시나리오에 맞춰 감축을 부과하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근접하는 IMO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IMO는 항만 대기 오염물질 및/또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를 개발 또는 개선하고, 배출 감축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항구 결의안48을 채택하고 항만 배출 툴킷49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 비상 사태에 상응하는 배출량을 줄일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 및 회사에 대한 대중의 압력 캠페인 및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운송은 오염의 큰 원천이며, 지역 사회는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항만의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파리 협정과 해양법(Law of the Sea)은 서명국에 파리 협정의 온도 상승 한도를 준수하고 해양법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매우 분명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50 항만은 정부 파트너, 지역 사회 구성원, 지역 환경 단체 및 법률 지지자들과 협력하여 항만국 권한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화주는 2040년까지 탄소제로를 약속합니다.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화주 중 일부가 모여 "제로 배출 선박을 위한 화물 소유자"(coZEV)를 출시했습니다.51 Amazon, IKEA, Unilever 및 기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 파리 협정 1.5°C 궤적과 일치하는 목표인 2040년까지 자체 해상 화물을 탈탄소화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늦어도 2050년까지 해양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 요구 

 » 전 세계의 공급망 파트너 및 정책 입안자에게 제로 탄소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야심 찬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로스앤젤레스항은 이 발표를 축하했으며,52 한국의 HMM과 유럽 운송사인 Hapag-Lloyd 및 Maersk와 같은 몇몇 컨테이너 라인들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응답했습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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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의 가격   

운송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오염은 또한 국가에 막대한 건강 및 
기후 비용을 부과합니다. 해운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톤세"를 납부합니다.54 또한 해운업은 연료세나 
판매세를 내지 않습니다. EU에서만 현재 입법 과정을 거치는 제안이 있으며, 
이는 선박이 오염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Calculating 
emissions for voyages: the EU’s proposed strategy (항해를 위한 배출량 
계산 : EU의 제안된 전략)", p. 10 참조). 2021년 마샬 군도와 솔로몬 제도는 
IMO MEPC에 모든 선박에 대해 톤당 100달러의 CO2 등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55 이 제안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은 업계의 심각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해운 과세에 관한 OECD 연구는 "영향 연구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상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많은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해운 회사가 공급망을 통해 판매 또는 오염세와 같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보조금은 종종 최종 소비자의 돈을 절약해 주기보다는 
해운 회사의 수익으로 직접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퇴행적 비용 구조는 
소비자들이 전염병 기간 동안 상품 비용에서 인플레이션을 목격했던 주요 
요인입니다 - 공급망의 정체로 인해 운임이 증가하여 해운 회사의 이익이 전례 
없이 발생하고, 수익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으며, 소비자들이 
지갑에 타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56 오염 통제를 위한 이러한 퇴행적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OECD 연구는 긍정적인 영향에 조건부로 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탄소세 지원을 공개적으로 해 오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좀 더 실행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58

항만은 자국의 과세 제도를 변경할 법적 관할권이 없지만 항만은 제로 배출 연료 사용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항만 요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Bridge Fuel 사용으로는 2040 목표 달성 불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항구는 85~95% 메탄인 액화 천연 가스(LNG)의 벙커링을 포함하여 모든 새로운 화석 연료 확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LNG는 배출량 감축 연료가 아닙니다. 사실, LNG는 연료 생산부터 항적까지
(well-to-wake)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의 연료보다 종종 더 유해합니다.59 이 화석 연료는 생산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메탄이 누출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산업의 영향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메탄(CH4)은 더 짧은 시간 척도에서 이산화탄소(CO2)보다 최대 86배 더 강력하여 온난화 정도 및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LNG 연료 선박에 대한 유럽 운송 환경 연맹(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후에 대한 걱정스러운 영향"과 함께 상당한 메탄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60 

기후 영향으로 인해 LNG 시장은 이미 산업 거부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회사들은 기후 행동에 대한 압력과 대중의 반대로 인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있습니다.61 가까운 장래에 LNG 관련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국에 LNG 인프라 투자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면서 화석 가스가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에 제한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2 더욱이 Maersk와 같은 가장 큰 컨테이너 해운 라인 중 일부는 선박에서 LNG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회사 임원진은 "우리는 현재 사용하는 연료에서 CO2 중립 유형의 연료로 곧장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63 화석 연료가 속한 유일한 장소는 땅에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포함한 바이오 연료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또 다른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연료는 종종 화석 연료와 혼합되며 유기 물질 (바이오 매스) 공급 원료가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가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바이오 매스 공급 원료가 아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를 보존하고 우선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바이오 연료는 발효 과정에서 식물이 방출하는 CO2를 포집하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을 사용해야 합니다.64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연료 옵션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연료에 전념하는 것은 제로 배출 연료로의 길에서 우회하는 것이며, 기후 위기는 너무 시급하여 재생 가능한 전기화, 풍력 추진, 배터리 및 친환경 수소 기반 연료로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 청정 운송 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 중국 컨테이너 운송 통항로를 따라 이루어진 항해의 99%는 연료 용량 또는 운영에 약간의 변화만으로 즉, 화물 공간의 5%를 더 많은 수소 연료로 대체하거나 연료 재공급 기항 항구를 하나 더 추가하여 친환경 수소로 구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항해의 43%가 어떠한 변경 없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력 보조 추진 및 배터리는 탈탄소화된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제로 탄소, 제로 배출 연료 및 추진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65

