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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탱커선의 폭발 방지수단(IGS) 설치확대 기준 개정 

불활성가스장치(IGS*) 설치대상 확대(2만톤→8천톤) 시행을 위하여 SOLAS 협약 개정 및 통합 IGS 개정안을 마

련하여 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함

* Inert Gas System : 산소가 제거된 연소가스를 이용, 불활성가스를 얻는 장치 

개정된 IGS 적용 사항은 가스·케미컬운반선박 제외하고 신조 유조선에만 확대 적용하며, 현존선 적용은 개정된 

SOLAS 요건 시행 후 추후 고려하기로 함

회의명 : 제56차 방화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the Fire Protection, 56th Session)

일시/장소 : '13. 1. 7 ~ 11(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J. C. Cubisino(아르헨티나)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56)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21) 등 260명 

제56차 방화전문위원회(FP) 회의결과
IMO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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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OLAS 주요 개정사항

 ·SOLAS Reg.II-2/4.5.5의 불활성가스장치관련 개정

- 재화중량 8,000톤 이상의 탱커선에 IGS 설치를 명문화 함(Reg. 4.5.5.1.2)

-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에 통합 IGS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문화 함(Reg. 4.5.5.2.1)

- 재화중량 8,000톤 이상 20,000톤 미만의 탱커선에 설치되는 IGS 동등 장치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함 

   (Reg. 4.5.5.4.2)

·SOLAS Reg.II-2/16의 불활성가스장치 운항요건 신설

- 화물탱크는 가스프리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불연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신조 화학제품운반선의 경우, 화물이 적재된 이후 및 하역 시작 전에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물탱크를 가스프리 하기 전에 모든 가연성 가스를 치환(Purging)할 때까지 계속 사용 

   하여야 함. 이 경우 불활성가스는 질소만 사용하여야 함 

- 불활성 가스의 산소농도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가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② 통합 IGS 개정안(FSS Code의 15장)의 주요 개정사항

 ·각 IGS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을 재분류함

 ·불활성 가스의 산소 농도가 5%를 넘는 경우 자동으로 벤트

 ·이중 블록 밸브 및 블리드 밸브가 설치된 경우, 동력 상실시 블록 밸브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블리드 

    밸브는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함

 ·2개의 산소 센서를 불활성가스장치 설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19% 이하인 경우 

    가시·가청 경보를 발해야 함

 ·송풍기가 2대 설치된 경우, 송풍기의 용량은 전체 요구 불활성가스 용량을 균등하게 분배한 용량 

    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대의 용량은 전체 요구 용량의 1/3 이상이어야 함

 ·N2 Generator용 공기압축기의 수량에 대해 일부 2대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기준과 같이 

     "One or more"로 유지함

 ·N2 Generator가 설치된 장소는 방화 목적상 "기타기관구역"으로 고려하며, 해당 구역은 시간당 6회  

    이상의 기계식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N2 Receiver 또는 Buffer Tank의 설치장소를 기관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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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판 상부 컨테이너 운송 선박의 소화설비 강화 기준 개정

갑판 상부에 5단(Tier)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선박의 Open-top 컨테이너 홀드 및 갑

판 상 컨테이너 적재 구역에 대한 추가 소화 설비 요건이 포함된 SOLAS Reg.II-2 개정 초안을 아래와 같이 최

종 검토함

• 물 분무 방사기의 설계·성능·시험 등에 대한 지침(안) 마련

협약 개정안 및 지침안을 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 승인 요청하고, '16. 1월 잠정 시행 예정

9｜ 국제 해사동향

3. 수소·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운송 선박의 설비요건 개발 

신조선에 대하여 차량구역의 전기·환기설비를 방폭구조(Explosion-proof type)로 하고, 현존선 및 신조선의 해

당 차량구역에 2개 이상의 휴대용 가스탐지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SOLAS Reg.II-2/20-1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 승인 요청

현존선에 대한 안전대책 권고사항*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채택되지 못하였고, 의제 종료일

을 2014년으로 연장하여 FP 57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차량 적재 수량 한정, 차량 파손방지 안전장치, 차량상태 점검
 

4. 기관실로부터의 탈출수단 기준 강화 및 통일해석 개발 

여객선 및 일반화물선의 기관실내 제어실 및 작업실에 2개의 탈출수단을 신조선에 설치토록 하는 협약 개정안을 마련

 - 2개 중 적어도 1개는 기관실 밖 안전한 장소까지 연속적인 안전 통로를 제공해야 함

기관구역 내 탈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사 사다리 또는 계단에 대해서 화재 보호요건을 추가함

 - 탈출수단은 강(鋼)재료로 하고, 화염과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기관실 비상탈출로에 설치된 사다리는 내부치수(800x800mm)에 포함 등 통일해석(안)을 채택함

5. 국제항해선박에 구조재료로서 강화플라스틱(FRP) 사용지침 개발 

화재에 취약하나 가벼워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FRP 사용지침 개발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지침 개발을 SOLAS 

Reg.Ⅱ-2/17에 기초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함

FRP 시험평가, 화재시험 및 등급기준 신설 등 지침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완료 목표연도를 '14년

까지로 정함

6. 통풍용 덕트의 내화성 요건에 관한 협약 개정안 개발 

초안작업반을 구성하여 본회의에서 언급된 사항과 문구 수정을 완료 후 SOLAS Reg.II-2/3(정의) 및 Reg.II-

2/9.7(통풍용 덕트의 내화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MSC 92에 승인을 요청함

덕트를 통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 관리시스템(Smoke management system)의 포괄적인 지침서를 개발키로 

하고 FP 57에서 상세 논의키로 함

 - 여객선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관통하는 수직덕트에 설치하는 연기댐퍼의 성능평가 기준도 함께 고려하

기로 함

통풍용 덕트의 내화성 요건의 개정안은 신조선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MSC 결의서를 통해서 개정안 적용일을 

명시하기로 함 

7. 로로구역의 탈출수단에 대한 통일해석 개발 

로로구역의 "안전한 탈출" 관련 연속된 화재 보호구역은 타 선종에 비해 너무 엄격한 요건이라고 판단, FP 57에

서 추가 논의키로 함

작업계획을 '14년까지 연장하고,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 관련 문서를 제출을 요청함

·협약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물 분무 창(Water mist lance)은 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모든 선박에 최소 1개를 비치

·이동식 물 분무 방사기(Mobile water monitor) 비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선박의 폭이 30m 미만인 화물선 : 최소 2개

- 선박의 폭이 30m 이상인 화물선 : 최소 4개

- 화재 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화물구역 밖에 설치되고, 모든 관련 장비는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될 것

- 갑판 상부에 2줄기 사수(위험물 적재 시에는 4줄기 사수)가 요구되는 소화수가 컨테이너 최상층까지  

  도달하고, 각 컨테이너 전·후에 효과적인 물 장벽을 만들면서 충분한 압력으로 동시에 발사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소화전이 공급될 것

- 이동식 물 분무 방사기, 2줄기의 소화호수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소화수 배관 직경과 

   펌프 용량을 갖출 것

·이동식 물 분무 방사기의 아래와 같은 작동 성능은 주관청에 의해 최초검사 시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함

-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선박에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

- 요구되는 물 분무 방사기 및 소화호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물 분무 방사기의 소화수가  

   컨테이너 최상층까지 도달 여부

·정부 또는 승인된 기관에 의해 시험 및 승인될 것

·방사기는 부식에 강한 재질이며, 선박의 소화전에 연결이 가능하고, 커플링은 요구되는 적합한 성능에서  

   작동 가능한 압력 및 흐름에 견딜 수 있는 크기일 것

·방출 용량은 협약에서 요구되는 압력으로 최소한 60㎥/h 이상이고, 노즐은 수직으로 0 ~ 90° 

   각도로 선회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작동 가능토록 설계될 것

·이동하기에 용이한 핸들이나 수단이 있어야 하고, 무게가 23kg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이 쉽도록  

   바퀴를 부착한 형식(Wheel type)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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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전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현대화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 기술 개발 관련 의제

IMO에서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GMDSS 현대화 방안 검토가 시간 부족으로 큰 진전이 없어, 회기간 통신작업반

(Intersessional Correspondence Group)을 개설하여 아래 문서와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함

* 1992년 2월 도입된 GMDSS 제도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일반 및 세부(High, Low level) 기술검토(2013~2015년), 규정개

정(2016~2017) 등을 2017년까지 완료 예정 

 - 미국의 제안(COMSAR 17/3/4) : 협약 준수, 선주 및 주관청 부담 최소화, 장비 사용법 단순화, 국제해상인

명안전협약(SOLAS) 미 적용선박 고려 등 GMDSS 현대화 원칙 제시

 - 일본의 제안(COMSAR 17/3/5) : 어선과 같은 SOLAS 비적용 선박은 회원국내 법령과 어선 관련 국제협

약* 등에서 다루어야 하며, GMDSS 현대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 제출

*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협약에 대한 의정서(1997), 케이프타운 협정서(2012)가 있음

AIS 기술을 활용한 수색구조용 위치표시 장치*가 조난 상황이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

한 처리 지침 개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 합동 작업반(2013년 9월 23일~27일)에서 동 문제를 논의하

기로 함

* AIS-SART(수색구조발신 장치), AIS-MOB(익수자 위치표시 장치), EPIRB-AIS(비상위치표지 장치) 등

 

회의명 : 제17차 무선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17th Session)

일시/장소 : '13. 1. 21 ~ 25(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 Salgado (칠레)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8)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7), 비정부간 기구(17) 등 400명

무선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 회의결과
IMO 제17차

11｜ 국제 해사동향

2. 수색 및 구조(SAR) 관련 의제 

IAMSAR 매뉴얼 개정 승인

 - 제19차 ICAO/IMO 합동작업반에서 검토한 2016년 판 IAMSAR 매뉴얼의 부분적 수정사항을 승인함

 - 향후 합동작업반에서 추가수정 작업을 거쳐 2015년 MSC 95에 최종 승인을 받아 2016년 판 개정 IAMSAR 

매뉴얼 출판 예정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개발을 위해 용어 정의와 수색 및 구조(SAR) 필요 사항 등 논의

 - Tracking(추적)과 Locating(위치 표시) 용어 차이점, 평상시 선박추적 방안으로 LRIT 활용 가능성 검토 등 

초안을 마련하고 제57차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13.3)로 최종 검토 요청

 - 극지 해역에서 조난 선박의 추적(Tracking) 시스템은 기존의 LRIT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며, 구명정은 추

적(Tracking) 시스템은 필요치 않으나, 조난 시 필요한 위치표시(Locating) 시스템은 갖추어야 함

3. 전자항법(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의 개발 및 장거리 선박위치 추적 장치  

    (LRIT) 관련 의제 

e-navigation 정보교환을 위한 LRIT 육상 인프라 활용 문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기술적 가능성 및 법적 요건과 비용 

편익 분석 등이 필요해 e-Nav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찬성) 새로운 인프라 투자 없이 기존 LRIT 데이터 센터를 e-navigation 정보교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반대) LRIT에 한정하지 말고 육상 IT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추가 검토 요청

LRIT 정보에 입항예정통보(NOA)를 추가하는 방안은 회원국 간 이견이 많아, 정책적 이슈를 다루는 해사안전위

원회(MSC)에 다시 제출하기로 함

 - (찬성) LRIT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항만국 입장에서 추적선박을 식별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

 - (반대) NOA 정보는 LRIT범위를 벗어나며, SOLAS개정, 시스템 변경 추가비용, 행정당국의 업무가중 등의 이유

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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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안전성 평가

신규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 결정

 - 안전 및 오염위험평가(Evaluation of Safety and Pollution Hazards, ESPH) 작업반에서 검토한 8가지 신규 화학

제품*의 선박운송요건에 동의하고, 차기 IBC Code개정 시 동 화학제품들을 추가하기로 결정

* Grape Seed Oil, Bis(2-ethylhexyl) terephthalate, Aluminium hydroxide, sod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solution, (40% or less), Tert-Amyl ethyl ether, Camelina Oil, Acrylic acid, ethenesulfonic acid copolymer with 

phosphonate groups, sodium salt solution, Maleic anhydride-sodium allylsulfonate copolymer solution

신규 탱크세정제 평가

 - BLG 17 회기 중, 총 29종의 탱크 세정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4종 합격, 5종은 불합격 판정을 

받음

 - 평가된 세정제는 MEPC 승인을 받아 MEPC.2/Circ.19    ('13.12), Annex 10에 등재 및 회람될 예정

Oil Tanker의 기름배출 감시 및 제어시스템 지침 개정

 - BLG 17은 ESPH 작업반에서 추가검토 제출한 Oil Tanker의 기름배출 감시 및 제어시스템 지침

(MEPC.108(49)) 개정안에 동의함

아국에서 개발한 산적액체화학제품의 운송요건 검토에 필요한 국제기준 및 지침서 통합정보가 유용한 정보임에 동

의함

 - 통합정보를 산업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IMO 웹사이트에 수록

 - 웹사이트 주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MEPC.2/Circular(잠정평가물질 목록)에 명확히 표시하

기로 결정

회의명 : 제17차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17th Session)

일시/장소 : '13. 2. 4 ~ 8(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5)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36) 등 523 명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BLG) 회의결과
IMO 제17차

13｜ 국제 해사동향

4. IMO의 전문위원회 개편(안) 논의

무선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와 항행안전전문위원회(NAV)의 통합안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실무 작업반 구성, 통합 전문위원회 명칭, 회의 일정(5~8일), 실무 작업반 구성방안, 통역지원 문제, 

