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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1.1. 채택 배경 및 목적
‘케이프타운 협정 2012(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의 채택 배경 및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정
서문(Foreword)에 명시되어 있다. 표 1은 서문[1] 내용을 보여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1993년 의정서 이행을 위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은 2012년 10월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된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소관의
국제협약이다.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 유지는 IMO의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해
IMO는 1993년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1993 의정서(이하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의정서 채택 후, IMO 차원에서 회원국에 여러 차례 협약
발효를 위한 비준을 촉구하였으나 다수 어선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들이 소형선박(어선)에
적용하기에 협약 규정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비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으로 발효되지 못하였다[2].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IMO는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보완하여 어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케이프타운 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길이 24m 이상 어선에 적용되며, 조업
선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다. 발효 요건으로써 22개국 이상의 협약 비준 및
비준국의 총 어선 척수가 3,600척 이상이어야 한다. 동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12개월이 지난
후 발효된다. 그림 1은 협정 표지를 나타내며 케이프타운 협정 목적에 맞게 어선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동 사진은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의해 제공되었다.

[표 1] ‘케이프타운 협정 2012’ 서문
Foreword
The Cape Town Agreement of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orremolinou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orremolinou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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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the Agreement) w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held from 9 to 11 October 2012 in Cape Town, South Africa,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s the result of a strenuous work and intensive
discussions over a five-year period.
The Safety of fishers and fishing vessels forms an intergral part of IMO’s mandate; however, the
fishing industry, from a global perspective, does not have an acceptable safety record and, while
there may be a number of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is,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lack
of an effective internationally binding regulatory regime has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the status
quo. In this context, neither the Torremolinou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Fishing
Vessels, adopted in 1977, nor the Torremolinos Protocol, adopted in 1993, entered into force due
to a variety of technical and legal constraints. The Agreement was a renewed commitment for the
provisions of the 1993 Torremolinos Protocol to come into force and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part in improving safety standards and reducing the loss of life in the fisheries secotr.
The Cape Town Agreement of 2012 will enter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not less
than 22 States, aggregate number of whose fishing vessels of 24m in length and over operating on
the high seas is not less than 3,600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it.

[그림 1] ‘케이프타운 협정 2012’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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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정 내용
케이프타운 협정은 10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목차를 살펴보면 그 구조가 IMO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하 SOLAS)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어선의 어업 활동에서 케이프타운 협정은 SOLAS 협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에, 케이프타운 협정을 ‘어선의 SOLA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표 3은
케이프타운 협정과 SOLAS 협약 목차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SOLAS 협약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행 선박에 적용되며, SOLAS 협약 제1장 3
규칙에서는 SOLAS 협약 적용 제외 선박으로서 ‘어선’을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케이프타운 협정은 세 개의 부속서(Appendix)가 있으며 이는 각각 어선의 안전에
관한 증서 양식(Form of Safety Certificate for Fishing Vessels), 면제증서(Form of
Exemption Certificate) 그리고 안전 증서에 대한 보충 양식(Form of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Safety Certificate)이다.

[표 2] ‘케이프타운 협정 2012’ 목차별 주요 내용
장

목차

주요 내용

1장

일반규정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면제 규정 및 검사 규정 등

2장

건조

수밀성, 선제보전, 개구부 및 통풍 등 건조 규정

3장

안정성

선체 복원성, 침수, 경사시험 등에 관한 규정

4장

기계설비

기관설비, 박용기계, 제어장치 등에 관한 규정

5장

소방안정

방화, 화재탐지, 소화 및 내화 격벽 등에 관한 규정

6장

선원보호

계단, 사다리 등 선원의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

7장

구명장비

구명설비의 시험·승인, 제조 및 형식 등에 관한 규정

8장

비상절차

퇴선 훈련 및 비상 배치 지침 등에 관한 규정

9장

무선통신

항해 중 통신 용어, 기능 및 면제 등에 관한 규정

10장

항해장비

항해 설비의 요건, 신호 설비, 선교의 시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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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케이프타운 협정 2012’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목차 비교
목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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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장

