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0512-06

2013.
통권 제22호여름

Korea Maritime Center

한국해사센터
KMC



해사안전소식
2013 통권 제 22호여름

Maritime Safety News Contents

국제 해사동향

국내 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57차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DE) 

제100차 법률위원회(LEG) 

제44차 선원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STW)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국제해사소식 

Lloyd's List

6

12

16

21

26

36 

38

41

42

44

46

48

50

52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항만법 기본법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해사안전소식

부산항만청, 항로표지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인천항만청 해양사고 30% 감소 목표 박차

인천항 입출항 선박 위치확인 쉬워진다

"액체 위험물 취급 하역 안전관리자 교육" 울산 유치

오일허브코리아 부두 광양항 항만시설로 지정·운영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축 준공

목포항만청, 새천년대교 공사해역 통항안전성 강화 나선다

목포항만청, 여객선사 CEO간담회 개최

평택항만청, 2013년 상반기 개항 질서 특별단속 실시

포항항만청, 해양사고 예방 순회교육 실시

KST, 소형 내항선사 안전 컨설팅 무료 시행

KIOST,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 체결

한국선급-수은 해양·녹색산업 지원 적극 나선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내 최대형급 예방선, 601백룡호 진수식 개최

선주협회, 중소선사 위한 협동조합 설립방안 협의

 

58

59

61

62

66

74

75

76

78

79

80

82

83

84

85

86

87

88

89

90

2 3『해사안전소식』여름호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수부, 신개념 예인줄 기술개발 착수

해수부, 해적피해 대응 강화한다

해수부, 해사안전 행정 일원화로 종합안전 대책 마련 나서

부산항, 세계 최초로 Triple-E급 컨테이너선 만난다

6개 외국크루즈사에 사업 승인...크루즈 활성화에 기여

해양사고의 근본원인,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관이 모였다

해상교통관제사, 도선사와 손잡고 선박·항만 안전 지킨다

해양안전분야 협업 강화로 안전한 바다 실현에 앞장서

선원 근로환경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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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자유 낙하식 구명정의 자유 부양능력에 대한 구명설비 코드(LSA)의 개정 개발 

SOLAS regulation III/20.8.3에 따르면 구명뗏목의 정비주기는 12개월에서 17개월로 되어 있으며, Res 

A.761(18) 제5.11절은 차기 정비 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의장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주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장품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

기간 만료된 의장품으로 발생되는 위험을 염려하여 보다 명확한 유효기간 준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다루어지지 못하고 2014년으로 완료시점을 연장함

2. 극지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 개발 

DE 57 통신작업반의 보고서(DE 57/11/6)를 기본으로 각국의 의제 문서를 고려하고자 작업반을 구성하여 하기사항

에 대해 논의함

극해지역 운항선박의 Category 분류에 대한 검토 관련

 - DE 57 통신작업반 보고서(DE 57/11/6)에 제출된 3가지 범주(Category A, B 및 C)에 대한 상세한 재분

류 작업이 수행됨

 - DE 57/1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Category A와 B는 원안대로 유지함

 - Category 'C' 정의 분류 및 유지 또는 삭제 논의함

1) Category 'C' 선박은 Category 'A' 와 'B'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2) 또한 Category 'C' 선박은 선박빙해등급(Ice class)를 부여받기 위해 대빙구조(Ice strengthening)를 갖는 

   선박을 의미함. 단 얇은 얼음두께를 갖는 환경에서 항해를 원칙으로 함

회의명 : 제57차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the Design and Equipment, 57th Session)

일시/장소 : '13. 3. 18 ~ 22(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s. A. Jost(독일)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4)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3), 비정부간 기구(33) 등 500여명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DE) 회의결과
IMO 제5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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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지운항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 및 극해지역 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 Manual)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

1) 얼음, 날씨, 계절별 상태 및 선박에 관련된 특별 운항 제한들이 포함되어야 함

2) Risk assessment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극해지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극지운항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 및 극해지역 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 Manual)을 비치해야 함

제2장 Structural integrity (ship structure) 관련

 - DE 57/11/6에 제안된 문서로서, 핀란드/스웨덴 Ice Class(FSICR) 규정에서 사용된 핀란드/스웨덴의 빙해등

급을 Polar Code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핀란드/스웨덴 해사국(Finish and Swedish Maritime Administrations)에서 승인된 FSICR 규정은 많은 적

용사례에도 불구하고 Polar Code의 빙해등급 구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함

 - 작업반은 극지운항선박(Polar ship)의 IACS UR 강제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된 표준이 개

발될 때까지 FSICR와 같은 다른 표준(other standards)의 적용도 가능함에 동의함

 - 제2장의 목적(Goals) 및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s)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의 위험요소(risk)를 

고려하여 산술식 반영

1) 얼음 및 예상되는 빙하중(Ice load)과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운항적인 하중의 효과 고려