금융 인센티브(예 : 부두 우선 순위 지정 및 부두 요금 또는 도킹 수수료 인하 등)를 통해 긍정적인 행동(예 : 전기화, 재생 가능 에너지 연료 선박 등)을 보상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항만은 항만의 수익이나 소비자의 지갑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청정 에너지 기술의 채택을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이의 제기하지만 시장 지도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해운 회사인 
Maersk는 2040년까지 제로 배출 해상 운송을 약속하고 있으며, 2030년 중대한 목표로 삼으며,57 탈탄소 운송이 100달러의 운동화 한 켤레에 6센트만 추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회사는 탄소 기반 연료와 청정 에너지 연료 간의 연료 비용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세금 수준인 운송 연료에 대한 톤당 $1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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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최신 여섯 번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과 폭풍의 빈도 및 심각성 증가는 이미 항만 활동 및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응 계획은 이러한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66 환경 방위 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분석에 따르면 항만과 광범위한 해운 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인프라 손상 및 무역 중단에 수십억 달러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67 이러한 영향은 세계 해운의 화석 연료 중독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던 개발 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 더 심각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선박 배출량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없애도록 선박을 전환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항만과 주변 지역 사회는 이 기후와 건강 위기를 막기 위해 동원되고 탈탄소화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과 고객은 점점 더 제품 및 재료에 대한 제로 탄소 운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선박에 새로운 제로 배출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용량과 인프라를 갖춘 항만은 해당 항만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상업적 및 경쟁 우위를 가지며, 세계 시장에서 항만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항만 수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제 항만이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들의 권한과 경제력을 활용하여 기후 
챔피언 및 청정 에너지와 혁신의 허브가 될 
순간입니다. 탈탄소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 
진보적 정책 및 진보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항만과 주변 지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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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s for People 캠페인은 항만 및 선박 오염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항만을 화석 연료 오염의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및 환경 보호의 번성하는 허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청정 기술 혁신을 통해 항구 공동체가 재생 가능 에너지, 깨끗한 공기 및 깨끗한 바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사람과 야생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제공합니다. 

Pacific Environment는 
Pacific Environment은 환태평양 지역의 지역 사회와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글로벌 환경 단체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바다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 화석 연료에서 녹색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acific Environment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자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Opportunity Green는
Opportunity Green은 법률, 경제 및 정책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NGO입니다. Opportunity Green은 국가, 시민 사회 및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 발전, 건강 개선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가져오는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Opportunity Green에서 우리는 변호사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법률 시스템과 규정을 분석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법적 혁신을 이용하여 기후 행동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탄소 오염을 줄이는 데 필요한 법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구조 내에서 길을 찾습니다. 

 

감사의 글
Pacific Environment 및 Opportunity Green은 이 보고서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과 의견을 제공해 주신 많은 항만 공동체, 항만 당국, 해운 및 해양 전문가에게 감사드립니다. 
Pacific Environment의 팀원인 Madeline Rose, Teresa Bui, Antonio Santos, 
Mandeera Wijetunga, Dawny'all Heydari, B!"on McClung, James Gamble, 
Gwen Dobbs 및 Kevynn Gómez에게 우리의 캠페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국제 청정 운송 협의회(ICCT), 유럽 운송 및 환경 연맹(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 Environment),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해양 보전(Ocean Conservancy), 세계 야생 동물 기금 - 멕시코
(World Wildlife Fund-Mexico), 환경 방위를 위한 미국 간 협회(Inter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Defense), T.H.E. Impact Project 및 Moving 
Forward Network의 회원 단체를 포함한 동맹국의 영향력 있는 작업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RALLY와 Pacific Environment의 Jessica Wright에게 브랜딩과 디자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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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어집

CH4Պ� � 메탄(Methane) 

CO2Պ�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ZEVՊ� 제로 배출 선박을 위한 화물 소유자(Cargo Owners for Zero Emission Vessels)

ECAՊ� � 배출 통제 구역(Emission Control Areas) 

EUՊ� � 유럽 연합(European Union)

GHGՊ�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t   기가톤(Gigatons, 1기가톤은 1,000,000,000 킬로그램과 같습니다) 

GWPՊ� � 글로벌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H2Պ� � 수소(GH2 = 친환경 수소) 