일반규정

일반규정

2장

건조

3장

안정성

구명설비 및 장치

4장

기계설비

무선통신

5장

소방안정

항해 안전

6장

선원보호

화물 및 연료유 운송

7장

구명장비

위험물의 운송

8장

비상절차

원자력선

9장

무선통신

선박 안전 운항 관리

10장

항해 장비

고속선의 안전 조치

11장

-

12장

-

선적 화물선의 추가 조치

13장

-

협약 준수에 대한 검증

14장

-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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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조, 구조 및 복원성, 기관설비
2-2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

11-1 해상안전 강화 특별조치
11-2 해상보안 강화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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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제동향
2.1. 비준 현황
IMO 사무국은 홈페이지1)를 통해 IMO 국제협약의 비준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한 IMO 회원국은 총 16개국(벨기에, 콩고,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세인트키츠 네비스, 상투메 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이다[3].
참고로, 2021년 3월 기준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에 비준한 IMO 회원국은 총 17개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스페인,
스웨덴)으로써 어선의 안전에 관한 두 개 협약에 모두 비준한 국가는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그리고 스페인으로서 총
9개 국가이다
매년 FAO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어업 활동에 관한 통계(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보고서를 제공한다. 그림 2는 FAO가 제공한 2018년의 어업생산량 기준
1위부터의 10위까지의 국가를 보여준다[4]. 참고로 우리나라는 1,336,286톤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의 어업생산량은 14,647,819톤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단지 어업생산량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어업 활동 현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업생산량이 많은 만큼 어선과 어선원을 통한 어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한 IMO 회원국과 어업생산량 기준 상위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노르웨이와 페루 단 2개의 국가만 동 협약에 비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8개 국가는 ‘케이프타운 협정’뿐만 아니라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에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실정이다.
1) IMO 웹페이지 : https://www.imo.org/en/About/Conventions/Pages/StatusOfConventio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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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의 국제적인 발효 촉진과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협약이행을 위해서는
어업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주요 수산국들의 비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업 활동의 국내 실정과 협약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동시에 위의 수산 강국들이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기피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주요 국가의 어업생산량 (2018년)

[자료: FAO, 「YearBook,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2018」,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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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MO 논의 동향
케이프타운 협정 채택 후, IMO 차원에서 기술협력(TC, Technical Cooperation) 사업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케이프타운 협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회원국의 비준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단일 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인터넷 플랫폼2)을 구축하면서 동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케이프타운 협정의 비준 촉진과 관련 활동 이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국의 국제협약 비준은 단순히 협약의 목적 및 중요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비준을 고려하는 회원국의 관련 산업계 실정과 비준으로 인해 자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활발한 어업
활동이 이뤄지는 국가는 케이프타운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미치는 어업계의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에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폭넓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논의 활동을 IMO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케이프타운 협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이하 IUU) 어업 행위에 관한 장관급 회의’ 주요 내용을 들 수 있다.

2.2.1.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
스페인 정부와 IMO 사무국 공동 주관으로 2019년 10월 21일에서 23일 기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 지역에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8개의 회원국이 참여하여 ‘토레몰리노트 선언문
(Torremolinos Declaration)’에 서명하였다[5]. 회의 후, 3개 국가(포루투칼, 폴란드,
불가리아)가 추가로 동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총 51개 회원국이 동 선언에 동참하였으며,
표 4는 ‘토레몰리노트 선언’은 핵심 내용을 나타낸다.
2) Easy Guide to the Cape Town Agreement of 2012 : https://sway.office.com/pGZcJtkSuHNxDzy5?ref=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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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토레몰리노트 선언’ 핵심 내용
TORREMOLINOS DECLARATION
∎ 동 선언의 서명국은 ‘케이프타운 협정 2012’이 미발효된 사실을 우려하며, UN SDG 143) 및 SDG
174) 달성을 위한 협정 발효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동 선언의 서명국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다른 UN 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향상된 안전 기준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 동 선언의 서명국은 어선원의 훈련 및 자격에 관한 협약(STCW-F 1995) 발효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위한 협력 활동을 지지한다.
∎ 동 선언의 서명국은 ‘케이프타운 협정 2012’ 발효가 어선에 적용 가능한 다른 협약이행을 보완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아래의 결의를 표명한다.
1.