SAR 관련의제 배치 방법 등은 결정 못함

 - 수색 및 구조(SAR) 관련 의제는 회기간 작업반 형식으로 분리하자는 의견 및 회기를 8일로 연장 하자는 

의견 등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두

 - 제65차 해양환경위원회(MEPC, 2013년 5월),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2013년 6월) 및 제110차 이사

회(2013년 7월)를 거쳐 결정 예정

< IMO 전문위원회 개편 방안 >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 BLG(산적, 액체, 가스) → Environment(환경), DSC(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 Cargoes(화물)

 ·COMSAR(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및 NAV(항행안전 전문위원회)를 1개 전문위원회로 

    통합(명칭 미정)

 ·DE(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FP(방화전문위원회), SLF(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 

    위원회)를 2개 기술 전문위원회로 재편 예정

1)

1) 잠정평가물질목록: Provisional categorization of liquid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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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형수관리(BWM)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서

평형수관리협약 배출수 기준의 충족여부 평가를 위하여 협약 발효 후 2~3년간의 시범기간을 조건으로 MEPC 승

인 요청, 향후 시범기간 동안 샘플링 및 분석 기술의 평가 및 표준화가 진행 예정

시범기간 동안에도 형식승인된 평형수관리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승인된 모니터링 장비 및 운전변수에 대한 허용

범위를 규정한 TSP (Treatment System Particular)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권고함

평형수관리장치 형식승인관련 추가 정보제공 규정 마련을 위해 형식승인지침서(G8) 및 관련 지침서(BWM.2/

Circ.28)의 개정 초안 채택 및 MEPC 승인 요청

3. 가스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국제가스연료안전코드 개발 

LNG연료선박의 규정을 바탕으로 '14년 완료를 목표로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IGF) 개

발예정

LNG 이외의 저인화점 연료 관련규정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대체설

계(Alternative design)가 IGF 코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IGF 코드를 위한 SOLAS 규정개정 논의

 - 현재 인화점 60℃ 이하의 연료는 SOLAS Reg.II-2/4.2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IGF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SOLAS 관련 규

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의 개정초안을 개발함

① SOLAS Reg.II-2/2(화재안전의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IGF Code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② SOLAS Reg.II-2/Part B(화재 및 폭발방지 규정)에 가스연료선박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③ SOLAS Reg.II-1/Part F/Regulation.55(대체(Alternative) 설계 및 배치 규정)에 가스연료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④ SOLAS Reg.II-1/Part G(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신설하여 '(1) Regulation 56 : 적용 

   기준(Application)'과 '(2) Regulation 57 :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IGF 코드를 만족 

    하여야 함'을 명기하는 규정 초안 개발

15｜ 국제 해사동향

4. IGC CODE 개정 

개정 IGC Code 초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승인을 위하여 MSC 92차에 제출예정임

5. 국제항해 선박배출 블랙카본에 의한 북극지방 영향 

국제항해 선박배출 블랙카본에 의한 북극지방 영향에 대한 지속적 논의 필요성에 동의, 통신작업반 활동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 블랙카본의 기술적 정의 개발, 측정 기술 및 제어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통신작업반에 위임함

< 개정 IGC Code 초안 >

 ·개정 IGC Code 초안에 현존선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규정 추가

 ·IGC Code 개정초안에서 MARPOL 협약을 참조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

 ·RO(Recognized Organization)관련 요건에 대해서 "RO는 SOLAS 협약과 RO Code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

 ·BLG 17/9/4 문서의 "한계상태설계에 대한 지침"과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한계상태설계에 대한 지침 

    초안을 MSC 92차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 Plenary의 결정사항에 따라, MSC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괄호로 표기함

 ·IBC Code의 관련규칙을 참조하여 규칙 14.4 의 자장식 호흡구 사용가능시간을 10분에서 15분 

    으로 수정

 ·MPa로 표현된 게이지 압력값 뒤에 "gauge"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IGC Code와 대비하여  

    각 압력값 뒤에 "gauge"를 삽입

 ·상기 외에 편집오류 사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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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탱커의 손상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본선 설치 강제화

탱커의 손상복원성 계산 기능을 갖춘 적하지침기의 설치강제화를 위하여 MARPOL Annex 1, BCH Code, IBC 

Code, EGC Code, GC Code, IGC Code, 2011 HSSC Guideline 개정안 개발 완료하여 92차 해사안전위원회

(2013년 6월)에 제출할 예정

2.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기준 개정 관련 

길이 80m 미만 화물선의 이중저 요건에서 기관구역 전체를 손상가능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은 하기 이유로 논

의되지 못함

 - SOLAS II-1/Reg.9에서 규정하는 가능한 한 기관구역의 후단격벽까지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위

반되며 선박의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반대사유

Screw down Valve 및 Butterfly Valve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간 제약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논의되었고, 

SLF 56차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Butterfly Valve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위치를 Collision Bulkhead 후방에 

두는 것으로 한정시키고자 함

 - Bulkhead 후방에 설치할 경우, 두 가지의 제약조건(쉽게 접근가능하며, 화물창 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을 

충족해야 하므로 선종에 따라 부수적인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회의명 : 제55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tability, Load Lines and Fishing Vessels Safety, 55th Session)

일시/장소 : '13. 2. 18 ~ 22(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5)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24) 등 379 명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회의결과

IMO 제55차

17｜ 국제 해사동향

3. 1969 톤수협약의 신뢰성 및 통일적 이행 확립을 위한 규정개발 

국제운송노조(ITF)를 중심으로 선원거주구역을 총톤수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간 제약으로 통

신작업반에서 선원거주구역의 감톤의제 등을 검토 할 예정

 - 선원 거주구역의 감톤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SLF는 선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

다고 주장

선원 거주구역 감톤문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할 계획

① 수에즈 운하 규정과 같은 현행 거주공간에 대한 측정기준과의 연관관계

② 결의서 초안의 거주구역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정의

③ 측정방법이 거주공간을 측정하기에 불충분

④ 2006 해사노동협약은 실습원의 거주공간

⑤ 현존선에 대한 해사노동협약의 확대시행 가능성

4. '93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의정서 이행을 위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이행을 위한 2012케이프타운 협정서 서명이 2013년 2월 10까지 예정되어 있으므

로 비준준비 필요함

비준시에 어선척수를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해상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

선 척수 확인 필요함

 - 비준국이 어선척수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FAO 자료 또는 RFB (Regional Fisheries Bodies)의 자료를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음

 - FAO 자료 또는 RFB를 활용할 경우에 IMO는 체약국 정부에 어선척수 확인을 요청(해당 국가는 60일 이

내에 정확한 답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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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회원국심사제도(MAS) 채택을 위한 국제 협약상 회원국 의무 사항 논의

28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한 IMO 협약이행 코드(이하 III code)관련 강제 협약상 회원국 의무사항 목록 초안을 검

토하여 동의함

 - 2013년 목록은 정보 교환, 승인, 검사 및 증명, 사고 조사 등 강제협약관련 구체적 회원국 의무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2011년 총회 결의서 1054(27)의 동 목록을 대체할 것임

III code와 회원국 의무사항 목록은 회원국 심사제도(MAS)에서 심사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요소들임

* 28차 총회에서는 III code를 강제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개정안(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1969년 톤수측정협약)을 채택할 예정임

2014년에는 SOLAS 협약, MARPOL 73/78, STCW 1978상 III code 강제화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됨

2. 협약 비적용 선박 안전강화를 위한 GlobalReg 검토 

FSI 21차에서는 협약 비적용 선박에 적용할 통일 규칙 및 국내법제정 모델로 구성된 GlobalReg의 기술적인 검

토*를 위한 방법, 절차, 원칙을 해사안전위원회(MSC)에 권고하기로 동의함

* 2017년까지 GlobalReg의 기술적 검토 완료 예정

또한 동 회의에서는 24미터 이상 여객선에 대한 추가 규정 개발 및 적용되는 선박의 최대 길이를 정의하기 위

한 작업을 포함하여 안전 기준 전반에 대한 기술검토가 가능하도록 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차기 FSI 22

차에 작업지시토록 요청함

GlobalReg 문서는 각 행정당사국에서 바로 법규 적용 가능하도록 국내법규 형식으로 제작되어 협약 비적용 선박

회의명 : 제21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21st Session)

일시/장소 : '13. 3. 4 ~ 8(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Capt. Dwain Hutchinson (바하마)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85) 및 준회원국(2), 정부간 기구(12), 비정부간 기구(18) 등 437명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회의결과
IMO 제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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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나 카누, 12m 미만 화물선, 레저용 선박은 적용에서 제외됨

 - 현재 회원국 정부에서 이용가능한 GlobalReg 문서 초안은 다음과 같음

·GlobalReg, General introduction

·GlobalReg, Outline Procedural guide

·GlobalReg, Procedural regulations for ship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 manning

·Regulations on approval of marine equipment

·Regulations on registration of persons on board passenger ships

·GlobalReg, Safety regulations for cargo ships of more than 500 gross tonnage and for passenger 

   ships of more than 24 metres in length

·GlobalReg, Safety regulations for small passenger ships

·Safety regulations for non-SOLAS cargo ships of more than 12 metres in length

·Safety regulations for ship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12 metres in length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of 12 metres in length and above, but less than 24 metres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of a more than 24 metres in length

·Surveyors' Note Book

3. 해양사고 보고 절차 최신화 합의 

"조사관 지원 지침"과 "인적과실 조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MEPC 65 및 MSC 92에 제출키로 

결정함

MSC-MEPC.3/CIRC.3(사고보고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MEPC 65 및 MSC 92에 제출키

로 결정함

4. 사고 교훈 전파 

사고 분석 통신작업반에서 개발하여 검토한 5가지 인명사고(충돌 1건, 침수/침몰 1건, 폭발/화재 2건)를 검토 승인

하고, IMO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선원들에게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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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사고 보고서 검토

마셜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제출한 이동식 시추선(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MODU), "Deepwater Horizon"호 

폭발사고 조사 보고서를 관련 전문위원회인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방화전문위원회(FP), 복원성·흘수

선·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에 제공함

3건의 RO-RO 선 갑판 화재(Commodore Clipper 호, Lisco Gloria호, Pearl of Scandinavia 호) 사고보고

서를 FP, DE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제공함. Commodore Clipper 호 사고의 경우 SLF 전문위원회에도 보

고서를 제공함

 - 사고 조사 통신 작업반은 이러한 중대사고의 원인이 주로 냉동차, 선박 시설에서 발생한 누전화재의 결과였음

을 보고함

CMA CGM사의 Christophe Colomb 호에서 발생한 구명정 훈련사고 보고서를 DE전문위원회에 이관함

6. 항만 수용시설 개정지침 동의 

최신 MARPOL 개정안을 반영한 항만수용시설관련 회람문 개정안에 동의함

개정 회람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MEPC/Circ.470 폐기물 수용 시설 필수 보고 사항

 - MEPC.1/Circ.469/Rev.1 항만 수용시설의 부적합한 사례 보고서 개정 서식

 - MEPC.1/Circ.644 폐기물을 항만수용시설에 이송하기 위한 사전 통보 표준 서식

 - MEPC.1/Circ.645 폐기물 이송 시설에 관한 표준 서식    

 - MEPC.1/Circ.671 항만 수용 시설 제공자와 사용자의 우수 사례

7. 항만국 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한 지침 등 검토

사무국은 GISIS의 기존 모듈에 대한 개선사항과 더불어 추가 모듈 개발에 관한 GISIS 모듈 개선안(개선계획은 

미정)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On-line 사용자 매뉴얼 추가 개발 필요

 - 대행기관(RO) 모듈상에서 RO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검사권 위임을 준 국가가 없는 경우 사무국

이 일괄 삭제 필요

 - 연락처 모듈은 주기적으로 최신화 되어야 하며, CSR 및 PSC를 위한 기국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함

 - GISIS에 보고된 PSC 관련 자료는 강제보고요건의 충족여부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하며, 다른 용도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IMO와 PSC MoU간 자료교환협정(data exchange agreements)에 따라야 함

회기간 통신작업반(Intersessional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해 2004 선박평형수(BWM) 관리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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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PSC 검사지침 개발 논의

FSI 22에서 논의예정인 PSC 검사지침 개발종류 확정

* (종류) Hong Kong 협약에 적용받는 선박검사를 위한 검사지침, IGC Code 개정에 따른 PSC 절차개정, ISM Code 관련 PSC

검사지침, 선원 휴식시간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PSC 검사지침

8. "Decision Support Tool" 확대 및 최신화 방안 검토 

말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Tool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모든 MOU로 사용 확대 및 다른 MOU와의 통일된 Tool 

사용과 최신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사무국에 검토 요청

 - (사무국) 차기회기 및 '13.07.02~04 예정인 제6차 PSC MOU 사무국과 정보센터 이사들 간의 워크숍

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KR은 공개 입찰을 통해 EMSA Rulecheck(Paris MOU, 2007년), "Decision Support Tool"(Med MOU, '12.10.10) 개발 

후 인도완료

9. 선박식별번호 부여대상(100톤이상 강재 어선) 확대 

MSC 92차에서 고려토록 보고 예정

* (배경) 결의서 A600(15)상의 선박식별번호의 대상에 어선이 면제된 사항을 개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규정화하여 해양안전, 오염방지 및 보안은 물론 불법어업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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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운항으로 인해 운송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운

송계획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화주에게도 

이득이 되고 있다고 함

 - 1만TEU 컨테이너선이 최적 속도인 20~25 노트 대

신에 18~20 노트로 운항하면 일일 175톤의 연료

유를 절감 할 수 있음

 - 또한, 최저 속도인 15~18 노트로 운항 시 일일 10

톤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화물사고통보시스템(CINS)*에 18개월간 화물관련 사고원

인 분석결과 중량초과가 19%, 화물 누출이 50%를 보임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화주들은 선사로부터 운송을 

거부당할 "위험성이 있음" 