2) 예상치 못한 빙원과의 충돌로 인해 하중 효과 고려

3) 저온에서 사용되는 연성(sufficient ductility)이 큰 재료의 사용에 의해 수반되는 취성파괴(brittle  

    fracture) 가능성 고려

제8장 (온도조건) 관련

 - 극해지방에서 사용되는 LSA(Life-Saving Appliances)의 설계온도 정의에 관련된 사항임

 - LSA의 설계온도는 운항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즉 시험온도(Test temperature)는 운항온도(Op-

erational temperature)와 동일하지가 않음

 -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특성 정의를 위한 설계온도는 추후 통신작업반에서 검토되어야 함

제8장 (탈출 수단 및 LSA) 관련

 - DE 57/11/6에 제안된 3개의 선택사항에 관해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음

 - 하지만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실제 가능한 요구상황에 대한 작업검토는 시간적 제약(time constraints)으로 인

해, 추후 구성되는 통신작업반에서 다루기로 함

제9장 (항해) 관련

 - 통신작업반 보고서 (DE 57/11/24)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B편 제9장에 추가 지침 신설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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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환경보호) 관련

 - DE 57/11/9에 제안된 사항에 관해 목적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목적 설정: 극지해역에서 선박 운용상 환경에  

위험한 영향을 제거하가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

구조건

1) DE 57/11/9에서 제안된 '목적'에 관한 사항은 수정 

   없이 동의됨

 - 파나마를 비롯한 ICS 등 비정부 조직의 경우 환경적  

영향평가 및 과학적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학술적인 수준으로 강제화 법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아울러 DE외 기관의 추가적인 연구 

및 시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 한편, 오폐수등을 저장하는 회수시설(reception fa-

cility)의 부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극해지역 운항선은 제한된 기간에만 운행되고 배출(Discharge)

은 Polar water 지역 밖에서 행해지며, Polar water 바깥에 항구시설(Port Facility)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 아울러 향후에는 회수시설이 설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캐나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비정부 단체들은 Polar Code의 목적에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를 주장하며, 폐기물 및 각종 기름류의 배출 규제가 가장 실질적인 면에서 중요하

다고 함

 -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지역 극지방 오염 방지 체계는 1970년부터 관리되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폐기물(waste)에 대해 전혀 배출하지 않는것(Zero discharge)이 원칙임 (Antarctic 동일하

게 적용중)

 -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은 'zero discharge'와 같은 원칙이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를 주장하며, 그로 인

한 당장의 선박 운항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I 관련

 - 기름에 의한 오염 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남극해처럼 강한 규제를 통한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적

당한 처리 과정을 거쳐 배출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주장이 지속되었으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때문에 draft에 두 가지 Option으로 유지함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II and III 관련

 - Annex II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동의되었으며, Annex III의 경우는 의견이 없었음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IV

 - MARPOL Annex IV의 15.3.4.3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됨.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

안(an extended period of time) 운항되는 선박의 배출 예외사항에 대해 논란이 존재함

 - 'extended periods of time'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음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V

 - 극해지역에서 'garbage discharge' 금지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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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Part B 추가

 - 'draft Code'에 있는 Part B에 포함되는 많은 제안은 'recommendation'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함

 - Draft 규정 15.3.4 및 15.3.5에 명시된 'Ice concentration of 1/10'에 대해서는 이를 정의하기 위해 'ice'

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함

 - 15.5(DE 57/11/6, annex 1)에 대해서는 환경적 이슈와 연관이 있고, 논의하기 위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DE에서 논의하지 않음

Polar Code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 사항

 - 'Environmental protection(draft Code의 Ch.15)' 사항은 MEPC 65에 제출하여 논의가 되도록 조치함

'CSC(Clean Shipping Coalition) observer'의 코멘트

 - 'observer CSC'는 속력제한에 대한 논의/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향후 구성될 통신작업반 위임사항

 - 통신작업반 보고서(DE 57/11/6), DE 57 작업반 보고서(DE 57/WP.6, Part 2)의 내용을 기본으로 Polar 

Code를 지속적으로 개발

 - SOLAS와 MARPOL에 강제화 하기 위한 draft 개정을 마련함 (Polar code 채택과 관련된 MSC 91/8/1

을 고려)

 - DE 58에 수정된 draft를 제출

Sub-committee(DE)에 승인받아야 할 사항

1) Category 'C'에 대한 정의

2) 극해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극지운항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 및 극해지역 운항 

    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 Manual)을 비치

3) Polar code내에 다른 ice class rule을 참조하는 것

4) Chapter 2의 수정 및 보완 사항

5)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와 다른 용도에 사용될 온도에 대한 정의 및 검토사항