채택 10주년이 되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협정의 효용성 증진은 회원국의 다각적인 지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며 협정 이행을 촉진한다.

3.

어선의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 선박 검사를 위한 의무적인 도구로써 작동하여 어업 활동의 관리와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IUU 어업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로써, 동
장관급 회의는 IUU 어업 행위 근절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어선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케이프타운 협정이 발효되어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IUU
어업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회의에서 채택된
‘토레몰리노트 선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을 다수 회원국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IUU 어업 근절을 위해 모인 국제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를 촉구하는 것이다.

3) SDG 14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4)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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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레몰리노트 선언’ 서명

[자료: IMO flickr, 「States sign Torremolinos Declaration, 2019」, 저자 재구성

또한, 선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선원의 기초안전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STCW-F)’의 발효 촉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IMO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Sub-Committee)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STCW-F 협약은 어선원의 자격 증명 및 훈련에 관한 IMO 국제협약으로 1995년
채택되었으나 현재 미발효된 상황이다.
케이프타운 협정이 어선의 선박 안전성에 관해 규정한다면 STCW-F 협약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규정한다.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 이 두 사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어선의 기계적·물리적 안전성이 담보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선원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양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해양
사고원인의 84.5%가 운항 과실 등의 인적요인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6], 동
선언문에 STCW-F 협약 발효 촉진이 담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www.imo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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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는 케이프타운 협정이 어선에 적용 가능한 다른 협약이행을 보완하고 선박
검사를 위한 도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선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다른 국제협약으로써 ‘항만국조치협정(이하 PSMA)5)’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IUU 어업 행위 방지를 위한 FAO 차원의 국제협약으로써 2016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이를
이행하고 있다[7]. 만약 케이프타운 협정이 발효된다면 이는 PSMA 제도를 통해 어선에 관한
선박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기준으로써 검사와 결부되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2.2.2. 케이프타운 협정 지침 개발
2019년 10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IUU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장관급 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써 동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구축으로 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동 작업반은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업반 업무
진행을 위해 아이슬란드 정부는 작업반 논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6) 개설을 지원하였다.
2021년 2월, 작업반을 통해 개발 중인 지침서를 IMO 제103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
기타사항 의제 문서(MSC 103/20/2)로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FAO, ITF, Pew 그리고 WMU가 공동으로 제출하였다[8]. 이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어업생산량을 기록하는 수산 강국이다.
지침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큰 틀에서 케이프타운 협정 목차를 기반으로 지침서를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협약 내 10개 각 장의 핵심 내용을 명시하고 각각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침을 상세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초안으로써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표 5는 지침서 목차를 보여준다. 의제 문서(MSC 103/20/2)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세 내용에 관한 회원국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동 지침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5) PSMA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 2015년 가입, 2016년 발효)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IUU 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에 관한 협정
6) https://www.icetra.is/maritim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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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케이프타운 협정 2012의 이행 지침’ 목차
구분

제목

Section 1

GENERAL ASPECTS

Section 2

STATUS OF THE CAPE TOWN AGREEMENT OF 2012

Section 3

APPLICATION, EXCEPTIONS, EQUIVALENTS AND REPAIRS, ALTERATIONS
AND MODIFICATIONS (REGULATIONS I/1-5)

Section 4

SURVEYS AND CERTIFICATES (REGULATIONS I/6-17)

Section 5

CONSTRUCTION, WATERTIGHT INTEGRITY AND EQUIPMENT (CHAPTER II)

Section 6

STABILITY AND ASSOCIATED SEAWORTHINESS (CHAPTER III)

Section 7
Section 8

MACHINERY AND ELECTRIC INSTALLATIONS AND PERIODICALLY
UNATTENDED MACHINERY SPACES (CHAPTER IV)
FIRE PROTECTION, FIRE DETECTION, FIRE EXTINCTION AND
FIRE-FIGHTING (CHAPTER V)

Section 9

PROTECTION OF THE CREW (CHAPTER VI)