 - 누출사고가 일어난 컨테이너의 1/4은 유럽, 23%는 아

시아-태평양지역에서, 12%는 중국에서 적재됨

* CINS는 2011년 중반 5개 컨테이너사가(Mediterranean Ship-

ping Co, Maersk Line, CMA CGM, Hapag-Lloyd 및 Ever-

green) TT Club과 P&I 클럽 국제그룹과 함께 구축한 시스템임

컨테이너 감속운항, 

화주·선사에 공동이익 제공 (1.7 Lloyds List)

화주, 

선사의 강경한 화물안전위반조치에 직면 (1.11 Lloyds List)

25｜ 국제 해사동향

국제 P&I 그룹이 손실초과 재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여객선의 재보험료율을 다른 선종보다 단연 높은 125% 

이상 인상함

 - 여객선은 톤당 1.3992 달러를 지불하였으나, 2012~2013년 보험갱신에서 톤당 3.1493 달러로 125.1% 

인상됨

* 이번 인상은 주로 Costa Concordia호 손실에서 기인함 (난파제거 425백만불, 벙커제거 25백만불, 여객보상 124백만불, 선원

보상 27백만불, 제3자보상 27백만불 및 기타비용 25백만불)

국제그룹은 올해 재보험시장의 배보상청구와 보험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타 선종의 재보험율도 같이 인상함

 - 건화물선은 작년 톤당 0.3561달러보다 38.8% 인상된 톤당 0.4942달러를 올해 2월20일부터 적용

하게 되며

 - 클린탱커는 16% 인상된 톤당 0.3245 달러를, 더티탱커는 16.12% 인상된 톤당 0.7565 달러를 적용함

올해 여객선 재보험료율 크게 인상 (1.14 Lloyds List)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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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간 경쟁으로 인해 최근 노르웨이 선급(DNV)과 독일 선급

(GL)의 통합을 발표한 가운데, UAE는 중동지역의 해운성장

을 토대로 자체 선급인 Tasneef를 발족함

 - Tasneef는 국영기관으로서 선급기능과 해양 및  

에너지 마켓에서 컨설턴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

Tasneef는 3년내 국제선급협회(IACS) 가입을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올해 지역내 40여척의 신조선 및 현

존선이 입급할 것으로 전망함

핀란드 Viking Line사 소속의 최대 여객선(218m) Viking Grace호가 핀란드 Turku를 출항하여 스웨덴 Stockholm

까지 운항을 시작함

 - Viking Grace호*는 STX 핀란드사의 Turku 조선소

에서 건조되었으며(321백만 달러), 2015 저유황배

출규정에 부합하도록 무유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이중연료 선박임

* Viking Grace호 : 운항속도 22노트, 여객 2,800명, 로리레인 

1,275m, 자동차레인 500m

Viking Line사는 LNG가 일반 벙커유보다 NOx가 낮고 CO  도 

15% 낮은 점을 내세우며,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환경친화형 

선박을 주요 홍보 포인트로 이용하고 있음

 - 초기에는 Tasneef의 성장 파트너로서 이탈리아 선급인 Rina와 이중 선급제도를 유지할 계획임

* UAE는 올해 벌크선 3척 및 유조선 3척을 포함한 선박 15척을 신조하고 있음 

UAE, 선급 Tasneef 발족 (1.15 Lloyds List)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추진 페리선 운항 개시 (1.15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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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Mitsui OSK Lines(MOL)사는 올해 3월~4월 중 처음으로 대형유류운반선(VLCC)에 선박평형수처

리장치를 설치할 계획임

 - MOL사는 작년에 자동차운반선에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했었으며, 2년내 약 499여척의 선박에 

장비를 설치할 계획임

*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은 선종에 따라 2백만 ~ 4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됨

일본선급(NK)은 일본 MOL사가 선박 화물창 내 컨테이너 크기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이 장치는 올 봄 MOL '08년에 건조된 8,100teu급 선박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 이 기술은 MOL과 Mitsubishi Heavy Industries간 공동으로 개발

IMO의 선박평형수협약은 모든 선박이 처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상선대의 35%를 대표하는 기

국이 비준 시 발효됨

* 2012년 12월말 기준 29%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함

협약이 발효되면 약 50,000척 이상의 현존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함

국제해운회의소(ICS)는 다양한 지표에 근거하여 13개 우수 선박등록국을 선정함

 - Liberia, the Marshall Islands,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Japan, the Netherlands, Norway, 

Sweden, UK, the Cayman Islands 및 the Isle of Man

또한, 국제해운회의소는 국제해운연맹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에서 Moldova, Sierra Leone, Bolivia, Cambodia

와 Mongolia가 포함된 현저하게 수준이 낮은 등록국가도 발표함

두 단체는 선주가 등록국가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도록 관련정보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고 있고 있다

고 발표함

 - 이 문서는 파리 및 도쿄 MoU의 White list, 미국 연안경비대의 Qualship 21, 주요 해사협약의 비준, 등

록선박의 선령, 강제보고사항의 준수와 IMO 국제회의 참석 등 18개 기준을 근거로 작성됨

 - 국제해운회의소는 이 일람표가 선주들이 등록국가와 안전, 환경,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근

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일본 MOL사 선박평형수 처리에 앞서 나가 (1.15 Lloyds List)

국제해운회의소(ICS),

13개 우수 선박등록국 선정 (1.17 Lloyds List)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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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공회의서(ICC) 및 국제해사국(IMB)의 최근 세계해적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해적사고는 소말리아 

해적사고의 현저한 감소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보임

 - '12년에는 전년(439척)보다 1/3이 줄어든 297척의 선박이 해적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중 174척에 해적이 

승선, 28척이 피납, 28척이 공격을 당함

 - 국제해사국(IMB)의 해적보고센터에 따른 인질수는 '11년 802명에서 585명으로 27% 감소하였으나, 선원 6

명이 죽고 32명이 부상당함

 - '12년 소말리아 및 아덴만의 해적공격은 전년(237척)보다 68% 감소한 75척의 선박이 공격을 당하였

으며, 피납사고는 '11년 28건에서 14건으로 감소함

최근 아프리카 동서해안이 '12년 150건의 해적사고가 발생, 최악의 우심지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소말리아 

해적은 여전히 위협적임

 - 西 아프리카의 the Gulf of Guinea는 2012년에 5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피납 10건으로 207명

의 선원이 볼모로 잡혀있음

 - '12년 12월 31일 기준, 소말리아 해적은 몸값 협상을 위하여 8척의 선박에 104명, 육상에 23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음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12년 4척의 피납되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09년부터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12년 인도네시아 군도에서는 81건의 도둑사고가 보고되었고 4/4분기에는 30척이 공격을 당함

금년은 쓰레기 해상투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국제쓰레기처리규칙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새

롭게 인지하여야 함

 -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 잔여물의 처리 및 화창 청소수의 투기 제한

 - 선사는 화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할 때에는 선장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선사 신규 폐기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적하물의 상세를 인지하여야 함

 - 기타 오물을 연안수역 및 지정특별구역*에 투기하는 것도 제한

* 지정특별구역 : the North Sea, the Mediterranean, the Baltic Sea, Black Sea, Red Sea and Middle East Gulf, the 

wider Caribbean 및 the Antarctic. 

따라서, 쓰레기처리의 제1수단으로 항만 수용시설(Reception facility)을 이용하고, 선박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선사 및 대리점이 미리 준비하는 하는 것이 필요함

 - 쓰레기의 종류 및 양, 분류저장 여부 등을 항만수용시설 관리자에게 통보 필요

해적사고 최근 5년 중 최저치 기록 (1.17 Lloyds List)

해상쓰레기 투기금지 규정, 올해 전면시행 (1.23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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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는 올해 말까지 영해내 접안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포함률을 규정할 계획. 중국 남부 

지역에서 선박배출가스 통제를 위한 시초가 될 것임

 - 항만내 사용연료에 대하여 사업 분야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검토 중이며,  

올해 4분기 내에 법률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

또한, 홍콩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Pearl River Delta내에 배출통제구역(ECA)을

업계는 선박 시운전결과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

여 왔으며, "시운전 수행과 분석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임

 - 그간 조선소는 신조선 인도 전에 시운전을 해왔으나, 외

부영향과 수정요소로 인해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

점이 있었음

동 지침을 통해 신조선이 계약조건과 성능요건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이 개선되고, 시운전의 정확한 수행과 결과분석을 유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와 조선소간 신조선의 기관출력과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약조건 및 에너지효율화설계지표

(EEDI) 부합여부 확인 

* EEDI가 증명되지 않거나 선형 및 건조년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할 때 까지 그 선박은 사용할 수 없게 됨

 - 선주는 조선소와 계약시 EEDI 적합성을 요구하고 조선소는 시운전결과를 설계단계의 계산을 토대로 도출된 예

상결과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임

이 지침서는 IMO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해양환경위원회는 시운전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논의할 전망임

 - 이 권고안은 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 및 유조선 등 이미 다양한 신조선의 시운전에 이미 적

용됨

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배출통제구역 설정은 연료유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힘

해운업계에서는 유황 5% 연료는 표준 3.5% 벙커유보다 톤당 약 200달러가 비쌀 것으로 추정함

※ Maersk사의 홍콩항 입항통계 기준시 연간 약 1.5백만~2백만 달러가 추가 소요

홍콩정부, 연료유의 황포함률 강제화 계획 (1.28 Lloyds List)

신조선 시운전(sea trials)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조치 추진 (1.28 Lloyds List)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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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MoU 위원회는 안전우수 선사를 조장하고 위험선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새로운 점검정책을 

적용할 계획임

이 정책은 2011년 Paris MoU가 시작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우수선박은 점검을 줄이고 고위험선박은 점

검을 늘리는 것임

 - 고위험부류는 짧은 주기, 일반부류는 정상주기, 우수부류는 긴 주기로 점검

 - Tokyo MoU는 회원국에게 현행 Target factor system의 유사표준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험정도를 식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정책개발은 워킹그룹에서 올해 1/4분기에 완료할 예정임

Paris MoU 보고서에 따르면 동 정책 시행 후 '11년 유럽내 PSC 점검 수는 1/4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점검 선박

의 수는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함 

Tokyo MoU 

새로운 PSC 점검정책 계획 승인 (1.29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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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는 수에즈 운하당국의 통항료 인상(5%)에 대하여 선사들이 통항료

를 수용하기보다 희망봉을 돌아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수에즈운하 통항료는 작년 3월에 3%를 인상한바 있음 

그 이유는 많은 선박들이 비용과 CO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속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봉 항로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으며,

 - 예멘의 치안 불안정과 수에즈운하(홍해 및 아덴만 통과)는 소말

리아 해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 이집트 Isma•lia 및 Port Sa•d 폭동을 포함한 일련의 사고로 안전

운항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기 때문임

ICS는 운하청과 업계간 충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임

 - 운하당국은 이집트가 지난 2년간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를 운하통항료를 통하여 만회해 보려는 의도도 있다

고 알려짐

현존선에 대한 연료효율지수(EVDI)가 해운계 일부에서 비난이 있긴 하지만 많은 기업이 이를 채택하고, 항만당

국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이용하고 있다고 함

 - Intercago 및 국제선급협회(IACS)등은 EVDI가 정확하지 않고 오용될 수 있다고 비난

 - Vancouver항은 EVDI에 근거, A~C 등급의 선박에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음, EVDI가 우수한 선

박은 Silver율(C$0.061, $0.061)을 적용하여 Bronze율(C$0.094)보다 35% 감액됨

* EVDI는 세계 선대의 80% 이상을 선종 및 크기에 따라 A~G 등급으로 구분

EVDI는 용선자가 안전하고 규정에 적합한 선박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 선박의 연료소비 및 배출가스 현황에 대해  Rightship이 IMO의 EEDI를 바탕으로 2년전에 개발함

 - Rightship에 따르면 현재 10개 고객사가 EVDI를 이용하여 매일 대상선박을 고르고 있으며, 연간 4,000여

건에 달한다고 함

국제해운회의소(ICS), 

수에즈운하 통항료 인상비판 (2.5 Lloyds List)

현존선설계지수(EVDI),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활용 (2.5 Lloyds List)

국제해사동향

2

EU는 선박재활용국제협약(홍콩협약)이 발효되기까지 약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유럽등록선대에 대한 

임시조치로써 선박재활용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 EU 등록선은 세계선박 875백 척 중 135백 척(1월초 기준)임. '12년 중 EU선사가 해철한 선복량은 세계 

해철량(총톤수 35.5백만톤) 1/3이상임

* 작년 해철을 위해 매각한 56.2백만 중량톤수의 72%는 인도,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으로, 20%는 중국으로, 나머지 부분은 터키

로 넘어감

 - EU 규정은 선사가 위험물질목록을 비치하고 유지해야 하는 등 홍콩협약과 일정부분 일치하지만, 추가조치로써 

해철 조선소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오직 승인된 설비만을 이용해야 함

* EU 등록선박은 협약에 따라 개발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절차를 가진 시설에서 해체되어야 함

그러나 ICS는 EU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재활용국제협약(홍콩협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

함

 - IMO 협약은 주로 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박재활용조선소의 환경과 근로조건을 다루기 위하여 채택되

었지만, EU 규정이 계속 추진된다면 IMO 협약의 발효가 어려울 수 있으며, 

 - 홍콩협약이 개도국의 해철 조선소의 작업자를 돕지 못하게 됨

또한, ICS는 EU가 유럽 선박재활용시설을 위한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홍콩국제협약의 수락국인 EU 회원국정

부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작업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유럽연합(EU), 선박재활용규정 제정 검토 (2.7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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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는 배출가스를 감시·보고·확인하는 국제적 시스템이 시장기반 조치(MBM) 추가 또는 현존선에 대한 에너지

지수측정의 강제화로 확대되지 않는 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밝힘

 - 최근 미국, EC 및 몇몇 국가들이 선박의 CO  배출에 관한 국제규정에 강제적인 감시·보고·확인시스템을 설

치하는 것을 제안함

 - 특히, 미국이 연료유 공급요청서의 주 기능을 인지하고 고가의 실현불가능한 배출감시장치의 탑재제안 

보류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EU지역 배출거래제를 포함한 지역차원의 자체적 시장기반 조치 개발의 잠정중단을 환영한다고 

하였음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지지 (2.7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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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Canary Islands(The island La Palma)의 산타 크루즈항에 입항한 크루즈선(Thomson Majesty)

에서 구명정 훈련 중 5명이 사망

 - 총 8명의 선원이 구명정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정갑판의 높이에서 수면까지 강하 후 끌어올리는 중에 사

고가 발생함(인도네시아인 3명, 필리핀인 1명 및 가나인 1명이 사망)

구명정은 탑재정원 150명, 무게가 12톤으로 일반 화물선의 것 보다 커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

여줌('11년 1월 Holland America사 크루즈선도 구명정 훈련 중 케이블 절단으로 1명 사망)

IMO는 '11년 4월 구명정 이탈장치(lifeboat release hook mechanisms)에 관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을 개정한 바 있음

 - 선주는 선박에 안전이탈장치를 설치하고, 신 구명 

설비규정(the Life Saving Appliances code)에 

적합하지 않는 현존 설비는 2019년 1월까지 교체 

해야 함

 - IMO는 또한 과도기중 적용할 추락방지장치용 백업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장치는 후크고장 발생 시 구명정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브라질 이민국은 선원신분증명서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5/2003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

* ILO 185/2003 협약에서는 선원이 기국국적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더 이상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브라질 '10년 

1월 ILO 협약 185/2003을 비준, 이전 108/1958협약 비준을 폐기.