6) Chapter 8의 수정 및 보완 사항

7) DE 57/11/24 문서를 Part B에 포함할 것에 대한 견해

8) 수정된 Chapter 15 draft는 긴급한 사항으로 MEPC 65에 검토 요청

9) DE 57에서 논의된 사항을 통신 작업반에 참고사항으로 고려

10) DE 58 이전에 2013년 회기간 작업반 개최 요청함

향후 Code 개발 계획

 - MSC 91/8/1의 내용을 참조하여 SOLAS 및 MARPOL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대상 Session 내용 일정

Polar Code 선박

Intersessional 

Meeting
DE 57에서 논의된 사항중 미확정된 내용들 논의 2013년 3/4분기

DE 58
관련된 MEPC 및 MSC 결의안 등을 참조하여  

개정된 보고서 제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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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AS Ⅱ-1/11 개정 및 수밀구획 시험 준비의 적정성 확립을 위한 지침 개발 

초안작업반 구성 제안에 대하여 그리스, 스페인, ICS 등을 비롯한 유럽지역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는 구성 반대 

의견을, 아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인도 및 IACS에서는 원안대로 초안작업반 구성하여 논의하자라는 의견대립

이 있었음 

중국/일본/한국은 DG구성 실패에 대한 유감을 표시 함

회의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DE 58에서 논의하기로 함

5.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의  요건 개발 

라이베리아 및 공동 논의자(바누아투, IADC)는 MODU 및 해양 탐사 및 생산에 종사하는 선박의 하역설비 및 윈

치 관련 기준 정보 제공 및 요건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소개함

아국은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요건 개발이 필요하고, 강제화 방법으로 SOLAS 규정을 개정하자는 제안 

문서를 소개함

일본은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 개발에 대한 기준체계(안)을 소개함

작업반(WG)에서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 개발을 진행하여 다음 결과물을 만들기로 동의하고, 작업시한을 포함

한 활동계획을 제시함

 - 현 규칙 및 협약의 분석

 -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지침(안)

 - 현 IMO 협약의 개정

현재 MODU 및 선박의 하역설비 관련 기준이 국제기준, 선급규칙, 국가기준 등 매우 다양함을 주목하고, 현 기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요건 개발 작업시 참고로 사용할 참고기준 목록 제시함

향후 지침은 강제 사항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현 IMO 협약 개정이 필요함을 식별하고, 아국 제출문서 포함하여 

SOLAS 규정 개정하자는 2가지 제안 문서를 통신작업반에서 주목하여야 함을 동의함

지침 기준체계(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위원회는 향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초안 개발 및 현 IMO 문서 개정안 검토 개발하

여 차기 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완료 목표를 2015년으로 연장함

4. 상선의 소음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위해 감소 방안 

DE 57차 DG에서는 MEPC 66차로 제출할 회람문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부록으로 상선의 수중소음의 감소를 위

한 지침서에 대한 편집 및 각 장별로 일부 문구를 수정함

동 지침서에서는 선체로부터 파생되는 방사소음 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프로펠러와 관련된 사항은 6.1

단락으로 옮기며, 중복된 문장은 삭제하였음

또한 ISO기준 등 수중소음 관련한 Appendix를 본문으로 삽입하였음

< 논의 배경>

 ·현행 신조선 탱크 및 수밀구획에 대한 전수 검사를 규정하는 SOLAS 제2-1장 11규칙에 IMO가  

    현대의 선박 설계 및 건조 기술을 수용하여 개발한 "탱크 및 수밀구획 시험 절차를 위한 지침서"  

   및 "조선소 품질관리 시스템 검사 지침서"를 따르는 조건으로 구조 시험 대상 탱크 및 구획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하기 위함

< 지침 적용 관련 작업반에서 동의한 사항 >

 ·지침적용

- SOLAS Chapter I/3 규정에 따른 모든 선박 및 MODU에 적용 

- 운용, 정비, 검사 및 증서는 신조선 및 현존선 모두 적용

- 설계 관련 문제는 새로 설치되는 설비에만 적용

·지침 적용 제외

- 어선

- LSA Code 관련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필요

- 500톤 미만 화물선 및 기계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에 대한 적용 문제

- 적용 제외 하여야 할 하역설비의 형식 추가 식별

- 증서 발급 관련하여 현존선 적용문제

- 적용해야할 하역설비의 최소 용량  

< 논의 배경 >

 ·MEPC 58('09.06)에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감소 기술을 대형 상선에 적용 

   함으로써 수중소음을 최소화하여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검토하였으며, 대형  

   선박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박의 설계 및 운항방법의 개선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 프로펠러가 수중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함

 ·MEPC 62('11.07)에서 이 문제를 DE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수중소음의 주요 원인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을 포함하여 추진력, 선체설계, 갑판보기, 운항개선 등 4가지 주요원인을 고려한  

    기술적 지침 개발할 것을 제안함

 ·DE 56('12.02)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수중방사소음 측정방법(ISO 16554)를 참고하기로 동의 