Section 10

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CHAPTER VII)

Section 11

EMERGENCY PROCEDURES, MUSTERS AND DRILLS (CHAPTER VIII)

Section 12

RADIOCOMMUNICATIONS (CHAPTER IX)

Section 13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AND ARRANGEMENTS (CHAPTER X)

Section 14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AND FISHING INDUSTRY

Section 15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HUMAN ELEMENT

Section 16

PROMO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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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현황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2023년 비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9].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현행 어선의 안전설비 수준과
케이프타운 협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도입 시기를 판별한다는
내용이다. 시기별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20년에 실태조사 및 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21∼’22년 비준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케이프타운 협정
내에 선박 건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어선 건조 시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20~`21년)도 계획하고 있다.

3.1. 협정 분석 및 국내법과의 부합성
2021년 3월 기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은 139건이며, 그중 어선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표 6과 같다[10]. 각 법령은 그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케이프타운
협정’ 내용은 그 기능과 다각적으로 연관되어 어업 활동 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2020년 해양수산부는 연구 용역(케이프타운협약
도입을 위한 영향분석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부합성 검토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적요인과 구조(시스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어선의 안전을 검토할 때 크게 어선에 탑승한
사람(선원 등)의 안전과 구조적으로서 선박(선체, 기자재 등) 자체의 안전성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케이프타운 협정도 선박 즉 선체 안전의 측면에서 복원성 등의 건조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퇴선 훈련 및 방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 또한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규정으로 기능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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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선 관련 해양수산부 법령
관련법

목적

선박법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 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
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
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원법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
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선법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직원법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안전법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
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법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
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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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 수용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상응하는 국내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준 후, 관련 규정이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선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11]. 동 법령 개정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마다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 지침 등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실용적 복원성 검사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복원성 관련한 실용적인 검사기준 마련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2]. 구체적으로 어선 복원성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및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능분석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3.2. 협정 도입에 따른 산업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어업 활동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분석이 있다[13].
이뿐만 아니라 어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노령화도 어업 사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에서 어업 활동하는 노후 어선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4]. 케이프타운 협정 대부분 내용이 선박의 선체와 선박 기자재
등에 관한 안전 규정임을 고려할 때, 협약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그에 걸맞는 수준의 어선
안전에 관한 다각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4는 ‘케이프타운 협정’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성을 나타낸다.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케이프타운 협정’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산업적·제도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케이프타운 협정’
관련 우리나라 어업 실정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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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케이프타운 협정 2012’ 비준의 영향성

협정에 적합한 기술 개발 관련, 국내 어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선박은 케이프타운
협정에서 규정하는 건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설비 투자 및
관련 기자재 개발 등을 통해 어선 선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업계 내 어느 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보조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 개선대책 중 하나로써 새로운
어선 건조 지원시스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원양어선 건조를 위한 안전
펀드(1,700억원 조성(‘19∼‘23년))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연구 용역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적 영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의 안전에 대한 인식 증진 및 교육 강화는 효율적인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해상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특히, 안전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이론 위주에서
체험·실습형으로 전환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15]. 대부분의 해양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에
있다는 점과 케이프타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선의 해양 사고 방지 및 안정성 향상임을
고려할 때, 인적 요소에 대한 꾸준한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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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및 제언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미가입 IMO 국제협약 중, ‘케이프타운 협정’ 관련 국제동향 및
국내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협약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제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월 기준 17개 국가가 비준했으며,
어업생산량(2018년) 기준 상위 10개국 중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페루와 노르웨이 단
2개 국가이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수산 강국이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기피하는 원인과 비준에 따른 산업계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2019년 ‘토레몰리노스 선언’ 내용을 상기하며, 국내·외 어업 활동 관련 종사자들이
어선의 안전성 증진과 IUU 어업 방지 차원에서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선 사고에서 인적요인이 차지하는 영향성을
고려할 때 STCW-F 협약 비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2023년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목표로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 주축의 다양한
제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협정의 근본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비준이 우리나라 어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어업 실정에 관한
면밀한 분석 및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황 대 중 연구원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해사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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