중앙 이민당국은 ILO 185/2003협약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이전 108/1959협약이 시행되고 있다는 

견해이나, Rio de Janeiro 지방당국은 185/2003 협약의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

 - Rio de Janeiro는 선원신분증명서가 108/1958 협약에 부합하고 선원이 실제 브라질 영해 내에서 하선하

지 않더라도, 185/2003 협약에 맞지 않으면 선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8일내에 브라질을 떠날 것을 요구

하는 추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구명정훈련 중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조사 (2.12 Lloyds List)

브라질 중앙/지방 정부,  

선원신분증명서에 대한 상반된 해석 적용 (2.13 Lloyds List)

2

북극위원회에 특별 observer인 중국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북극자원 이용회의에 참석자격이 부여되는 

영구 옵저버가 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짐(에너지와 광물자원 확보 목적)

* 북극위원회는 북극환경유지와 토착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기업활동을 허용

중국은 그린랜드에 철광석 개발을 위해 Sichuan Xinye Mining Investment社, 구리발굴을 위하여 Jiangxi Union 

Mining社를 설립

 - 캐나다에 작년 British Colombia에서 the Groundbirch shale gas project 주식을 매입하고, 캐나다 서부에

서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the Shell LNG project를 사들임

 - Svalbard에서 북극 Yellow River 연구센터 운영을 허가받았음

중국, 북극항로에 상업적 영향력 확대 (2.14 Lloyds List)



34『해사안전소식』봄호

국제해사소식

선진국들은 UN의 CO  감축논의에 대한 Brics의 저지 움직임을 비난하며, 모든 국가가 CO  감축 등을 위한 

비용부담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

IMO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료효율화 설계지수(EEDI) 및 선박연료 효율화계획(SEEMP) 2가지 강제규정

의 채택에는 성공했으나, 승인까지는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과 기타 브릭스 국가 의견을 수용하여,  EEDI를 도입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중 개발도상국가는 5년 동안 적용을 유보하는 개정안

은 채택되었음

브릭스(Brics), CO   논의 저지 움직임 (2.14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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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연맹(ISF)은 여러 협약(ILO 협약 185·108, IMO FAL 협약)에서 선원의 입국권에 대한 원칙이 명

시되어 있음에도 많은 항만국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 개최되는 IMO 간소화위원회에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에 대한 연맹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선원입국에 따른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EU의 센겐조약* 지역. 브라질, 싱가포르, 남아공 등

이라고 함

* 센겐조약 : 국경 통제를 풀고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국가들 간의 협의

*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amended) : 국제항

해 취항선의 입·출항에 관한 서류 및 수속절차 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 규정. 채택일/발효일 : '65. 4. 9 / '67. 3. 5 

연맹은 입국비자를 요구하는 항만국에게 선원이 항구도착 즉시 또는 직전에 비자신청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특히,

 - 부정기 선박승선 선원은 미리 비자를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위 요구가 수락되면 비자번호 추가제

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겠다고 제시함

국제해운연맹(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  

미국 등 일부국가의 선원의 무비자 입국제한 철회요청
(2.19 Lloyds List)

카디프 대학은 영국과 유럽 지역 내 입항선박의 연료유 배송장과 기름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유황 함유량과 공급자의 이

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발표하면서, 

연료유 배송장이 강제 비치서류이고 향후 CO  배출량 조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IMO가 이를 국제해사영어로 

명확하게 기재한 전자문서로 작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함

또한, 선박이 항만 입출항시 규정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육상에 관측기기(탱크 샘플링)를 설치할 것을 제안

카디프 대학, 유황배출 규제 필요성 강조 (2.21 Lloyds List)

2 2

2

2 

대테러임무(Operation Active Endeavour)

를 지휘하던 나토의 해사지휘본부(나폴리)가 폐지,  

런던(Northwood)에 있는 연합해상지휘본부로 통합됨

* Active Endeavour는 대테러 활동 확대에 관한 워싱턴 조

약 제5조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 Endeavour's  

surveillance operation은 선박, 항공기, 잠수함을 파견하고 

여러 非나토 국가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함

* 나폴리 본부는 '01.10.26 부터 임무를 시작. 9.11 테러 이후  

지중해 동부에서 군사작전 수행. 현재는 지중해 전체에 걸친 

해상활동까지 확대됨

나토는 '10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지휘체계 및 기구를 재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나폴리 본부폐쇄는 이 

결정의 일환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해상지휘권 영국으로 통합 (2.25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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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은행은 고부가·첨단기술 선박 건조지원을 위하여 선박금융 목표를 40%이상 증액('12년 21억

달러 → '13년 30억달러)하기로 함

 - 중국의 선박금융은 '09-'11년 18억-19억달러 수준. 이 수치에는 조선소, 항만 및 물류기업에 대한 직접투

자는 포함되지 않음

중국 수출입은행은 상선, 해양플랜트 및 에너지설비 건조에 초점을 맞춘 선박금융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초대형 컨선, 가스운반선, 해양플랜트 지원선, 연료효율선을 발주하는 선사를 지원

* 지난 12월 중국수출입은행은 Cosco Nantong 조선소에서 2기의 잭업리그와 2척의 지원부선을 건조하는 440백만달러 프로

젝트에 308백만달러를 지원함

* * 중국수출입은행 상하이점은 올해 상하이 주재 선사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500백만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음

중국수출입은행(Cexim), 

2013년 선박금융 확대예정 (2.26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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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선박 해철량이 59백만 중량톤으로 80년

대 중반 최고 기록인 44백만 중량톤(DWT)을 

상회하였음 

 - 해운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9년 이래 

4년간 해철된 누계톤수는 166백만  

중량톤. 2009년이전 10년간 해철된 양

과 거의 유사함

 - 2012년에 해철된 산적화물선 37백만 

중량톤은 2009년에 해철된 모든 선종의 

중량톤수 합계인 36백만 톤보다 큼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쉘(Shell)과 같은 에너지 회사를 목표로 

해적공격이 늘고 있으며, 도로나 해상에서 이동 중인 작업자에 

대한 공격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지역주민은 에너지 회사가 지역에 배분 해주는 유류수입 

지분(現 13%)을 더 높여 줄 것을 요구. 이것이 현지 작업자 신

변을 위협

Lloyd 공동화물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에 따르

면 해적사고가 베닌만(Gulf of Benin)에서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의 아비잔항(Abidjan)까지 확대되고 있

다고 함

 - 탱커선의 피납이 가장 우려되며, 특히 나이지리아 해적은 기름강탈이 목적으로 암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

려짐

인도양 세이셀에 개소한 해적조사정보조정센터(The Regional Anti-Piracy Prosecution & Intelligence Co-or-

dination Centre)가 개소

* '12년『소말리아에 관한 런던 컨퍼런스』에서 영국이 센터 건설비 550천파운드(827천 달러)를 기부.

2012년 선박 해철량 최고기록 경신 (2.28 Lloyds List)

西 아프리카 해적출몰 증가 (3.4 Lloyds List)

인도양 세이셀 제도에 지역해적대응센터 개소 (3.5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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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수중건설로봇 본격 개발 착수로 심해 해양개발 앞당긴다

12년도 항만 '컨'물동량, 역대 최고인 22,497천TEU 처리

심판원,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 2곳 선정

국토부, 아시아퍼시픽 23호·24호 선박투자회사 인가

제3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을 상세히 조명한다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 무료변론시대! 순항 중~ 

세계 80조원 선박평형수 처리시장 선점 기반 마련 

우리나라 해상안전의 핵심 '해상교통관제(VTS) 백서' 발간 

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국내 해사동향

Maritime Safety News

39｜ 국내 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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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해양 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과 기반기술력 확보

정부는 2013년 연구개발사업으로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이하 "수중건설로

봇사업")을 추진한다.

수중건설로봇이 개발될 경우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심해 수중 작업을 로봇이 수행함에 따라 해

양작업 범위가 확대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외장비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동 사업은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성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

아 통과한 사업으로, 1단계로 2018년까지 총 8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며, 금년도에 국비 

2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수중건설로봇사업은 ROV*기반 로봇과 트랙기반 로봇 등 2종의 로봇 연구개발과 성능평가 시험을 위

한 수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s) : 원격조정 로봇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수중건설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중건설 관련 장비의 

100% 해외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구조물 및 수중건설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해양플랜트 건

설 등 해양개발 수요가 연안에서 대수심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수중 시공현장의 위험성 및 유인공사의 한

계 등을 감안 수중건설장비 국산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수중건설로봇 기술은 해양개발 및 미래 해양개척의 핵심요소기술로,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수중건설장비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기

술의 종속화를 벗어나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중건설로봇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월 10일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

며, 향후 개발이 완료될 경우 5년간 해외 임대료 2,000억원 절감 및 6,100억원의 핵심부품 국내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중건설로봇 
본격 개발 착수로 심해 해양개발 앞당긴다

>>

해사안전정책동향

41｜ 국내 해사동향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1

◆ 사업목적

고위험의 수중작업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양구조물 시공 수요에 선

제적 대응 필요

* 해상교량, 해양풍력발전소, 해저터널 등 해양개발을 위한 세계 해양 구조물 건설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시공 장비의 

자립도는 0%로 장비 사용의 100% 해외 임대 실정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2018(3단계 6년)

총사업비 : 850억원 (국고 513억, 지방비 180억, 민자 157억) 

* 2013계획 : 55억원(국비20, 지방비·민자 미정)

사업내용 : 수중건설로봇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단계

 - 1단계(2013~2014) : 기반 구축, 장비 도입 및 기반기술 개발

 - 2단계(2015~2016) : 수중시공로봇 시스템 개발

 - 3단계(2017~2018) : 시험평가 및 실해역 테스트

☞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에 중점 추진과제로 반영

◆ 기대효과

해양구조물 시공장비 수요 충족 및 시공비용 절감, 해외 사업수주에 경쟁력 확보 및 해양인프라 구축 등 해

양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 해양플랜트 분야 2025년 시장규모는 약 103조원, 해외 임대료 2,000억원 절감 및 핵심부품 국내수입 대체 효과 

6,100억원 전망

세부

사업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억원) 850.0 513.0 179.7 157.3

기술개발 수중건설로봇 개발 670.3 513.0 - 157.3

기반구축
시험평가 및 실해역  

테스트 인프라 구축
179.7 - 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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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이후 2년 연속 2,000만TEU 이상 달성
부산항 환적, 810만TEU 처리로 세계 2위 유지 예상

정부는 2012년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추정)이 2011년(21,611천TEU)보다 886천TEU(4.1%) 증

가한 22,497천TEU를 기록하여 2011년에 처음으로 2천만TEU 돌파 이후 2년 연속 2천만TEU를 달

성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중국 경제성장율 둔화, 내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여건의 악화에도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 광양항 활성화에 따른 결과이다. 