    하였으며, 통신작업반에서 상선의 수중소음 감소 방안에 대한 권고 지침(안)을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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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선상 중대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피해자 

    보호 및 의료 지원지침 승인

선장이 선상 중대범죄 발생 시 증거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논의함

 - 아국은 선장 권한 및 면책범위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논의결과 법적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논의 제

외 결정

영국 등이 제안한 지침서 초안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지침서 채택을 위해 제28차 총회에 제출

회의명 : 제100차 법률위원회 (Committee on the Legal, 100th Session)

일시/장소 : '13. 4. 15 ~ 19(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Kofi Mbiah(가나)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1개 회원국, 준회원국 및 21개 정부간, 비정부간기구 등 430여명

법률위원회(LEG) 회의결과
IMO 제10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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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 주요 내용 >

◆ 서문

·지침서의 목적은 선장*이 법집행기관 및 전문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증거수집 및 보존과  

   의료지원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 선장은 선장이 대리한 사관 및 선원을 포함하는 개념임

- 선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둠

◆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

·선박 항해 시 관련된 많은 법적 관할권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를 식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일반적으로 선장은 진술 및 발견된 중대범죄*를 기국 및 관련 국가에 보고할 것

   * 지침서에는 중대범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의문사, 실종, 심각한 상해를 입힌 범죄, 성폭력, 선박안전의 

       위협 및 상당한 금전 손실 등을 중대범죄로 포함할 수 있도록 언급

◆ 관련 국가 및 단체 간 협력

·기국 및 관련 국가는 범죄 조사 착수, 진행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

◆ 선장의 역할

·선장은 선박에서 중대범죄의 진술을 확보하였을 때, 기국 및 관련 국가에 가능한 빨리 보고

·선장은 전문조사관이 아니며, 선종에 따라 증거수집 및 보존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인정

·선장은 피해자 보호, 증거 보존 및 관련 당국의 지시를 받을 것

·선장은 범죄현장을 보존,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당국의 지시 또는 지침서의 내용참고

◆ 실종자

·실종자 발생 시 즉시 수색 작업 실시, 실종자를 미발견 시 본선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

·국제항공 및 해양 수색구조편람을 참고하여 적절한 수색구조 기구에 보고할 것

·선장이 범죄행위로 인한 실종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지침서를 따를 것

◆ 보호 및 의료지원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살 및 자해자에 대해 선장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

·자살 및 자해시도자들의 하선이 결정됐을 경우, 선장은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 등에 협력할 것

·자살 및 자해위협이 중대범죄와 관련 시, 선장은 지침서의 적용되는 규정을 참조

·지침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실종,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지원에 대해 선장이 취해야 할  

   방침을 담고 있으며, 제28차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될 예정임

·이에 따라, 회의결과 및 지침서의 내용을 법무부, 외교부, 선주협회, 해운조합, 해운선사 등 관련  

   부처 및 업·단체에 전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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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서 초안 검토 

상륙 및 육상시설과 관련하여 선원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FAL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이란은 올해 제28차 총회에 동 결의서 초안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

3. 소말리아 해적관련 판결 정보 제공 요청 

UNICRI*는 효율적인 해적행위 예측 및 대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중

 - 다양한 데이터의 축척을 위해 각국에 소말리아 해적관련 판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

5. 92 CLC 협약 이행시 발생하는 주관청 의무 및 책임 검토 

IOPC 펀드에서는 협약증서 발급 시 주관청의 블루카드 세부내용 확인 의무 및 보상책임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

4. 연안 석유 탐사 및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월경성 유류 오염 피해에 관한 책임 및 

    보상 관련 원칙에 대한 검토

제안된 오염 피해방지 및 피해 배상금 회수 용이를 위한 원칙에 대해서는 공식 작업의제가 아니므로 검토하지 않음

 - 다만, 양자/지역 협정 관심 국가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동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 구성

협약증서를 발급하는 주관청이 블루카드와 보험계약 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주관청의 보상에 대

한 책임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 회원국들이 제시한 의견은 IOPC 펀드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

 

·공정한 범죄소송 배경

1.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은 선원 중 선박의 44.28% 및 객실의 63.75%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되었으며, 선원의 43.55%가 육체적으로 조사를 받음

2.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법률 대리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선원 중 90.21%가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9.79%가 법률대리인을 고용함

3.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통역이 필요했던 선원 중 91.20%가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한 반면, 8.80%만  

   통역 서비스를 받음

4.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법적인 권리 설명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선원 중 11.40%가 법적인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반면, 88.60%가 설명을 듣지 못함

·UN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는 사무국과 협조하여 각국의 소말리아 해적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바, 2013.2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함

-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인도, 몰디브 등 국가들이 판결을 공개하고 있는바, 전 세계의  

   판결이 UNICRI에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함 

- UNICRI는 해적의 나이,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 직업, 해적 행위 양태, 체포, 기소, 재판,  

