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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분야별 쟁점사항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패

문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

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은 해사

한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대응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산업에서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해운·해사·항만·물류, 조
선 및 기자재 산업 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Game Changer)로서 등장하였다.

3.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
본 연구에서는 선박설계 및 운항기술, 선박 안전 및 관리,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98차

고용 및 교육, 사고 책임 및 보험, 해운·항만·물류체계의 5개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MASS(Maritime Autonomous

분야로 구분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분야별 주요 쟁

Surface Ship)’의 등장으로 본격화 되었으며, 제105차 IMO 법

점사항을 분석하였다.

률위원회(LEG),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등에서 주요 의

...(중략)

제로 논의되기 시작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기술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국내 관련 해사산업에서도 해운(Shipping 4.0), 항만(Port
4.0), 스마트 선박건조(Smart ship 4.0) 및 해양(Marine 4.0)과 함
께 관련 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새로운 도전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인선박, 스마트선박, 디지
털선박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그 정의 및 범위가 명확
하지 않고, 자율운항선박 구현을 위한 운항 기준 및 방안이

4.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분야별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AHP)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략)

5. 결 론

구체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자율운항선박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실현을 위하여 분야

등장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그

별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분야별 대응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세부 정책방향 및 이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행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략)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해운,

2. 연구방법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가지는 경제적, 산업적 의의를 분
석하고, 그에 따른 선박설계 및 운항기술, 선박 안전 및 관
리, 고용 및 교육, 사고 책임 및 보험, 해운·항만·물류체계 등

항만·물류, 조선, 해사안전 등 분야별 대응전략 및 기술 표준
화 정책 수립과 다양한 기술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