수출입화물(13,664천TEU)과 환적화물(8,450천TEU)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 1.9%, 9.5% 증가하였

으나, 연안화물(468천TEU)은 내수 경기 침체에 따라 19.8%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물동량은 2011년에 비해 5.2% 증가한 17,031천TEU를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선사의 부산항 거점 환적 물량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2년도 항만 '컨'물동량, 
역대 최고인 22,497천TEU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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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활용 전·후의 개념도(해저파이프라인 관련 예시)>

현재 기술개발 후

시뮬레이션 및 운용

시공관리로봇

해저지반조성로봇

해저계통연계시공로봇

해저계통연계시공로봇

영국 CTC Marine社

해저지반조성로봇

프랑스 Nexans社

구 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누계

합계

(증가율)

1,791 

(6.0)

1,646

(12.6)

1,966

(3.9)

1,936

(4.7)

2,018

(8.1)

1,867

(4.6)

1,914

(0.8)

1,744

(▲3.2)

1,903

(8.1)

1,902

(0.2)

1,888

(3.5)

1,894

(0.7)

22,497

(4.1)

수출입

(증가율)

1,051

(▲2.0)

1,038

(10.8)

1,187

(▲1.8)

1,150

(▲1.7)

1,202

(4.1)

1,140

(3.7)

1,189

(1.9)

1,060

(▲1.8)

1,169

(6.9)

1,145

(▲2.6)

1,152

(4.0)

1,158

(0.8)

13,664

(1.9)

환적

(증가율)

692

(21.3)

539

(14.2)

738

(14.2)

750

(17.0)

786

(17.1)

703

(9.3)

698

(13.1)

663

(▲3.1)

709

(12.2)

722

(5.7)

709

(5.7)

703

(3.2)

8,450

(9.5)

연안

(증가율)

48

(0.1)

38

(46.0)

41

(9.9)

36

(▲6.3)

30

(▲27.6)

23

(▲44.7)

26

(▲10.0)

21

(▲44.5)

24

(▲28.9)

35

(▲13.2)

28

(▲39.8)

33

(▲36.1)

384

(▲19.8)

< '12년 월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전년 동월대비) >

(단위 : 천T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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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마린서비스·한진SM, '13년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수
수료 10% 감면

부산항 환적물동량은 2011년(7,352천TEU)보다 10.2%(748TEU) 증가한 8,100천TEU를 처리하여 

세계 2위 환적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양항은 배후권역 주요 화주의 수입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2,085천TEU)에 비해 2.8% 증가한 

2,144천TEU처리 하여 개장 이후 3년 연속 200만TEU를 달성, 국내외 선·화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천항은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물동량 감소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1,970천TEU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000천TEU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12년 12월 전국 항만물동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0.7% 증가한 1,894천TEU를 기록하였으

며, 환적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703천TEU를 처리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입 증가세는 둔화('10년, 19.1% → '11년, 8.0% → '12년, 

4.1%)되었으나, 부산항 환적화물(10.2%) 증가의 영향으로 2년 연속 2천만TEU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

두게 되었으며,

2013년에도 피더항로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해 고

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하는 선진형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선박의 사고 잠재요인 및 교훈 사례를 식별함으로써 해양사

고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증진하고자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

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2년 우수 선사로 STX마린서비스 및 한진SM 2곳을 선정했다고 밝

혔다.

* 준해양사고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

우수 선사로 선정된 STX마린서비스와 한진SM은 1년간 한국선급(KR)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체제 인증심사의 수수료 10% 감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해사안전법」에 따라 사업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사고 조사협약(발효: 2010년 1월)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동 제도 활성화 차원 

에서 우수 선사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선박·선

사 등에서 통보한 준해양사고 중에서 교

훈 및 시사성이 있는 사례를 매 분기별로 

선정·공포하고 있으며, 매년 초 동 사례들을 

모아 선원들이 알기 쉽도록 삽화 형태의 교훈책자("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를 발간하고 있다.

심판원,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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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 제1편

통보방법 통보처 비고

공문서 송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FAX : 044-201-5691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게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홈페이지 주소 : www.kmst.go.kr

(참여바다-준해양사고 통보게시판)

이메일 송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luis66@korea.kr

우편 송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

원 조사관실(607호) 준해양사고 접수담당자 앞(우 339-012)

< 준해양사고 통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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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호 선박펀드, 18만톤·28만톤급 중고선 각 1척 매입

정부는 민간 선박펀드인 '아시아퍼시픽23호', '아시아퍼시픽24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임대)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

으로,지난 '04년 첫 펀드 출시 후 금번까지 총 135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9.1조원의 선박금융을 조

성, 193척의 선박을 확보한 바 있다.  

금번 인가된 아시아퍼시픽 23·24호는 금융기관(수출입은행) 차입과 기관투자자 투자 모집, 선사 자담 

등을 통해 펀드 재원을 조달, 펀드별로 각각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여 폴라리스쉬핑(주)에 소유권

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 5년간 대선하고, 

* 벌크선 : 곡물, 철광석, 석탄 등 비포장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 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사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HP)의 계약방식

폴라리스쉬핑은 대선한 선박을 대형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하여 펀드 관련 차입 원리금 및 배당 등

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아시아퍼시픽 23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약 198억원을 조성하여 18만톤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

하게 된다. 

선박은 폴라리스쉬핑(주)에 대선되어 폴라리스쉬핑과 포스코(주)간 2년 장기화물운송계약(1년 연장 가

능)에 투입될 예정으로, 선가의 15%를 폴라리스쉬핑에서 자담하고 차입 및 투자금은 용선기간 중 지속 

상환할 예정이므로 용선계약의 예기치 못한 파기 또는 선가 하락시를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폴라리스쉬핑 선가 15% 자담, 용선기간 중 대출 및 투자금을 지속 상환 

⇒ 용선계약 중도 파기시 펀드가 선박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회수부담 낮음

아시아퍼시픽 24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약 517억원을 조성하여 28만톤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

하게 된다. 

선박은 폴라리스쉬핑(주)에 대선되어 폴라리스쉬핑과 Vale社(브라질 채광기업)간 10년 장기화물운송계

약에 투입될 예정이며, 폴라리스쉬핑과 용선계약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파기될 때에도 펀드 금융기관

에서 대체선사를 지정하여 상기 장기운송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퍼시픽 23호·24호 선박펀드는 KSF선박금융(주)이 운용한다.

정부는 해운시황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現 시점에서 선박펀드가 국적선사 선박 저점 매입을 지원하여 

선순환 투자 및 해운산업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침체 장기화 등에 대

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선박금융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아시아퍼시픽 23호·24호 선박투자회사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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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별 상세 구조 >>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1

◆ 선박투자회사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사에 빌려줌

으로써 발생되는 대선료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

◆ 선박투자회사제 도입 배경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국적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해운산업의 성장기

반 붕괴 우려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박금융 역량 확보가 절실

◆ 도입 및 운영 현황

시중 유동자금을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 도입('02.5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 독일(KG), 노르웨이(KS) 등에서는 '60년대부터 선박전용펀드 활성화

'04년 첫 펀드 출시 이후 총 135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9.1조원의 선박금융(선가기준)을 조성, 193척

의 선박을 확보('13년 1월 14일 기준)

*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제도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도

선박

투자

회사

펀드 모집(20~30%)

담보 대출(60~70%)

선사 자담(10%)

선박

매입

선박

대여

용선료

수취

배당 및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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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 효과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선박확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 '04년 이후 국적선대 급증 : '03년 420척 → '12년 1,034척(세계 5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선산업과 선박 매매·관리업 등 해운 연관산업을 활

성화

◆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체계

선박투자회사 : 주식발행과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대선-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

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적인 선박의 소유주(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인가제 규정)

* 법 제24조, 상기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선박운항회사 : 실질적 선박의 수요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 지급 및 만기시 잔금을 상환하고 소유권

을 인수(BBCHP조건시) 하는 해운회사

선박운용회사 :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금융선 확보, 매입, 대선, 매

각 등의 업무에 관한 처리를 대행하는 회사(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허가제 규정)

 - 선박관리회사 : 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박 유지보

수, 선원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

 - 자산보관회사 : 선박운용회사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다른 제3의 금융기

관에 자산보관을 위탁시킴

직접
효과

선박펀드로 
선박 확보

간접
효과

대체 금융
수단 제공

선박투자

회사제도

도입('02)

자금여력이 부족한 선
사에 자기자금 제공

1척 자금으로  
2~3척 건조 가능

운영비용 절감으로 경
쟁력 강화

선대확충 
촉진

금융비용 
절감

국적선사의  
금융협상력 제고

투자자(개인, 기관)

배당투자

대행선박

대출

대선

보관

관리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대선료상환

선가

선박투자회사 (선박전용 Fund)

선박운용회사
조선소(건조)/

선주(매입)

금융기관
자산

보관회사선박운항회사
(선사)

선박
관리회사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2

◆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13년 1월 14일 현재, 선가기준)

* 민간펀드(95개):해경(7개, 34척, 9,900억원)과 캠코(33개, 33척, 1조700억원) 펀드 제외

* 現在 펀드(112개) :해산 17개사(탱커9, 벌커5, 컨선2, 기타1), 실효 6개사(벌커 19척)제외

◆ 해운업 위기 이후 선박투자회사 인가 실적

해운불황 발생후 '09.1~'13.01.14일간 정부가 인가한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모두 62개이나,

 - 이중 33개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구조조정 선박펀드(캠코글로벌 1~33호), 3개는 해경함정 신조용 

펀드(거북선 5, 6, 7호)로서 순수 민간시장의 선박거래를 위한 펀드는 26개이며,

 - 민간펀드 26개 중 5개(동북아41, 바다로13, 한바다5, 아시아23·24호)는 각각  

5,500TEU(2척)·6.7천(1척)·9.3만(1척)·18만(1척)·28만(1척)톤급 중고선펀드이고, 

21개(바다로 14~20호, 한바다 2호, 아시아 16·17·20·21호, 동북아37~39호,  

하이골드오션 2·3·7·8·9·11호)는 1.3만TEU(5척)·4,532TEU(1척)·32만(4척)· 

18만(4척)·8.2만(8척)·6.4만(2척)·5.7만(12척)·3.7만(4척)·3.25만(2척)톤급 신조선 펀드 

◆ 구조조정 선박펀드 인가 현황

(구조조정 선박펀드)해운업 위기에 대응하여 국적선대의 지나친 위축과 이에 따른 국내 해운업 경쟁력 약화

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캠코에서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펀드를 조성, 국내 선사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을 

매입

(인가실적)33개 펀드 인가(1조700억원 규모, 기금 4,700억원 포함)

(정책성과)동 펀드들은 선박을 '국적선사에 재매각'하는 조건으로 '시가 매입'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적

선박이 해외로 헐값 대량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구 분 합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1

펀드수 135 17 17 15 13 11 21 18 12 9 2

민간 95 17 17 14 11 10 1 8 6 9 2

펀드규모 91,060 9,598 11,152 6,360 10,505 12,970 7,574 9,597 6,786 15,803 715

민간 71,725 9,598 11,152 4,920 8,250 10,642 75 5,773 4,797 15,803 715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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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원유수송로 확보와 양국 운항 선박의 안전성 강화 등 협력

정부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안전한 해상물류 수송로 확보로 

국적선사의 해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3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1월 24일 싱가포르에

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해적피해 방지와 선박통항안전 증진,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항만국통제 협력 

등을 통하여 양국 정부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사업 지

원과 글로벌 녹색해운 실현 등을 위한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중동 지역을 잇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 및 수·

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을 운송하고 있는 전략적 해상통항로로서 이번 싱가포르와의 협력 회의를 통해서 

국적선사의 안전한 해상운송 및 해운경쟁력 강화와 양국간 해상물류 네트워크도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양국의 항만국통제 협력활동이 해양사고 예방와 해양환경 보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 상

호 공감대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선박점검결과 공유와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싱 해사안전정책에 관한 양자회의는 지난 2010년에 양국간 해사안전협력을 위한 상호 

MOU를 체결한 이후 올 해로 세 번째를 맞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석대표 

(해사안전정책관)를 초청하여 언론 인터뷰와 아시아 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방문하는 행사도 병행하였다.

제3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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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싱가포르 해협 개요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개요

1

2

◆ 해협의 특징

유럽과 동아시아간 교역항로이며,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원유수송로

해협의 길이 : 약 963Km / 폭 : 20~370Km(지정항로폭 : 약 2.5Km)

저수심, 해저지형의 불규칙, 항로폭의 협소 및 조류변화로 선박 항해여건이 열악하며 선박통항 밀집도가 높

아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음

동 항로 폐쇄로 우회항로 이용시 1,000마일(3일 항해거리) 추가소요

* 아국 원유 수입량의 90% 및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 통과

◆ 목 적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에는 시정 전까지 출항정지(경미한 결함은 조건부 시정조치)

◆ 시행근거

(국제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만제흘수선협약(ILL) 등

(국내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등

◆ 운영현황

(국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각 지역별 협의체 구축 권장

* 유럽, 아·태, 인도양 등 세계적으로 9개 지역협력기구 운영 중

(아·태) '94년 1월 아·태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 MoU) 수락 후 본격적인 항만국통제 실시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 

(국내) '86년 9월 부산·인천항에서 처음 시행, '88년 9월 전체 무역항으로 확대 (11개 지방청에 전담요원 35

명 근무 중)

* 아국 PSC 점검 선박(척) : 3,045('10) → 3,123('11) → 2,921('12)

◆ 해협 통항량('10년기준/100톤 이상)

예선 등 항내 운항선박을 포함하여, 연간 통항량은 606,911척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연간 93,755척(매일 257척)

 - 전체 통항선박 중 유조선 37%, 컨테이너선 32%, 산적화물선 16%

국가별 이용 현황(선주국적 기준)

순위 국적 척수 비율 순위 국적 척수 비율

1 일본 14,198 15.1 6 중국 4,956 5.3

2 싱가포르 12,323 13.1 7 대만 3,866 4.1

3 독일 9,199 9.8 8 말레이시아 3,555 3.8

4 그리스 7,761 8.3 9 대한민국 2,945 3.1

5 인도네시아 5,448 5.8 10 태국 2,94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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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역 측량·지도제작 기본계획 확정…빙하변화도·유빙정보 등 제공

정부는 올해부터 남·북극 지역에 대한 환경·자원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한 남극 위주의 공간정보(측량, 지도제작 등) 구축사업을 

북극까지 확대하는 제2차 극지역 공간정보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으면서 북극해 연안 국가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은 북극해 지역

의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 가능성과 유럽과 아시아간의 북극 신항로 개설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중국, 일본 등에서는 북극권의 지하자원 개발 등 국익 확보를 위하여 북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