  재판 후 이송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계로 분석하고 있는 바, 해적 행위의 예측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의제 내용 >

·유조선 ALFA I호는 오염손해를 포함하여 P&I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보험조건은 그리스 영해 내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200만유로의 손해를 배상하고 화물은 비지속성유류에 대해서만 보장함을 명시 

   하였으나, Blue card에는 92 CLC 협약의 이행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발행됨

·Blue Card를 기초로, 그리스정부는 92 CLC 협약에 따라 유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서를 발행 

   하였음. 동 선박(1,648GT)은 92 CLC 협약 상 4.51백만 SDR(5.53백만 유로)의 책임제한액이  

   적용되며, 92 Fund 포함 최대 보상한도액은 203백만 SDR(248.9백만 유로)임. 만약 선주가 

   재정적으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보험이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손해를 입은 자가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후에도 청구의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1992 Fund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보험증서에는 2백만 유로 책임한도 및 비지속성 유류 운송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그리스  

   당국에 제출된 블루카드에는 92 CLC 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증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순이 있음을 주목함. IOPC Fund 이사회는 Blue Card를 발행한 보험사를 상대로 

   지불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

·CLC 협약증서를 발행하는 체약국이 보험사가 제출한 Blue Card에서 제공하는 내용, 조건, 범위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와 불충분한 보험 범위의 결과로 Fund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면 체약국이  

   Fund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조언 및 검토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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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개정된 STCW 협약 규정을 반영하여 사무국이 개발한 선장, 기관장, 전자기관사 등에 대한 모델코스 승인

 - 모델코스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지침일 뿐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모델코스에 제시된 교육 시간 및 기간

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모든 IMO 모델코스에 주관청이 해당 훈련 요건에 적합하도록 시간 및 기간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

를 삽입키로 결정

2. 선박 정비 및 고장 이력 이관에 관한 ISM Code 개정 

본회의 시 다수의 국가들은 선박 정비 및 고장 이력을 새로운 선주에게 이관하자는 아국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미국, 파나마, 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본 ISM 코드 개정안의 이행에 있어서의 운항상, 법적, 상업적 

문제, 선주간의 분쟁 등의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작업반(WG2)에서 논의하도록 지시함

작업반에서는 본회의에서 제기된 ISM 코드 개정안의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식별함

 - 유람요트(pleasure yachts)는 ISM 코드 10장에서 요구되고 있지 않음

 - 정비 및 고장이력의 이관은 행정상의 부담을 가중시킴

회의명 : 제44차 선원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tandard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44th Session)

일시/장소 : '13. 4. 29 ~ 5. 3(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Bradley Groves(호주)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8개국 정부대표, 준 회원국 2개국 및 28개 비정부기구대표 등  501명

선원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STW) 회의결과
IMO 제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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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선주의 책임관계

 - 이전선주와 새로운 선주와의 시스템 상이

 - 이관에 있어서의 사용언어 상이

 - 중요기기(Critical Equipment)의 식별에 대한 표준의 부재

 - 10년 동안의 정비기록 보유의 어려움

이에, 아국은 이행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본 제안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에서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

의를 요청함

그러나, EC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ISM 코드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좋으나 이행하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상

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

아국은 동 위원회에서 식별된 ISM 코드 이행상의 문제점(운항상, 법적, 상업적 측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협

의 후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전문가 논의결과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문서 제출여부 결정 필요

 

< 의제 내용 >

·ISM Code 및 SOLAS 74 협약에서는 선박회사는 이러한 기록을 새로운 선박회사에 넘겨주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고 이러한 기록은 만약에 새로운 선주가 선박매매 시 명쾌하게 요구할 때에만 

   이전 선주의 재량에 따라 이관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은 Critical Equipment의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을 새로운 선주에게 이관하는 것이 선가,  

   보험료 및 선박의 운항측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연구결과,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이 선가, 선박보험(요율) 및 선박운영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ISM Code 제10장에 따라 선박 회사는 이미 선박의 설비 및 기기의 정비 업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선주로의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은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ISM Code 10.3에서 식별된 설비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아국은 우리 선급에 심사를 수검하고 

   있는 선박 회사 109개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기기들을 Critical Equipment로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주별 Critical Equipment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18 『해사안전소식』여름호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3. 예부선 해기사 지침서 개발 

영국은 예부선 운항사고가 다른 선박사고에 비해 비교적 많이 발생함을 인식하고 동  지침서 개발에 동의하였음

네덜란드는 지침서 개발에 대한 아국의 의견에 동의하며 STCW 협약 I/14(회사의 책임) & ISM Section 6(자

원 및 인원)을 참조 문헌으로 삽입할 것을 요청하였음

미국은 현행 항해사의 교육요건이 STCW 코드 II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였음

STW 44차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동 지침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비공식 통신