IMOՊ�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CCTՊ� � 국제 청정 교통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PCCՊ�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LNGՊ� �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NGOՊ�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OxՊ� �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OECDՊ��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MՊ� � 미립자 물질(Particulate matter) 

T&EՊ� � 유럽 운송 및 환경 연맹(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 Environment) 

UNCLOSՊ�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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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주

[1] Schlanger, Z. (2018, April 18). 해운업이 국가라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입니다. 
Quartz.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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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langer, 2018)

[3]�&mb�;uvb|��o=�	;Ѵ-�-u;ĺ�ŐƑƏƐѶ년 2월 7일). 새로운 연료 표준은 소아 천식 사례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 100년 동안 해운 산업의 세계 연료 표준이 가장 크게 개선되면 조기 사망자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ScienceDaily.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ĺv1b;m1;7-bѴ�ĺ1olņ
u;Ѵ;-v;vņƑƏƐѶņƏƑņƐѶƏƑƏƕƐƓƏƓƑƏĺ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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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GHG Strategy(초기 IMO 온실가스 전략).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bloĺou]ņ;mņ�;7b-�;m|u;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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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er, B. (2021년 9월 8일őĺ�,;uoŊ;lbvvbom�v_brrbm]�-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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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ѳث���Ѳ�7;0-mh�	;1Ѳ-u-ࢼom�=ou�]u;;m�v_brrbm]�1ouub7o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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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s, 2022)

[19]��ƓƏ��bঞ;v�ŐƑƏƑƑ년 8월 15일). Green Port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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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brrbm]Ŋ1ouub7ouŊƏѵŊƏƖŊƑƏƑƑ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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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uub7ou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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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ubঞl;�-m7��ou|���|_oub|��o=�"bm]-rou;�Ő���ő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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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v_ķ��ĺ�-m7�"1-u0uo�]_ķ�$ĺ�ŐƑƏƐƖ년 5월). Sail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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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Ѵb1-ঞomņƒƒƑѶƓƔƕƐƒō"-bѴbm]ōomō"oѴ-uōŊō�o�Ѵ7ō]u;;mō
-llomb-ō7;1-u0ombv;ōbm|;um-ঞom-Ѵōv_brrbm]�
[37]��v_ķ��ĺ�;|�-Ѵĺ�ŐƑƏƐƖőĺ��Ѵ;1|uo=�;Ѵv�=ou�v_brrbm]Ő운송을 위한 전기 연료őĹ��o��v�m|_;ঞ1�=�;Ѵv�=uol�u;m;�-0Ѵ;�
;Ѵ;1|ub1b|��1o�Ѵ7��mѴo1h�v�v|-bm-0Ѵ;�bm�;v|l;m|�bm�
1o�m|ub;v�Ѵbh;��_bѴ;Ő재생 가능한 전기의 합성 연료가 칠레와 같은 국가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Environmental Defense Fund.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7=;�uor;ĺou]ņm;�vņƑƏƐƖņƐƏņƐƑņ
;Ѵ;1|uo=�;ѴvŊv_brrbm]
[38]��v_ķ��ĺķ��-ur;m|;uŊ�ol-�ķ��ĺķ�)bѴhbmvomķ��ĺķ�
�m�buoml;m|-Ѵ�	;=;mv;��m7�-m7�!b1-u7o��m;u]��ş�
�m�buoml;m|ĺ�ŐƑƏƑƐ년 6월 [2022년 6월 개정œőĺ�"o�|_�
�=ub1-Ĺ�=�;Ѵbm]�|_;�=�|�u;�o=�v_brrbm]Ő남아프리카: 해운의 미래에 연료 공급). �Ѳo0-Ѳ��-ubࢼl;�ou�lĺ��Ɠ���;মm]�
|o�,;uo��o-Ѵbঞom��-u|m;uv_brŐ�Ɠ��제로 연합 파트너십 시작). 2022년 9월 1일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
]Ѵo0-Ѵl-ubঞl;=ou�lĺou]ņ1om|;m|ņƑƏƑƑņƏѵņ,;uoŊ1-u0omŊ
v_brrbm]Ŋ"o�|_Ŋ�=ub1-Ŋ�vv�;ŊƑĺr7=
[39] �-ur;m|;uŊ�ol-�ķ��ĺķ��-uঞm;�ķ�(ĺķ�)bѴhbmvomķ��ĺķ�
�m�buoml;m|-Ѵ�	;=;mv;��m7�-m7�!b1-u7o��m;u]��ş�
�m�buoml;m|�ŐƑƏƑƐ년 9월 [2022년 6월 개정œőĺ��;�b1oĹ�

=�;ѴѴbm]�|_;�=�|�u;�o=�v_brrbm]Ő멕시코: 해운의 미래에 연료 공급). �Ѳo0-Ѳ��-ubࢼl;�ou�lĺ��Ɠ���;মm]�|o�,;uo�
�o-Ѵbঞom��-u|m;uv_brŐ�Ɠ��제로 연합 파트너십 시작). 2022년 9월 1일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Ѵo0-Ѵl-ubঞl;=ou�lĺ
ou]ņ1om|;m|ņƑƏƑƑņƏѵņ,;uoŊ1-u0omŊv_brrbm]Ŋ�;�b1oŊ
�vv�;ŊƑĺr7=
[40]��ol-�Ŋ�-ur;m|;uķ��ĺķ��-uঞm;�ķ�(ĺķ�)bѴhbmvomķ��ĺķ�
�m�buoml;m|-Ѵ�	;=;mv;��m7�-m7�!b1-u7o��m;u]��ş�
�m�buoml;m|�ŐƑƏƑƐķ��o�;l0;u�Œ!;�bv;7�ƑƏƑƑķ���m;œőĺ�
�m7om;vb-Ĺ�=�;ѴѴbm]�|_;�=�|�u;�o=�v_brrbm]Ő인도네시아: 해운의 미래에 연료 공급). �Ѳo0-Ѳ��-ubࢼl;�ou�lĺ��Ɠ��
�;মm]�|o�,;uo��o-Ѵbঞom��-u|m;uv_brŐ�Ɠ��제로 연합 파트너십 시작). 2022년 9월 1일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
]Ѵo0-Ѵl-ubঞl;=ou�lĺou]ņ1om|;m|ņƑƏƑƑņƏѵņ,;uoŊ1-u0omŊ
v_brrbm]Ŋ�m7om;vb-Ŋ�vv�;ŊƑĺr7=�
[41]��u;;m���7uo];m��o-Ѵbঞomĺ�Őmĺ7ĺőĺ�HyDeal Los 
Angeles(HyDeal 로스앤젤레스). 2022년 9월 1일 검색함. 출처: 
_�rvĹņņ���ĺ]_1o-Ѵbঞomĺou]ņ_�7;-ѴŊѴ-�
[42]�)ooѴ;�ķ�	ĺ�;|�-Ѵĺ�ŐƑƏƑƐ년 7월 30일őĺ��-ubঞl;�rou|�1Ѵ;-m�
;m;u]��bm=u-v|u�1|�u;�fo0v�"|�7�Ő해양 항만 청정 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연구). Center for Environmental Public Policy.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o1;-m1omv;u�-m1�ĺ
ou]ņ�rŊ1om|;m|ņ�rѴo-7vņƑƏƑƐņƏƖņ�-ubঞl;Ŋ�ou|Ŋ�Ѵ;-mŊ
�m;u]�Ŋ�m=u-v|u�1|�u;Ŋ�o0vŊ"|�7�ĺr7=�
[43]��m]Ѵ;u|ķ�	ĺ�;|�-Ѵĺ�ŐƑƏƑƐ년 4월 15일őĺ�$_;�ro|;mঞ-Ѵ�
o=��;uoŊ1-u0om�0�mh;u�=�;Ѵv�bm�7;�;Ѵorbm]�1o�m|ub;vŐ개발도상국에서 제로 탄소 벙커유의 잠재력). The World Bank.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or;mhmo�Ѵ;7];ĺ
�ouѴ70-mhĺou]ņ_-m7Ѵ;ņƐƏƖѶѵņƒƔƓƒƔ
[44]�"1_�Ѵ;uķ��ĺ�ŐƑƏƑƑ년 6월 22일őĺ��&��-uѴb-l;m|��o|;v�|o�
bm1Ѵ�7;�v_brrbm]�bm��&�1-u0om�l-uh;|Ő�&�의회는 EU 탄소 시장에서 운송을 포함하기로 투표함). gCaptain.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1-r|-bmĺ1olņ;�Ŋr-uѴb-l;m|Ŋ
�o|;vŊ|oŊbm1Ѵ�7;Ŋv_brrbm]ŊbmŊ;�Ŋ1-u0omŊl-uh;|ņ�
[45]���uor;-m��ollbvvbomĺ�Őmĺ7ĺőĺ�Delivering the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제공).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1ĺ;�uor-ĺ;�ņ1Ѵbl-ņ;�Ŋ-1ঞomņ;�uor;-mŊ
]u;;mŊ7;-Ѵņ7;Ѵb�;ubm]Ŋ;�uor;-mŊ]u;;mŊ7;-Ѵō;m�
[46]��L1;�o=��om]u;vvl-m��Ѵ-m��o�;m|_-Ѵĺ�ŐƑƏƑƑ년 7월 12일). Congressman Lowenthal introduces bill to 
1Ѳ;-m��r�l-vvb�;�;lbvvbomvň];m;u-ࢼm]�l-ubࢼl;�v_brrbm]�
industry(Lowenthal 하원의원은 대규모 배출 발생 해양 해운 산업을 정화하는 법안을 발의) [보도자료].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Ѵo�;m|_-Ѵĺ_o�v;ĺ]o�ņl;7b-ņru;vvŊ