축하여 연구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북극지역 공간정보 구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북극권 개발 등의 기초자료인 지도, 빙하변화도, 유빙정보 제공체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

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금년 중에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부터 북극지역 공간정

보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 연구용역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북극해 주변 빙하변화도 등 지도 제작 방법, 북극해 연안 국가 및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 극지역 지도집에 포함될 콘텐츠 구성 및 기초자료 수집과 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극 측량 및 지도제작에 이어 북극 지역까지 독자적인 공간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지구환경변화에 대비

한 남·북극 극지역의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 분야의 기초 자료로 제공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극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남극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09년부터 남극 측량 및 

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2년까지 세종기지 주변 한라봉 등 우리지명 27개를 제정하여 남극과학연구위원회의 남극지명사전에 

등록, 세종과학기지(측량기준점 56점, 지도 42도엽) 및 장보고과학기지(측량기준점 3점, 지도 51도엽) 

지도제작, 해안선 변화지도, 그림지도 등 제작을 통하여 남극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의 기초는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남극의 동식물분포조사, 광물조사, 아라온호 위치정보 서비스, 과학기지 건설, 남극대륙 활주

로 건설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11년 9월부터 남극지리정보포털(http://nps.ngii.go.kr)에서 

남극현황·지리정보, 측량정보, 남극 3D지도 보기 등을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남극 지역에서 축적된 측량 및 지도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장보고 

기지를 포함한 남극대륙은 공간정보를 확대구축하고 북극 지역은 새로이 공간정보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외에 남·북극지역의 지도제작 등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극지역 지도집(Atlas) 

간행, 1m급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장보고기지 주변 지도 확대,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등을 제작하고, 

남극 평균해수면의 결정과 해수면의 변화량 등을 지속적 축적·제공하기 위한 조위관측동 건설과, GPS 

위성기준점을 국제기구(IGS)에 등록하여 국제사회 기여 및 정밀 측지측량을 통한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인프라를 확보하며,

* IGS(International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Service) : 전 세계 정밀 GPS 보정량을 제공하는 

국제기구 

남·북극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DB구축 확대·갱신, 남극과학기지 3차원 모델링 서비스, 현재 국문으로

만 제작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를 영문화 하여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 기여 등을 대외적 홍보 및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정보정책관은 "북극지역은 '13년 기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간정보를 본격  

구축하고, 남극지역은 장보고과학기지 준공('14년 3월)에 발맞춰 남극대륙의 지도제작범위를  

더 넓히며, 우리나라 고유지명 발굴 및 부여를 대폭 확대하여 남·북극 활동영역 확보 및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을 
상세히 조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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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 일반현황 및 특징1

◆ 지구상 양극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청정환경공간(북극해 약 1,200만㎢,  남극대륙 약 1,360만㎢) 

    으로서, 기권/지권/수권/생물권/빙권의 환경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지구 전체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또 하나의 소지구적 영역임

◆ 극지는, 관련 조약에 의거해 과학연구를 통해서만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54 『해사안전소식』봄호

해사안전정책동향

55｜ 국내 해사동향

남극 측량 및 지도제작 추진성과2

◆ 남·북극 일반현황 및 특징

◆ 남극기지(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지도제작 위치

◆ 남극지명 제정현황(세종과학기지 주변, '11년, '12년)

〈세종기지〉 〈남극전도> 〈장보고기지>

 < 남극 >

남극권은 남위 66.5°이남

남극해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륙(한반도의 60배)

빙하 평균 두께 2,160m

평균 기온 -16 ~6°

영유권 동결, 남극조약

 < 북극 >

북극권은 66.5°이북

유라시아와 북미대륙으로 둘러 싸인 거대한 바다

(지중해의 4배)

바다 중심 얼음 두께 2~3m

평균 기온 -40 ~0°

5개연안국, 유엔해양법

구 분 사업내용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지도제작

1/1,000 지형도 2도엽 2도엽

1/5,000 지형도 19도엽 12도엽

1/25,000 지형도 20도엽 13도엽

입체그림지도 1점 -

남극전도 제작 1식

해안선변화지도 - 12도엽

빙하변화지도 - 12도엽

측지측량

통합기준점 설치 1점

GPS 위성기준점 설치 1점

GPS 기준점 측량 3점(중복측량 8회) 3점(지도기준점)

중력측량 50점 -

간이 조석계 설치 1점 -

지명등록 기지 주변 고유지명 부여 27개 -

GIS시스템 DB 구축 1식

No 지 명 No 지 명 No 지 명

1 백두봉(Baekdu Hill) 10 발해봉(Balhae Hill) 19 촛대바위(Chotdae Rock)

2 세종봉(Sejong Hill) 11 아리랑봉(Arirang Hill) 20 아라온계곡(Araon Valley)

3 전재규봉(Jeonjaegyu Hill) 12 가야봉(Gaya Hill) 21 해운대해빈(Haeundae Beach)

4 고구려봉(Goguryeo Hill) 13 나비봉(Nabi Hill) 22 나래절벽(Narae Cliff)

5 백제봉(Baekje Hill) 14 화석봉(Hwaseok Hill) 23 대왕여(礖)(Daewang rock)

6 신라봉(Silla Hill) 15 세종곶(Sejong Cape) 24
우이동계곡 

(Uidong Valley)('12)

7 세석평원(Seseok Flat)('12) 16
미리내빙하 

(Mirinae Glacier)('12)
25 삼각봉(Samgak Peak)('12)

8
아우라지계곡 

(Auraji Valley)('12)
17 마포항(Mapo Harbour)('12) 26

울산바위봉 

(Ulsanbawi Peak)('12)

9 부리곶(Buri Cape)('12) 18 반달곶(Bandal Cape)('12) 27 인수봉(Insubong Hil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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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84명 선정, 국민권익 보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국선 심

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1월 31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금년 1월 23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52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 활동을 희망하는 84명 전원을 선정하였다.

이 제도는 해양사고 관련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 당사자가 해양사고 심판과정

에서 국선 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초기년도인  

지난해에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175건이며 이 중 변론인 선임 건수는 총 50건(국

선 30건, 민선 20건)으로 28%의 수준이었

다.  

이는 본 제도가 도입되기 전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가 연평균 200여  

건에 변론인 선임 30건으로 15% 수준인 것 

보다 훨씬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가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가 활성화되면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

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 무료변론시대!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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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개요1

◆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작성

(목적)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심판에서 명확

한 원인 규명 제고

(명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심판변론인(352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의사에 

따라 예정자 명부 작성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선정)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국선심판변론

인 선정(법 제30조)

 - (직권)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

우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해양사고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 (청구)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운영) 해양사고관련자의 빈곤,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수당) 국선 심판변론인이 변론을 한 때는 1일 수당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출석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매 1회마다 2분의 1에 해당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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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 사멸능력 육상시험설비 준공…조선업 경쟁력 강화 기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 80조원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선박평

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바닷물로서 주입·배출 과정

에서 외래 유해수중생물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해

양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2004년 2월 13일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협약 발효를 

앞두고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2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서 수중생물의 사멸 능력을 

시험하는 정부공인 육상시험설비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육상시험설비는 선박평형수(선박에 싣는 물) 처리장치(유해 수중생물을 사멸하는 장치)의 수중 생물 사

멸 처리능력과 환경위해물질의 발생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육상시험은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의 자체 시설에서 시험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공인 육상시험설비를 완공함에 따라 14개 선박평형수 개발업체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 처리장치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이러한 육상시험시설 운영과 함께 차세대 선박평형수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경우 전세계 약 80조의 국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준공식에서 육상시험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해사기구의 생물시험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미국의 독자적인 형식승인을 시험·검증하는 평가 설비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

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함에 따라 2004년 2월 13일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 80조원 선박평형수 처리시장 선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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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란 ?1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란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空船)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내의 평형수 탱크

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바닷물

◆ 선박평형수 주입·배출에 따른 유해수중생물의 이동설명

(1) 하역시 : 평형수 주입(유해수중생물 유입) (2) 하역완료시 : 평형수 주입완료

(3) 적하시 : 평형수 배출

     (살아남은 유해수중생물 배출)
(4) 적하완료시 : 평형수 배출완료

discharging
cargo

Loading ballast water

Discharging ballast water

Ballast tanks full

Ballast tanks empty

① At source port

③ At destination port

② During voyage

④ During voyage

loading
cargo

Cargo hold
full

Cargo hold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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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제도 선박평형수로 이동하는 주요 해양생물(IMO선정)2 3

◆ 형식승인 시험기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평형수 배출기준의 충족 여부, 선원·환경 안전성 여부 및 선박탑재 적합 여부 등을 

검토

적합성시험, 육상시험, 선상시험 및 환경시험 등을 통하여 시험기준에 합격하여야 선박에 탑재 가능

*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IMO 승인(기본·최종)이 필요 

◆ 형식승인시험 절차

⇒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IMO 승인(기본·최종)이 필요

활성물질 

사용  

시스템

활성물질 

비사용  

시스템

시험실시험
적합성

시험,  

환경시험

적합성

시험,  

환경시험

육상

시험

육상

시험

선상

시험

선상

시험

형식

승인

증서

형식

승인

증서

IMO

기본승인

배출수  

환경영향평가

(IMO전문가그룹,  

GESAMP-BWWG)

배출수  

환경영향평가

(IMO전문가그룹,  

GESAMP-BWWG)

처리설비 

승인시험

(정부)

정부 형식승인 

(정부)

IMO

최종승인

콜레라

(Cholera)

물벼룩

(Cladoceran Water flea)

게

(Mitten Crab)

독성 조류

(Toxic algae)

망둑어 

(Round Goby)

유럽녹게

(European Green Crab)

아시아 다시마

(Asian Kelp)

얼룩무늬담치

(Zebra Mussel)

북태평양 불가사리 

(North Pacific Seastar)

북아메리카 해파리

(North American Comb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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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의 기원에서부터 최초도입·확산·미래를 향한 발전방향 등 수록

정부는 1993년 포항을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해상의 안전을 책임져온 해상교통관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해상교통관제(VTS) 백서』를 발간하였다.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RADAR, VHF, AIS 등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동정을 관

찰하고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인천 주요 15개 무역항에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백서는 최초 바닷길을 밝히려는 VTS의 기원에서부터, 무선통신시대를 거쳐 첨단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도입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VTS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백서는 VTS의 기원을 찾는데서 시작한다. 바로 바닷길을 밝히고 항행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항로표지다.

고대항해사들은 인류 최초의 항로표지인 해와 달을 이용하여 항해 하였고, 자연적인 항로

표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항로표지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항로표지는 

현재의 등대, 부표 등에 이르기 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봉수는 적의 침입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바다와 육지의 상황을 살피는 봉수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교통관제사인 셈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이 늘어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모스부호를 

사용한 통신에서 VHF(초단파) 음성통신 등 무선통신을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항만 내 주변 선박의 

이동상황을 관리하는 항무통신실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VTS 시대는 서서히 막을 열기 시작하였다.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와 대형 해양사고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해상안전은 무선통신에만 의존하던 수

동적인 관제에서 레이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첨단 VTS 장비를 도입한 능동적 관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1993년 포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VTS가 도입되었고, 이후 2011년 경

인 아라뱃길까지 전국 15개 무역항에 최첨단 항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VTS 시스템이 설치 운영되

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해상안전의 핵심  
'해상교통관제(VTS) 백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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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VTS는 체계적인 선박안전 관리를 통하여 그동안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사

고 통계에 따르면 선박통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VTS가 설치되어 집중적으로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항·지정항 및 진입수로에서의 상선에 대한 사고척수는 2011년 38척으로 최근 4년간('07~'10) 평균

척수(47척) 대비 19%(9척↓) 감소하였다. 

아울러, 본 백서에는 관제업무를 동행 취재한 VTS 24시, 우리나라 VTS 시스템의 2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관

제사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관제사는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38년간(1973~2011년) 근무

한 고애순 관제사이다. 당시 전국 항만청을 통틀어 여성 관세사는 딱 한명, 여성이 관제사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그때, 무전을 받으면 "아가씨 말고 관제사를 바꾸라"고 하는일이 허다했다.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2년 덴무, 볼라벤, 산바 등 3개 태풍이 연속으로 올라왔을 때는 출퇴근용 배가 뜨지 않아 3일 동안 

퇴근을 못하고 연속 근무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VTS를 총정리한 본 백서는 금번이 최초이며, 해운관련 업·단체, 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센터(http://www.vtskorea.info) 홈페이

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본 백서가 항만이용자들이 해상교통관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향후 VTS가 

현 단계를 넘어 항만 효율성 향상, 해양사고 예방, 해양환경보호까지 총망라하는 통합정보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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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VTS) 백서1

◆ 해상교통관제백서 표지 및 본문내용

'12년 해역이용협의 2,150건 실시 

해양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수를 이용하는 등의 해양개발·이용과 관련된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년도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150건의 해양개발 이용행

위가 이루어졌으며, '08년 이후 연평균 12.1%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양개발·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촌 및 도서지역 개발, 항만·어항의 정비, 마리나 설치, 해양

레저·스포츠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활발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양개발·이용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등이 1,14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발전소나 양식장 등에서 바닷물 이용이 535건, 어항시설 설치 및 어항개발이 

105건, 공유수면 매립이 54건 등이다.