작업반을 개설하여 지침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아국이 개발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영국, 미국 등 5개 국가와 공동 작업하여 향후 STW 45차에 문서 제출예정

4. IGF 및 Polar Code가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교육요건 개발 

본회의에서 캐나다 등이 제출한 극지방 운항선박의 해기사 및 선원을 위한 교육훈련요건과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Po-

lar Code의 개정안에 대한 의제문서를 검토한 결과 WG1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네덜란드 Capt. Sibrand Hassing을 의장으로 한 WG1을 구성하여 극지방 운항선박의 해기사 및 선원의 교육훈련

요건을 Polar Code에 포함할 경우와 STCW 협약 및 Code에 포함할 경우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STCW 협약 및 코드에 포함시키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다만, Polar Code 제13장에는 "선박회사는 운항선박의 해기사로 하여금 STCW 협약 및  

Code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것" 

이라는 Reference 정도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또한, STCW 협약 및 Code의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는 STCW Code B-Ⅴ/g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활용하되, Polar Code가 채택될  

시기를 전후하여 신속하게 STCW 협약 부속서와 

Code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Polar Code(안)에서는 극지방 운항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는 다루고 있는 바, 동 코드에 포함된 

SOLAS, MARPOL, STCW 협약 등의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STW에서 다루고 있는 선장과 해

기사들의 교육훈련요건에 대한 전문분야 연구가 필요함

Polar Code가 채택되는 시점에서 STCW 협약과 Code도 신속하게 개정될 예정이므로, Polar Code 초안의 면

밀한 검토 및 기존 IMO 협약과 Polar Code와의 법적 적용범위, 효력관계 등에 대한 연구 및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한 향후 IMO 회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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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및 주기 구동 시스템

- 발전기 및 발전기 구동 시스템 

  주. 주기 및 발전기 구동 시스템에는 텔레그라프, 펌프, 열교환기, 연료유 및 윤활유계통 등  

   주기 및 발전기의 구동에 필수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 주기 및 발전기의 안전장치 (경보장치 및 비상차단장치)

- 조타기 및 조타기 구동시스템

- 선박의 필수적인 항해기기

   주. 자이로, 레이더 등

- 양묘기 및 양묘기 구동시스템

- 화재감지 장치 

- 안전설비 및 시스템 (예 : 하역설비, IGS SYSTEM, 산소측정기, 가스탐지기, 안전벨트 등) 

·이에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에서의 오염장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발전을 위해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에 관한 사항을 ISM code(10.5)에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의제 내용 >

·캐나다와 공동 제안국들가들은 극지방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과 해기사는 강제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강제교육은 탱커교육과 같이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함. 기초 

  교육은 승인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고, 직무교육은 기초교육에 부가하여 빙해역에서의 승무 

   경험과 승인된 상급훈련과정을 이수하며 특히 직무교육의 대상으로 선장, 해기사는 물론 Immediate  

   responsibility이 있는 모든 종사자(선박의 navigation/conduct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요청함

·이러한 특별교육훈련요건을 STCW 협약 부속서 5 및 Code A에 새로운 Section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함 

·아르헨티나는 Polar Code 제13장에 대한 개정제안에서 극지방 운항선박의 항해사 및 기관사는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ice navigator는 추가로 최소  

   30일간의 빙해역 운항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제안하였음

·또 북극과 남극을 운항하는 ice navigator들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하고, 특히  

   남극은 정치, 관할권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제도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 내용이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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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처리기술(6종) 승인

 - 제24차~제25차 GESAMP-BWWG 심사결과에 따라 기본승인(3종), 최종승인(3종)등 총 6종의 기술에 

대해 승인, 최종 및 기본승인 각 1종은 승인불허

* 아국은 최종승인 1건(한라IMS EcoGuardianTM), 기본승인 1건(선보공업, 디섹, 한국기계연구원 공동, Blue ZoneTM) 획득 

평형수관리협약의 적용시기 조정을 위한 총회결의서 초안 확정

 - 총회결의서 채택 시 별도의 기탁 또는 선언 없이 모든 IMO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통해 결의서를 채택하는 안

으로 합의함

 - 협약 발효 전 건조된 선박을 현존선으로 규정하고 현존선에 대한 평형수처리설비 탑재 유예기간을 5년으

로 연장하기로 함

 - 아국의 증서조화제도 제안을 반영하여 타 협약 정기검사 시점까지 평형수처리설비 탑재를 완료하도록 함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이후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IOPP)의 만료시점까지 평형수관리장치를 탑재해야 하므로 5년간  

     연차별로 균일한 설치 수요발생

회의명 :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5th Session)

일시/장소 : '13. 5. 13 ~ 17(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Andreas Chrysostomou(키프로스)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93) 및 준회원국(2), 국제기구(7), 정부간 기구(11), 비정부간 기구(48) 등 1,005명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결과
IMO 제6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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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CW 코드의 색각(Color vision)요건 개정 제안 