u;Ѵ;-v;vņ1om]u;vvl-mŊѴo�;m|_-ѴŊbm|uo7�1;vŊ0bѴѴŊ1Ѵ;-mŊ
l-vvb�;Ŋ;lbvvbomvŊ];m;u-ঞm]
[47]��-uu�ķ��ĺķ�!ov;ķ��ĺķ�-m7���00;ѴѴķ�	ĺ�ŐƑƏƑƐőĺ��ѴѴ��0o-u7Ő전원 탑승őĹ��o��|_;��b7;mŊ�-uubv�-7lbmbv|u-ঞom�1-m�_;Ѵr�
v_brv�hb1h�=ovvbѴ�=�;ѴvŐ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선박이 화석 연료를 없애도록 지원하는 방법). �1;-m��omv;u�-m1��ŝ��-1bC1�
Environment.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
r-1bC1;m�buoml;m|ĺou]ņ�rŊ1om|;m|ņ�rѴo-7vņƑƏƑƐņƏƓņ
�ѴѴŊ�0o-u7Ŋ&"Ŋ�oѴb1�Ŋ,;uoŊ�lbvvbomvŊ!;rou|ō����ĺr7=
[48]��m|;um-ঞom-Ѵ��-ubঞl;��u]-mb�-ঞomĺ�ŐƑƏƐƖ년 5월 17일). !;voѲࢼ�om�����ĸƐƏƐŎƓƑŏث�bm�b|-ࢼom�|o�l;l0;u�v|-|;v�
|o�;m1o�u-];��oѲ�m|-u��1oor;u-ࢼom�0;|�;;m�|_;�rou|�-m7�
shipping sectors to contribute to reducing GHG emissions 
from ships(결의안�����ĸƐƏƐŎƓƑŏث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항만과 해운 부문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회원국에 초청).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uol_�rvĹņņ���17mĺbloĺou]ņѴo1-Ѵu;vo�u1;vņ
;mņ�mo�Ѵ;7];�;m|u;ņ�m7;�o=���!;voѴ�ঞomvņ
����	o1�l;m|vņ����ĺƒƑƒŐƕƓőĺr7=ő

[49]���Ŋ&�	�Ŋ�����Ѵo0-Ѵ��-ubঞl;��m;u]���L1b;m1��
�-u|m;uv_brv�Ő�Ѵo����ő��uof;1|�ş�|_;��m|;um-ঞom-Ѵ�
�vvo1b-ঞom�o=��ou|v�-m7��-u0ouv�Ő����őĺ�ŐƑƏƐѶőĺ�Port 
Emissions Toolkit, Guide No.1, Assessment of port emissions 
(항만 배출 툴킷, 가이드 No.1, 항만 배출 평가)ĺ��m|;um-ঞom-Ѵ�
�-ubঞl;��u]-mb�-ঞom�Ő���ő��Ѵo������uof;1|�
�oou7bm-ঞom�&mb|ĺ�ƑƏƑƑ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
]Ѵol;;rĺbloĺou]ņ�rŊ1om|;m|ņ�rѴo-7vņƑƏƐѶņƐƏņrou|Ŋ
;lbvvbomvŊ|ooѴhb|Ŋ]ƐŊomѴbm;ĺr7=

[50]��ŝ�;-u�ķ��ĺ�;|�-Ѵĺ�ŐƑƏƐƐőĺ��;]-Ѵ�blrѴb1-ঞomv�o=��&�
-1ঞom�om�����;lbvvbomv�=uol�|_;��m|;um-ঞom-Ѵ��-ubঞl;�
";1|ouŐ국제 해양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EU 조치의 법적 함의). Transport & Environment.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u-mvrou|;m�buoml;m|ĺou]ņ
7bv1o�;uņ=u;;7olŊ|oŊu;]�Ѵ-|;Ŋ|_;Ŋ_b]_Ŋv;-vņ�

[51]��-u]o���m;uv�=ou�,;uoŊ;lbvvbom�(;vv;Ѵv�Ő1o,�(őĺ�
_�rvĹņņ���ĺ1o�;�ĺou]ņ�

부록 2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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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uķ��ĺ�ŐƑƏƑƐ년 11월 20일őĺ��mvb7;�|_;�ļ-]]u;vvb�;Ľ�
]o-Ѵ�|o�l-h;����rou|�v_brv�ƐƏƏѷ��;uo�;lbvvbomŐ���항만 선박을 100% 제로 배출로 만드는 '공격적' 목표 안에서). dot.
la, Civic Tech.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7o|ĺѴ-ņ
rou|Ŋo=ŊѴovŊ-m];Ѵ;vŊƑѵƔƔƕѵѵƏƐƐņr-uঞ1Ѵ;ŊƐ�
[53]��b1oķ�"ĺ�-m7�$_olv;mķ��ĺ�ŐƑƏƑƐ년 10월 20일őĺ�$_u;;�
1om|-bm;u�1-uub;uv��;Ѵ1ol;�7;l-m7�=uol�l-fou�
1�v|ol;uvŐ세 개의 컨테이너 운항사는 주요 고객의 수요를 환영őĹ�ľƑƏƓƏ�7o;v�mo|�v1-u;��vŐƑƏƓƏ년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Shipping Watch.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v_brrbm]�-|1_ĺ1olņu;]�Ѵ-ঞomņ
-uঞ1Ѵ;ƐƒƒѶѵƔƒƒĺ;1;�
[54]��m|;um-ঞom-Ѵ�$u-mvrou|�ou�l�Ő�$őĺ�ŐƑƏƐƖ년 9월 17일őĺ��-ubঞl;�"�0vb7b;vŐ해양 보조금őĹ�	o�$_;���uo�b7;�
(-Ѵ�;�=ou��om;�Ő그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가őĵ�
�m|;um-ࢼom-Ѳ�$u-mvrou|�ou�l��oѴb1���-r;uvķ��oĺ�ƕƏĺ�
���	ņ�$ĺ�ƑƏƑƑ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 
���ĺb�Ŋo;17ĺou]ņl-ubঞl;Ŋv�0vb7b;vŊ7oŊ|_;�Ŋruo�b7;Ŋ
�-Ѵ�;Ŋlom;�
[55]��Ѵbl-|;�(�Ѵm;u-0Ѵ;�ou�lĺ�ŐƑƏƑƐ년 11월 2일). 
	_-h-ň�Ѳ-v]o��	;1Ѳ-u-ࢼom�o=�|_;��( [보도자료].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_;1�=ĺou]ņo�uŊ�ob1;ņ
v|-|;l;m|vņ7_-h-Ŋ]Ѵ-v]o�Ŋ7;1Ѵ-u-ঞomŊo=Ŋ|_;Ŋ1�=ņ
[56]�)-1h;�ķ��ĺ�ŐƑƏƑƑ년 1월 20일őĺ��om|-bm;uv_br�;-umbm]v�
0om-m�-�1omঞm�;v�bm�|_;�u;7�_o|�1_-u|;u�l-uh;|Ő경쟁이 치열한 대여 시장에서 컨테이너 선박 수익 보난자는 계속됨). 
The Loadstar.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
|_;Ѵo-7v|-uĺ1olņ1om|-bm;uv_brŊ;-umbm]vŊ0om-m�-Ŋ
1omঞm�;vŊbmŊ|_;Ŋu;7Ŋ_o|Ŋ1_-u|;uŊl-uh;|ņ
[57]��-;uvhĺ�ŐƑƏƑƑ년 1월 12일). A.P. Moller – Maersk 
accelerates Net Zero emission targets to 2040 and sets 
lbѲ;v|om;�ƏƍƐƍ�|-u];|vŎ�oѲѲ;u�ŉ��-;uvh는 순 제로 배출 목표를 2040년으로 가속화하고 ƏƍƐƍ년 목표를 설정함)  
[보도자료].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
���ĺl-;uvhĺ1olņm;�vņ-uঞ1Ѵ;vņƑƏƑƑņƏƐņƐƑņ-rllŊ
-11;Ѵ;u-|;vŊm;|Ŋ�;uoŊ;lbvvbomŊ|-u];|vŊ|oŊƑƏƓƏŊ-m7Ŋv;|vŊ
lbѴ;v|om;ŊƑƏƒƏŊ|-u];|v
[58]�)b�;Ѵvķ��ĺ�ŐƑƏƑƐ년 6월 2일őĺ��-;uvh�";;hv�ŪƐƔƏŊ-Ŋ|om�
1-u0om�|-��om�v_brrbm]�=�;ѴŐ�-;uvh는 운송 연료에 톤당 
$150의 탄소세를 추구함). Bloombergķ�	-bѴ��$-��!;rou|Ĺ�
�m|;um-ঞom-Ѵĺ�ƑƏƑƑ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
m;�vĺ0Ѵool0;u]|-�ĺ1olņ7-bѴ�Ŋ|-�Ŋu;rou|Ŋbm|;um-ঞom-Ѵņ
v_brrbm]Ŋ]b-m|Ŋl-;uvhŊv;;hvŊƐƔƏŊ-Ŋ|omŊ1-u0omŊ|-�ŊomŊ
v_brŊ=�;Ѵ
[59]��-�Ѵ;mhoķ��ĺ�;|�-Ѵĺ�ŐƑƏƑƏ년 1월 28일őĺ�$_;��Ѵbl-|;�
blrѴb1-ঞomv�o=��vbm]�����-v�-�l-ubm;�=�;ѴŐ해양 연료로 