해양개발·이용행위의 대상해역별로 보면 마산항만청 관할해역에서 62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9%)

을 차지하였으며, 목포, 대산, 여수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18건, 300건, 238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수단의 하나로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각급 행정

기관의 허가·면허 등 행정처분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통하여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따른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양개발 이용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운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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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해역이용협의 실적1

◆ 연도별

◆ 협의의견별

◆ 행위유형별

◆ 협의기관별(대상해역)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 수 1,363 1,633 1,854 2,021 2,150

구 분 계 조건부 동의
추가적인 저감

방안 등 제시

사업계획

조정 등
반려

건 수 2,150 2,104 19 4 23

간이해역이용협의서 2,001 1,976 8 1 16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47 128 11 1 7

해역이용영향평가서 2 - - 2 -

구 분 건 수

합 계 2,150

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 및 제거 1,007

해수 인수·배수 535

기타 370

어항시설 설치 및 어항개발사업 105

공유수면매립 54

항만시설의 설치 29

준설 및 굴착 28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18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2

 골재채취단지 2

계 마산 목포 대산 여수 울산 동해 포항 군산 부산 인천 제주* 평택 본부

2,150 626 318 300 238 161 158 73 67 55 52 49 46 7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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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경 보호하는 친환경 선박 다닌다.
LNG선박 상용화 예상,「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제정 고시

유류가격의 급등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사용 추세에 따라 선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동력원이 디젤유에서 LNG로 서서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조선 해운업계에서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선박이 녹색선박(Greenship) 분야의 新성장

동력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따르면 향후 15~20년 내에 선박추진 에너지원의 약 25%가 기존 디젤유에서 

LNG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금년 1월중 세계 최대의 LNG연료 추진 대형 여객선(57,000톤급)이 스웨덴-핀란드 간 취항예정이며, 미국의 한 

해운선사는 지난 해 12월 3,1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첫 선박을 취항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에서도 2월 말경 인천항만공사(IPA)에서 200톤급 항만홍보선을 취항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LNG연료 추진선박 건조 추세에 맞추어, 선박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제

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 정한·가스추진선박 지침·을 준용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선체배치 및 시스템 

▲화재안전 ▲전기설비 ▲제어·감시 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스탱크, 가스배관, 가스처리 압력용기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며, 녹는점이 섭씨 925도 미만인 재료는 가스탱크의 외부 관(管)장치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스연료의 저장, 공급 및 사용을 위한 구역은 위험구역의 수와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를 포함한 탱크실의 경계면은 가스밀(密) 구조여야 하며,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에 인접하여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관장치는 섭씨 45도의 과열상태에서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독립형이어야 하고, 배관 이음부는 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장 높은 액면보다 상부에 부착되

어야 하며, 기준온도에서 98% 보다 초과 적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갑판상의 가스연료의 저장은 압축이나 액화 형태의 가스이어야 하며, 배출된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자연통풍이 충

분히 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스탱크는 넘침에 대한 감시와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 탱크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원격 압력 지시장치

로 감시되어야 한다.

LNG연료 추진선박은 전적으로 LNG만을 사용하는 LNG전소 (全燒)식 선박과, LNG와 디젤유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이중

연료식(Duel Fuel) 선박으로 나뉜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에서 덴마크 MDT사와 공동으로 이중연료 대형엔진(35,600마력)을 개발 완료하였음

LNG연료 전소선박은 연료탱크의 규격을 

상당히 키워야 하기 때문에 화물적재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원거리를 항해하는 화물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LNG연료 전소선박은 

수일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 항해용으로, 

이중연료 추진선박은 원거리 항해용으로 이용 

될 수 있다.

한편, LNG연료 추진선박은 기존의 디젤유  

사용 선박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CO  ) 23%, 

질소산화물(NOX) 85%, 황산화물(SOX) 99%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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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3.3.18.]
[대통령령 제24410호, 2013.3.18, 일부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709호, 2013.3.23, 일부개정]

국내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

은 경우에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1598호, 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3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을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

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제24410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 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 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 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 또는 단체"를 "국가·법인 또는 단체"로, "국가·단체"를 "국가·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

⊙ 법률 제1170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7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6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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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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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인천항 주요 기관장, '크루즈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해상안전을 강타

2012년 평택·당진항 화물처리 개항 이후 최고, 1억톤 초과

평택항 국제여객선 여객·화물 수송실적 최고치 경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신청사 이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마산항 제4부두 리모델링 완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외국인선원 통역지원 콜센터 운영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행정, 이제는 나도 달인된다

여수 광양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고시

국립등대박물관,「등대해양문화 아카데미」개설

동해·묵호항 물동량 31백만 톤으로 전년도 보다 0.6% 감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획득

한국선급, 글로벌 해양조선 전문 인재 양성 본격화

한국선주협회, 여의도 해운빌딩으로 이전 

해양환경관리공단, '석정36호' 인양 성공

한국조선협회 - 서울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

국내 해사동향

Maritime Safety News

75｜ 국내 해사동향



.「인천항 정부 기관장 협의회」및 인천시, 인

천항만공사 등 12개 주요 기관장이 함께 

모여 인천항의 크루즈 운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앞장서기로 다짐하였다. 

.「인천항 정부 기관장 협의회*」는 인천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 

하고자 최근 발족된 협의체로서, 매월 정기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청, 인천세관, 국립인천검역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총 6개 기관)

인천항 기관장 협의회의 이번 첫 회의는 "인천항의 크루즈 거점항만 도약을 위한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2.21(목) 인천항만

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인천시 김교흥 정무부시장, 인천항 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동부인천항만(주) 황중구 대표도 함

께 참석하였다.

.「인천항 정부 기관장 협의회」및 유관기관 기관장과, 

부두운영사 대표는 크루즈 활성화 및 항만 서비스 개선

을 위해 합심할 것을 다짐하고, 

남항 新국제여객부두 완공 전까지 대체 부두인 북항

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

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지역을 보다 많이 방문 

하도록 유치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

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천항 주요 기관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작성하여 전원 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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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주요 기관장,  
'크루즈 활성화'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 80개 특화·전시시설, 8,000여회 공연·행사에 전국 관람객 붐벼

해사안전소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5일 해운대리점과 하역사 등 인천지역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 항만국통제(PSC)로 출항정지 된 외국선박이 29척으로 예년에 비

하여 증가('11년 14척)한 것과 관련하여, '12년 PSC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PSC 주요사례와 '13년 PSC 방

향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 :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안전시설 및 선원의 자격기준 등이 국제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제도

특히 출항직전 점검 자제 등 선박운항의 차질 최소화 방안과 항만국통제 주요 동향을 공유하는 등의 효율적인 항만국통

제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인천항만청에서는 2012년의 경우 국제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의 개정으로 자동차가 새롭게 위험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화물선으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추가로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함에도 추가 설비 없이 자동차를 운송하다

가 PSC 점검에 지적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알렸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예년과 같은 수준인 총 430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할 계획이며, 입항하는 선박마다 안전관리지수

(TF)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선박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을 설명하였다.

* TF(Targeting Factor) : 국적, 선급, 선령, 용도 및 과거 PSC 점검이력 등을 바탕으로 선박별로 산정한 안전관리 지수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만물류 업계와 항만국통제 분야에 대하여 위의 사항 이외에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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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해상안전을 강타
◆ 인천항 이용자들과 항만국통제 관련 간담회 개최

<인천항 주요 기관장 회의>

간담회 전경 항만이용자의 건의 항만청 답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1월  

8일 평택·당진항 2012년도 12월 

 항만운영통계(추정)를 발표하였다.

'12년도 화물처리량은 1억 톤을 초과,  

전년도 95백만 톤 대비 105% 증가 

하여, "국내 31개 무역항 중 최단  

기간 내 1억 톤 이상을 처리한 유일한 항

만으로 기록 된다" 밝혔다.

평택당진항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항

만으로서 1986년 12월 LNG선이 처음 입항한 후, 26년만에 1억 톤 이상을 처리하여 국내 5위의 화물 처리, 자동

차 수출입 처리 1위, 컨테이너 처리 4위 등을 기록하였다. 

유형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수입 71백만 톤(전년대비 110%), 수출 17만 톤(전년대비 100%), 환적 4백만 톤(전

년대비 100%) 등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경기 위축으로 연안화물은 7.9백만 톤(전년대비 

△20%)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품목별로는 양곡, 제분 등 농수산물은 18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유가스 및 정제품 116%, 차량 및 부품 106%, 

철광석은 102%로 각각 증가한 반면, 원목 71%, 모래 52%로 각각 감소하였다.[표2]

한편, 평택당진항의 주력화물인 자동차는 138만대

(전년 127만대)를 처리,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

으며,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자동차  물동량을 처리하

여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수출입자동

차 처리 항만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였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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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평택·당진항 
화물처리 개항 이후 최고, 1억 톤 초과
◆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은 138만대로 3년 연속 국내 1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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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A)

2011년

(B)

2012년

(C)

증감율

B-A (%) C-B (%)

총물동량 76 95 100 19 125 5 105

외항

수입 52 64 71 12 123 7 110

수출 14 17 17 3 121 0 0

환적 2 4 4 2 200 0 0

연안 연안 8 10 8 2 125 -2 -20

구분
2010년

(A)

2011년

(B)

2012년

(C)

증감율

B-A (%) C-B (%)

화물별 7,668 9,521 10,042 1,853 125 521 105

농수산물(양곡,제분등) 145 247 462 102 170 215 187

모래 등

소계 305 282 149 -23 92 -133 52

모래 305 278 126 -27 91 -152 45

시멘트 - 4 26 22

철광석 2,372 3,583 3,666 1,211 151 83 102

액체화물

(석유가스,정제품 등)
2,748 2,924 3,393 194 106 469 116

차량,기계

계 1,436 1,512 1,363 76 105 -149 90

기계제품 381 340 117 -41 89 -223 34

차량 및 부품 1,055 1,172 1,246 117 111 74 106

기타

소계 662 974 1,009 312 147 35 103

원목, 목재 32 38 27 6 118 -11 71

방직용섬유등 630 936 982 306 148 46 105

[표1] 평택당진항 항만물동량 추이

[표2] 품목별 처리물동량

(단위:백만 톤)

(단위:만 톤)



반면, 컨테이너 물량 처리는 51만TEU를 처리하여 전년도 처리량인 52만TEU를 약간 못 미쳤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금년에는 항만배후단지내 물류기업 유치, 항만시설 확충 등으로 물동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화물처리량 1억톤 이상을 처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 대중국 교

역거점의  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0『해사안전소식』봄호

해사안전소식

2012년 평택항 국제여객선의 이용객 및 화물수송 실

적이 1986년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전년대비 2% 증가한 519,406명으로 집계돼 2001년  

평택과 중국간 국제여객항로가 개설된 이후 꾸준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항로별 이용객을 살펴보면, 평택/위해가 전년대비 

30.4% 증가한 147,689명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증

가율을 보였고, 2011년 2월 신규 취항한 평택/일조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134,673명이 이용함으로써 이용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평택/영성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약 13%), 4개 항로 중 가장 많은 174,517명의 여객이 이용하였고, 

평택/연운항은 7% 감소한 72,000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선박 수리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나 여름 성수기 여객수

요를 흡수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컨테이너화물 수송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143,478TEU로 집계되어 여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평택/일조의 경우 전년대비 47.5% 증가한 36,163TEU,  

평택/위해는 7.4% 증가한 26,755TEU, 평택/영성은 소

폭 증가한 47,771TEU를 기록하였으며, 평택/연운항은 10%  

감소한 32,789TEU를 수송하였다.

이러한 평택항의 국제 여객과 화물수송의 증가는 2011년 취항한 평

택/일조 항로, 중국 단체여행객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년 하반기 평택/연태 항로가 신규 개설되면 평택항의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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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국제여객선 여객·화물 수송실적 최고치 경신!
◆ 전년대비 여객은 2%, '컨'화물은 8% 증가

구분
2010년

(A)

2011년

(B)

2012년

(C)

증감율

B-A (%) C-B (%)

컨테이너

(TEU)
45 52 51 7 116 -1 98

[표4] 컨테이너 처리량 (단위:만TEU, %)

구분
2010년

(A)

2011년

(B)

2012년

(C)

증감율

B-A (%) C-B (%)

자동차

(대)

계 95 127 138 32 134 11 109

수출 72 83 86 11 115 3 104

수입 7 11 13 4 157 2 118

환적 16 33 39 17 206 6 118

[표3] 자동차 처리량 (단위: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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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신청사 이전 
◆ 방문민원의 편리성과 접근성 개선

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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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항만청, 마산항 제4부두 리모델링 완료!! 
◆ 마산항 제4부두 야적장 정비공사 준공 완료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서산 시내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1월 10일부터 12

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사 이전을 실시한다.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잠흥동)번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대지면적 13,835㎡, 건축면적  

97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76억원(건축비 45억원, 부지매입비 30억원, 

기타 1억원)이 투입되어 1년여의 공사 끝에 

2012년 12월 완공되었다. 

이번 신청사로의 이전은 대산읍 기은리에 위치하였던 구청사에 비하여 청사 방문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편리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신청사 이전으로 그동안 직원들의 장거리(왕복 50㎞) 출퇴근이 해소되어 이를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

아 지역 항만 물류 및 해양 선도 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지방해양항만은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마산항 제4부두에 2010~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야적장(A=165,032㎡, 에이프론 포함) 재포장 및 배수로정비를 완료하였다고 말했다.

* 에이프론 : 배를 접안하는 안벽과 인접하여 하역기능을 하는 장소

1982년 건설된 제4부두는 현재 자동차, 일반화물 등의 야적장 기능을 하고 있으나, 기존 포장의 노후화로 운행불량 및 우

천 시 침수로 인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마산청은 금번 정비공사 완료로 인해 마산항 제4부두를 이용하는 하역회사 및 항만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항

만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마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마산항 제4부두 야적장 정비공사

■ 사업개요 

사 업 명 : 마산항 제4부두 야적장 정비공사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항 제4부두
사업규모 : 야적장 및 에이프론 포장 A=181,088㎡, 부대공 1식
총사업비 : 76억원
사업기간 : 2010년 4월 12일 ~ 2012년 12월 17일
도 급 자 : (주) 우림토건 외 1개사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사업위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우리나라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들의고충상담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외국인선원 통역지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에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원 통역지원 콜센터(☏ 1566-3151)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어로 시범운영 후 2013년

4월 1일부터 중국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에는 평일 운영시간에 상담토록 안내된다.