본회의에서는 색각요건 개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작업반(WG1)에서 관련 STCW Code 개정 작업 및 지침서 개

발을 하도록 결정함

작업반에서는 STCW Code Table A-I/9(선원의 승무를 위한 최저 시력 기준)의 색각과 관련된 See Note 6 및 

7에 다음 문구를 삽입함

 - Other equivalent confirmatory test methods currently recognized by the Adminstration may con-

tinue to be used

(주관청에 의해 현재 인정된 다른 동등한 확인 검사방법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작업반에서는 상기 개정안이 동의될 때까지 주관청이 합리적인 색각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하는 지침서(STCW.7/Circ)를 개발함

본회의에서는 상기 사항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MSC 92차에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기 개정안 및 지침서 초안

의 제출을 결정함

 

< 의제 내용 >

·2012년 1월 1일 발효하는 2010년 마닐라 개정은 색각(color vision)과 관련한 강제 요건을 포함 

   하고 있음. 색각을 포함하는 시각 기준은 STCW 코드 A-I/9의 Table A-I/9에 포함되어 있음. 동 색각  

   요건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CIE-143-2001(운송 관련 색각요건에 관한 국제  

   권고)에 정의된 색각 기준을 채택한 것임 

·CIE Standards을 반영하고 있는 STCW 코드 A-I/9의 Table A-I/9은 직무시력에 관한 최소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수단과 관련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선원들이 동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Holmes Wright Type-B 랜턴과 같은 장비가 요구됨.  

   대안으로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측정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절차가 요구되어 일반적인 의료 검진자에 의해 수행되기는 어려움 

·선원이 CIE Standard에 따른 검진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대체 검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IE STandard 1 요건을 만족할 수 없으며 500 GT 초과 선박에서의 직무를 위한 의료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음

·2010년 마닐라 개정에 따른 색각(color vision)과 관련한 강제 요건이 다른 기타 통용되고 저가의  

   동등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정 훈련이 요구되며 운영비용이 비싼 기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는 검진을 받는 선원과 관련 의료증명서를 발급하는 주관청 모두에게 부담이 됨

·따라서, 동문서에서는 색각 테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식별될 때까지, Table A-I/9 상의 색각  

   요건은 주관청이 선원들이 적절한 색각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체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Table A-I/9(선원의 승무를 위한 최저 시력 기준)의 색각과 관련된 See Note 6 및 7에 "주관청이  

   인정한 대체수단"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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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재활용

홍콩협약에 따른 선박의 유해물질 중, 석면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인 0.1%를 적용하되, 유해물질목록에 기재되는 

석면은 1.0%를 초과하는 물질에만 적용하기로 결정

홍콩협약에 따른 선박 점검지침서의 개정제안 중, 유해물질목록이 최신화되지 않은 경우 PSC 검사 적용 범위는 동 

협약의 발효 후에 논의하기로 함

유해물질의 경계조건 및 면제에 관한 추가 논의를 위하여 회기간 통신작업반이 결성됨

 - 아국은 동 통신작업반에 참여하여 각종 유해물질의 경계조건 및 면제 요건의 추가검토 및 시장조사 등을 논

의 예정임

3.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대기오염방지)의 Tier III NOx 배출 기준(배출통제 지역 ECAs에서 2000년도 

기준인 Tier I의 80% 감축, Tier II는 2011년까지 15% 감축) 이행 기술개발현황 평가 통신작업반 결과는 적용시

점('16.1.1) 이행이 가능함을 보고함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 및 선주단체가 통신작업반 최종보고서에 반대하여 2021년까지 5년간 발효시점 연

장 개정 초안 채택함 

 - MEPC 66차('14.3)에 동 개정안이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임

이에, 9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본 개정안 채택될 시 개정안 채택 

유보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Tier III를 적용할 것을 선언함

 - 미국의 지역(ECAs)을 운항하는 선박은 IMO협약과 관계없이 2016. 1. 1부터 Tier III기준 적용 대비 감축장

치(SCR, EGR 등) 설치가 요구됨

4.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계산 시 선속보정 방법

현재 아국조선소에서 사용 중이며 아국과 일본이 주장한 ISO 15016과 유럽에서 주장한 ITTC(STA-JIP)가 동시에 채

택됨 

향후 ISO15016 방법의 추가 개정 작업에 대하여는 ISO와 ITTC가 협력하여 2014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결

정함

5. 기술이전 및 협력 증진 결의서 채택 

사무국이 제출한 문서(64차 잠정안)를 바탕으로 남아공이 제출한 타협안을 참조하여 수차례 본회의장 및 작업반에

서 논의하였으나 적용원칙(CBDR vs NMFT)의 문제로 합의안 도출 실패

 - 그러나, 의장의 중재와 선진국 및 개도국의 본회의장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종 남아공의 협상안(NMFT & 