���를 사용하는 것의 기후적 함의). The ICCT.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_;b11|ĺou]ņr�0Ѵb1-ঞomņ|_;Ŋ
1Ѵbl-|;ŊblrѴb1-ঞomvŊo=Ŋ�vbm]ŊѴm]Ŋ-vŊ-Ŋl-ubm;Ŋ=�;Ѵņ�
[60]�$u-mvrou|�ş��m�buoml;m|�Ő$ş�őĺ�ŐƑƏƑƑ년 4월 13일). 
�;|_-m;�-|�";-Ő해양에서의 메탄őĹ�bm7bm]�|_;��m�bvb0Ѵ;�
�Ѵbl-|;��bѴѴ;uŐ보이지 않는 기후 살인자 찾기). Transport & 
Environmentĺ�_�rvĹņņ���ĺ|u-mvrou|;m�buoml;m|ĺou]ņ
7bv1o�;uņl;|_-m;ŊCm7bm]Ŋ|_;Ŋbm�bvb0Ѵ;ņ
[61]�$-mbķ�"ĺ�-m7��l-_-v_bķ�!ĺ�ŐƑƏƑƑ년 2월 6일őĺ��vb-�=-1;v�
0bѴѴbomv�bm�v|u-m7;7�-vv;|v�b=�]-v�0;1ol;v�;m;u]��r-ub-_ 
(가스가 버림받은 에너지가 될 경우 아시아는 수십억원의 좌초자산을 직면함). NIKKEI Asiaķ��ollo7bঞ;vĺ�ƑƏƑƑ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vb-ĺmbhh;bĺ1olņ��vbm;vvņ
�-uh;|vņ�ollo7bঞ;vņ�vb-Ŋ=-1;vŊ0bѴѴbomvŊbmŊv|u-m7;7Ŋ
-vv;|vŊb=Ŋ]-vŊ0;1ol;vŊ;m;u]�Ŋr-ub-_
[62]�$_;�)ouѴ7��-mhĺ�ŐƑƏƑƐ년 4월 15일őĺ��_-uঞm]�-�
�o�uv;�=ou�	;1-u0omb�bm]��-ubঞl;�$u-mvrou|Ő해상 운송의 탈탄소화를 위한 코스를 계획하기). The World Bank.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ĺ�ouѴ70-mhĺou]ņ
;mņm;�vņ=;-|�u;ņƑƏƑƐņƏƓņƐƔņ1_-uঞm]Ŋ-Ŋ1o�uv;Ŋ=ouŊ
7;1-u0omb�bm]Ŋl-ubঞl;Ŋ|u-mvrou|
[63]�"_br�ş���mh;u��;�v�$;-lĺ�ŐƑƏƑƏ년 11월 19일). 
�-;uvhĹ��o��b]�!oѴ;�=ou�������mh;uv�-v�$u-mvbঞom-Ѵ�
�;ѴŐ과도기 연료로서�����벙커에게는 큰 역할이 없음). Ship 
& Bunkerķ�)ouѴ7��;�vĺ�ƑƏƑƑ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 
_�rvĹņņv_br-m70�mh;uĺ1olņm;�vņ�ouѴ7ņƐƒƏƐƕƏŊl-;uvhŊ
moŊ0b]ŊuoѴ;Ŋ=ouŊѴm]Ŋ0�mh;uvŊ-vŊ|u-mvbঞom-ѴŊ=�;Ѵ
[64]��om|;1ou�oķ��ĺ�ŐƑƏƑƏ년 9월 11일őĺ��bo=�;Ѵv�-u;�-�
1om|uo�;uvb-Ѵ�1Ѵbl-|;�voѴ�ঞomŐ바이오 연료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후 해결책이다őĺ��o�Ѵ7�|_;��vঞѴѴ�_;Ѵr�v-�;�|_;�rѴ-m;| 
(바이오 연료는 여전히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őĵ�
Grist. 2022년 9월 1일에 검색함. 출처Ĺ�_�rvĹņņ]ubv|ĺou]ņ
;m;u]�ņ0bo=�;ѴvŊ-u;Ŋ-Ŋ1om|uo�;uvb-ѴŊ1Ѵbl-|;ŊvoѴ�ঞomŊ
1o�Ѵ7Ŋ|_;�ŊvঞѴѴŊ_;ѴrŊv-�;Ŋ|_;ŊrѴ-m;|Ŋm;]-ঞ�;Ŋ;lbvvbomvŊ
7bu;1|Ŋ-buŊ1-r|�u;ņ
[65]��-oķ�*ĺ�;|�-Ѵĺ�ŐƑƏƑƑ년 3월 3일őĺ�!;=�;Ѵbm]��vv;vvl;m|�
o=�-�,;uoŊ�lbvvbom��om|-bm;u��ouub7ou�0;|�;;m��_bm-�-m7�
$_;�&mb|;7�"|-|;vŐ중국과 미국 사이의 제로 배출 컨테이너 통항로의 연료 보급 평가őĹ��o�Ѵ7���7uo];m�!;rѴ-1;�ovvbѴ�
�;ѴvŐ수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가őĵ�The ICCT. 
_�rvĹņņ|_;b11|ĺou]ņr�0Ѵb1-ঞomņu;=�;Ѵbm]Ŋ-vv;vvl;m|Ŋ
o=Ŋ-Ŋ�;uoŊ;lbvvbomŊ1om|-bm;uŊ1ouub7ouŊ0;|�;;mŊ1_bm-Ŋ
-m7Ŋ|_;Ŋ�mb|;7Ŋv|-|;vŊ1o�Ѵ7Ŋ_�7uo];mŊu;rѴ-1;Ŋ=ovvbѴŊ
=�;Ѵvņĸ�-m7��;ou];@ķ��ĺ�;|�-Ѵĺ�ŐƑƏƑƏ년 10월 14일őĺ��bt�b7�
��7uo];m�!;=�;Ѵbm]��m=u-v|u�1|�u;�|o�"�rrou|�-�,;uoŊ
�lbvvbom�&ĺ"ĺŋ�_bm-��om|-bm;u�"_brrbm]��ouub7ouŐ미국-