콜센터에서는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폭행 등 고충사항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서 등)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외국인선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2012년도에 임금체불 등으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한 외국인선원은 42명이며, 경남지

역 선박에 승선하면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고용신고된 외국인선원은 419명으로 나타났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과 상담시  

통역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

국인선원 콜센터 운영으로 통역문제 

해소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과 

인권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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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항만청,  
외국인선원 통역지원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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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행정 수요자 및 업무 

담당자가 선원·선박·해무 관련 업무를 쉽게 이해하

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약 1,000

부)를 금년 9월 중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해사행정업무는 적용 법령과 담당기관의  

산재로, 업무가 복잡하여 그동안 각종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지침서가 필요하였다. 

이 매뉴얼에서는 선박의 건조(도입), 총톤수 측

정, 등기, 등록, 검사,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 등에 관한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 

시 주의사항, 선원근로감독업무 처리방안, 선원 승하선 공인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소개 할 계획이다. 

여수청에서는 이 매뉴얼을 민원인, 관련기관, 업·단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여수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시 열람

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청의 업무 효율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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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행정, 이제는 나도 달인된다 
◆ 여수항만청 해사행정업무 처리매뉴얼 올해 9월 중 제작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여건 변화와 관련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의 보완 및  여수·광양항의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접안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운영세칙 및 예선운영 세

칙을 개정 고시한다. 

항만시설운영세칙 주요 개정·고시 사항으로는 

가.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리권(현물, 무상대부 등 포함) 출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우리 

     청 관리 대상이 아닌 조항 삭제 및 변경 

나. 「항만법」,「개항질서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여수항·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변경, 정박지 위치 변경, 신규 항만시설 준공 및 율촌 제1산단지역 

     항만시설 관할구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선운영세칙 주요 개정·고시 사항으로는 

가. 이·접안 선박 톤수별 예선사용기준을 기존 13만톤 이상에서 22만톤 미만으로 세분화 반영 

나.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예선마력 구분을 기존 4,000마력급에서 6,000마력급으로 세분화 

다. 선장 및 도선사 선박 이·접안 여건(기상,항만조건,해상상태)을 감안 예선마력 조정 증가시킬수 있도록  

     안전확보에 초점을 두어 개정 

라. 컨테이너선 및 자동차운반선 예선사용기준등을 신설하였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는 각 기관 및 지역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 

반영하여 기존 세칙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서 항만 시설 사용자 및 민원인으로 하여금 좀더 쉽게 이

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이접안시 부두충돌사고등의 피해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개정하였다고 개정고시이유를 밝혔으며,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여수·광양항의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와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여수·광양항 활성화의 기

본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고시된 세칙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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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고시 
◆ 여수·광양항 항만시설운영 / 예선운영 세칙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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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국내유일의 등대테마 박물관인 국립등대 

박물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9월까지「등대해양문화 아카데

미」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설되는 아카데미(1기)는 전국성인을 대상(40명)으로 신청

서 접수순에 의해 선발하고, 수강생 모집은 3.22(금)부터 오는 4.15(월) 

18:00까지 신청서 도착 분에 한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주요 강의내용은 등대의 기초입문에서 등대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생생한 등대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동해안 권역에 현존하는 100년 이상의 고(古)등대(호미곶·영도·울기·죽변등

대 등) 현장을 탐방하며 등대 건축사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http://www.lighthouse-museum.or.kr) 또는 전화 (054-284-4857)로 문의하면 된다.

* 수강 신청서 서식 :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함

* * 신청방법 : 이메일(jaha93@naver.com), 팩스(054-284-4859), 우편(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0번길 20 국립등대 

                 박물관 학예담당) 또는 현장접수

포항항만청은 앞으로도 등대해양문화 확산과 

새 정부의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박물관 체험학교, 박물관사회교육프로그램, 호

미예술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지역문

화 격차 해소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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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등대박물관,
 「등대해양문화 아카데미」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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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12년 동해·묵호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31,080천 톤으로 전년(31,257천 톤)에  

비하여 0.6%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물동량이 감소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에, 태풍으로 인한 운항일정 지연으로 석회석, 유연탄 등

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시멘트 제품과 부원료인 석고가 전년에 비해 각각 3.2%, 3.5% 증가하였고, 석회석과 유연탄

이 각각 1.9%, 1.3% 소폭 감소하였으며, 비철금속 원료인 망간, 아연정광도 각각 6.2%, 2.2%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품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시멘트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의 일환으로 수출 및 내수 증대로 증가

 - 석회석은 3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인한 운항일정 차질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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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물동량 
31백만 톤으로 전년도 보다 0.6% 감소  
◆ 금년에는 32백만 톤을 넘어설 전망

구분 '09 '10 '11 '12

총물동량 24,600 28,023 31,257 31,080

전년대비 △4.5 13.9 11.5 △0.6

수  출 4,193  6,034  8,036  7,675

수  입  6,809  7,882  8,504  8,145

연  안 13,598 14,107 14,717 15,260

품목별 시멘트 석회석 유연탄 무연탄 망간 아연 석고 기타

총물동량 12,902 7,842 4,485 614 886 786 498 3,067

전년대비 3.2 △1.9 △1.3 △48.5 △6.2 △2.2 3.5 9.3

동해·묵호항 연도별 물동량 추이

주요 품목별 물동량

(단위:천 톤, %)

(단위:천 톤, %)

 - 유·무연탄은 동양시멘트 생산량 감축으로 동반 감소하였고 특히, 무연탄은 유연탄으로 연료가 대체됨에 

따라 대폭 감소

 - 망간은 동부메탈이 기존 재고량을 사용함에 따라 감소

 - 아연은 태풍(3회)으로 인한 운항일정 차질로 수입량이 감소

 - 석고는 시멘트의 부원료 품질 향상을 위해 수입량이 증가

한편, 동해·묵호항을 포함하여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도  4개 무역항의 '12년도 전체 물동량을 보면 '11년도  

45,098천 톤보다 4.1% 감소한 43,258천 톤을 처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금년도 시멘트 생산량 감축이  

예상되나, 석회석 물류시설 본격 가동 시 동해·묵호항은  

2012년도에 비하여 약 3% 증가한 32,000천 톤을 넘어설 것

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정극)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온도'와 '압력' 분

야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관측에 사용되는 수온·염분·압력계(CTD), 조위·파고계 등에 부착된 센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개월간 장비를 외국에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도 편리하게 

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양에서 수온은 가장 중요한 측정항목으로서, -5℃ ~ 35℃로 관측범위는 좁지만 소수점 셋째짜리인 0.001℃까

지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심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 역시 표층부터 7,000m 심해까지 정밀

하게 측정을 해야 하므로 육상에서 사용되는 관측 장비 센서의 교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독일·영국 등 해양관측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몇 개국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자체 교

정능력을 이번에 해양과기원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게 됨에 따라, 향후 해양관측장비의 국산화 개

발은 물론, 해양관측·조사 작업에서 생산되는  

해양관측자료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앞으로 해양과기원은 온도, 압력 분야 이외에 염분 측정

을 위한 전기전도도 분야 등으로 교정 서비스를 확대해 

갈 예정이며, 염분, 영양염류, 미량금속 등의 해양표준

물질 분야에서도 국제적 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과기원 관계자는 "해양관측장비를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 생산되는 해양 관련 정보가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공신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더 많은 측정항목의 국제공인을 획득함으로써 국산장비 개발 등 관련 산업

계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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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획득

해사안전소식

한국선급(KR)이 2월 21일 국제교육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해양조선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

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정계  

인사 및 해사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하여 한국선급 국제교육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한국선급 국제교육훈련

센터는 연면적 약 5,50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0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대 강의실 1개소 외 6개의 중형 강의실 및 Workshop이 가능한 분임 토의실 6개를 보유하고,  

보육시설과 연구실 및 옥외 체육시설까지 완비하여 고품질의 교육이 제공될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본사 사옥과 함께 위치하여 부산에 밀집한 해양조선업체들의 방문 편의성을 크게 높였

다.

오공균 전임 회장은 "국제교육훈련센터 개소를 통해 해사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

게 되어 기쁘다"며 "50년 이상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신조감독 교육훈련, 오프쇼어 및 플랜트와 같은 미래 선도 고부가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기술역량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교육기관으로서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해양조선 전문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준공된 국제교육훈련

센터는 ▲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지원 교육 Program 수행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해양·조선 전

문인력 양성 ▲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도상국 대상 전문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세

계 일류 인재 육성의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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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글로벌 해양조선 전문 인재 양성 본격화
◆ 국제교육훈련센터 개소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 

사옥을 마련하고, 2월 20~23일 여의도 해운빌딩으로 이전한다. 

해운빌딩 확보 필요성은 지난 1995년 한국상선대가 최초로 

1,000만 톤(G/T)을 돌파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당시 회원사 수가 30여 개사에 불과한데다 해운시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10월 외항화물운송업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 

된데다 2003년 이후 해운시황이 호전되면서 회원사 수가  

급격히 늘면서 해운빌딩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 2007년 사장단연찬회에서 해운빌딩 건립을 위해 400

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운시황이 폭락하면서 당초 기금목표액의 절반인 200억원을 조성하

는데 그쳤다.

이후 해운시황 침체가 지속되면서 추가 모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회 회장단은 그동안 모금한 기금 규

모에 맞는 사옥을 매입하기로 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온 수십 건의 빌딩을 검토한 결과 여의도에 있는 10층 규모의 

두산인프라코어빌딩을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빌딩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과 공동 구매했으며, 한국선주협회가 2개층(9, 10층), KP&I가 2개층(7, 

8층), 한국선급이 3.5개층(3, 4, 5, 6층)에 입주하는 등 한국해운을 상징하는 「해운빌딩」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협회는 우리나라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사옥 입주를 계기로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을 보

다 강화하고,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선주협회도 오래 전에 도쿄 한 복판에 海運빌딩을 건립하여 연초에 해운관련 단체들의 신년 

인사회와 총회 개최는 물론 연중 세미나, 기념식 등이 개최하는 등 일본해운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해운빌딩 입주를 기념하기 위해 3월 15일(금) 협회 10층 대강당에서 내외귀빈 및 해양가족들을 초청하여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해운빌딩 9층 한국선주협회 (우편번호 : 150-871)

전화번호 : (02) 739-1551~7 (기존과 동일), 비서실 : 739-1559/60

팩스 (기존과 동일)

 - 총무팀 : 739-1558

 - 해무팀 : 739-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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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여의도 해운빌딩으로 이전
◆ 협회 설립 52년만에 독립 사옥 마련

해사안전소식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울산 앞바다에 침몰한 석정36호  

선체를 사고발생 84일째인 3월 7일 새벽 2시경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석정36호는 당초 2월 27일 인양될 예정이었으나, 연일 이어

지는 강풍과 너울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선박은 선체에 해수가 가득 찬 상태로  

뻘층에 3m가량 묻혀있어, 선체 주변 준설작업에도 불구 

하고 계속되는 너울로 뻘 되메임 현상과 잠수부 시야마저 확보가 어려워 인양작업에 난항을 겪었다"며  

"인양된 선체는 8일 오전 울산항 모래부두로 이동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011년 포항앞바다에 침몰한 유조선 경신호의 

잔존유 회수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해양환경  

개선·복원, 유류오염방제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관

리 전문기관이다. 

한편,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항타선 석정 36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기상악화

로 침몰해 선원 1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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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석정36호' 인양 성공

 - 업무팀 : 737-8628

 - 기획조사팀 : 739-1564



한국조선협회와 서울대는 3월 6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동과정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석사 및 박사)을 양성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해양플랜트 시장이 확대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이에  

대비하여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협동과정에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신규 교과목 

(14개)을 개설하고, 신규 교수 임용 및 전담교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 빅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가 참여하며, 향후 5년 동안 운영경비(연간 6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

이다. 조선해양업계는 강의지원, 공동논문지도교수 참여 등을 통해 이

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재 양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3년 9월에 개강되는 본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대여장학금(등록금 전액, 학비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위 취득 후에는 참여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학생모집은 오는 5월 초에 시작된다. 

양 기관은 체계화된 특화과정을 통해 내국인 해양플랜트 인력의 과부족현상을 해소시키고, 한국 해양플랜트 분야

의 취약점인 기본설계부문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해양플랜트: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각종 가스, 석유 등을 채굴하여 시추, 생산, 정제, 저장, 하역 등을 할 수 있는 해양 

              구조물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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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협회 - 서울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
◆ 연간 15~20명 규모로 향후 10년간 200명 양성 계획

해사안전소식

95｜ 국내 해사동향

대 상 자 : 학생 및 조선소 재직자
참여기업 :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STX조선해양
개    강 : 2013년 2학기(9월)
모    집 : 재직자('13년 3월 중), 학생('13년 5월 중) 
조    건 : 과정 수료 후 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근무
예산지원 : 연간 6억원 규모
지    원 : 대여장학금(등록금, 학비보조금) - 1인당 2천만원 내외 

◆ 2012년 국내조선소들의 해양플랜트 관련 수주는 총 32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전체규모(300억불)의  
   절반을 상회하는 221억불 기록

< 학위과정(석사 및 박사) 운영 개요 >

< 국내 조선업계의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 동향('08~'12) >

자료: 한국조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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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http://www.imokorea.org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

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032-260-2265 / 이메일: msrc@kst.or.kr

문의사항
전화 : 032-260-2281

*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

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

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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