부록 2 미주 

중국 컨테이너 운송 통항로의 제로 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액체 수소 연료 보급 인프라). The ICCTĺ�_�rvĹņņ|_;b11|ĺou]ņ
r�0Ѵb1-ঞomņѴbt�b7Ŋ_�7uo];mŊu;=�;Ѵbm]Ŋbm=u-v|u�1|�u;Ŋ|oŊ
v�rrou|Ŋ-Ŋ�;uoŊ;lbvvbomŊ�ŊvŊ1_bm-Ŋ1om|-bm;uŊv_brrbm]Ŋ
1ouub7ouņ
[66] IPCC (2022). �Ѳbl-|;��_-m];�ƏƍƏƏث��lr-1|vĶ��7-r|-ࢼom�
and Vulnerability(영향, 적응, 취약성)ĺ��om|ub0�ঞom�o=�
)ouhbm]��uo�r����|o�|_;�"b�|_��vv;vvl;m|�!;rou|�o=�|_;�
�m|;u]o�;uml;m|-Ѵ��-m;Ѵ�om��Ѵbl-|;��_-m];Ő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여섯 번째 평가보고서에 대한 실무그룹 
II의 기여ő�Œ�ĺŊ�ĺ��क़u|m;uķ�	ĺ�ĺ�!o0;u|vķ��ĺ�$b]mouķ��ĺ"ĺ�
�oѴo1�-mvh-ķ��ĺ��bm|;m0;1hķ��ĺ��Ѵ;]uझ-ķ��ĺ��u-b]ķ�"ĺ�
�-m]v7ou=ķ�"ĺ��क़v1_h;ķ�(ĺ��क़ѴѴ;uķ��ĺ��h;lķ��ĺ�!-l-�Ő;7vĺőœĺ�
�-l0ub7];�&mb�;uvb|���u;vvĺ�보도자료ĺ�_�rvĹņņ���ĺbr11ĺ
1_ņu;rou|ņvb�|_Ŋ-vv;vvl;m|Ŋu;rou|Ŋ�ouhbm]Ŋ]uo�rŊbbņ
[67]�(-m��o�|�;mķ��ĺ�;|�-Ѵĺ�ŐƑƏƑƑ년 3월őĺ��1|��o��ou��-��
�-|;uŐ지금 행동하거나 나중에 지불하기őĹ�$_;��ov|v�o=�
�Ѵbl-|;��m-1ঞom�=ou��ou|v�-m7�"_brrbm]Ő항만 및 해운에 대한 기후 비행동 비용). !$���m|;um-ࢼom-Ѳĺ��Ѵbl-|;��_-m];�
ƑƏƑƑĹ��lr-1|vķ��7-r|-ঞom�-m7�(�Ѵm;u-0bѴb|�ĺ�_�rvĹņņ 
���ĺ;7=ĺou]ņvb|;vņ7;=-�Ѵ|ņCѴ;vņru;vvŊu;Ѵ;-v;vņ!$�Ŋ
�	ѷƑƏ�1|ѷƑƏ�o�ѷƑƏouѷƑƏ�-�ѷƑƏ�-|;uѷƑƏ
�Ѵbl-|;ѷƑƏ�lr-1|ѷƑƏ"_brrbm]ĺ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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