CBDR 동시고려)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장이 선언함

 - 여전히, 선진국은 최종 남아공의 결의서 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출

결의서 채택에 따라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자금 및 역량강화 지원 및 특별전문가그룹(AHEWG-TT) 설치운영 

예정

결의서 이행을 위하여 IMO 사무총장은 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을 운영 및 극빈개도국(LDCs) 등의 우선 지원을 

회원국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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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최신화 작업 위임사항을 결정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장래 시나리오)을 최신화

 - CO   이외 기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추가

 -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의 진행 관리·감독하며, 운영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선진국 3명, 개도국 3

명, 위원회 의장 1명)

 - IMO 사무국은 '13.7.31까지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 MEPC 66차에 최종보고서 제출

시장기반조치(MBM) 추가 영향평가를 위한 통신작업반 구성

기타 의제 5와 관련된 사항은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결의서 논의에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MEPC 

66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7. 온실가스 규제 관련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 증진 결의서 채택

 - MEPC 65차 최종결과보고서의 결의서 최종문구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향후 대응방안 마련 및 대책 수립

 - 협약의 이행효과 평가, 기술이전 및 자금지원의 수요 파악, 자금 조성방법 및 인벤토리 구축 논의 등을 위한 특

별전문가그룹(AHEWG-TT) 적극 참여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계산 시 선속보정 방법 논의

 - 현재 아국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속보정(ISO 15016) 방법에 대해 금년 9월에 ISO 회의 시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조선업계 및 국내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ISO 15016 개정작업의 완료('13.9)후 국내 조선업계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기 회의

(MEPC 66, '14.3)의제 문서 제출

LNG선에 대한 EEDI 계산 및 기준선 계산방법

 - 아국의 직접운전디젤방식 건조실적을 조사하여 일본에서 제안한 재액화방식 수식이 적절한 지 검토 필요함

 - 아국의 LNG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준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기준선 수식에 반영 노력

 - 최근 LNG선의 EEDI수준을 조사하여 현 기준선 대비 많은 개선이 가능함을 지적, 아국에 유리하도록 감축률 

강화 제안

시장기반조치(MBM) 추가 영향평가 및 논의 대응

 - MEPC 66('14.3)에 제출될 예정인 MBM 추가 영향평가보고서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이 구성됨에 따라 

MEPC 66차 이후 MBM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효과적인 MBM 논의 대응 및 주도를 위하여 정부, 산업계, 관련기관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MBM 대

응 협의체(가칭)"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조치 

 - 현존선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MRV 시스템 개발이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로 MEPC 66('14.3)부터 본격 논의가 

예상됨으로 선주협회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입장 정립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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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은 선박허가총칙을 개정하여 자국  

수역 내 선박의 배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선박 

평형수 처리, 윤활유 사용, 선체도장 및 배출가스 

집진기의 배출 등을 규제함

 - 2013 선박허가총칙(VGP, Vessel General Permit)은 

2008년 규칙을 대체, 올해 12월19일 발효. 26개  

규정은 선종 대부분에 대한 평형수 배출제한을 다룸

 - VGP의 평형수 요건은 연안경비대의 평형수 요건과  

제휴되어 있으며, 평형수 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관하

여도 규정하고 있음

* 법원 판결문에서 환경보호청에게 평형수 규제를 포함하도록 규정

의 개정을 요구

평형수 시스템 기준은 국제해사기구에 마련한 기준과  

유사하지만, IMO 회원국이 승인한 시스템을 바로 인정하

지는 않음

 - 미국 수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평형수 기술은  

USCG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MO 회원국의 승인을 받

은 시스템 제조사는 그 기술을 대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제조사가 미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때 까지 5년의 유예기간

 - 선박허가총칙은 선원에게 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작동하는지를 증명하

기 위해 기록유지 요구

선박허가총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샘플링 및 모니터링을 규정함

 - 첫째, 시스템은 적어도 월 1회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함 

 - 둘째, 모든 센서도 매년 보정해야 함

 - 셋째, 배출수내 생물학적 유기체를 모니터링해야 함

환경보호청은 이미 샘플링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설치 첫해에는 2회 이상 실시하고,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면 그 

이후 년1회 실시하게 되며 품질이 낮은 경우 연간 4회 실시하게 됨

미국 환경보호청, 선박배출규정 강화 (4.16 Lloyd's List)

27｜ 국제 해사동향

유조선에서 해상으로 배출되는 유류 및 석유 파생품에 대하여 적용(총톤수 단위로 계산), 오염 평형수의 배출, 일반 

선박의 석유 파생품 또는 일반선박의 고형 쓰레기 또는 오수의 배출에도 적용됨

벌금은 유류 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에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

 - 벌금액은 오염양이 아닌 선박의 크기 및 오염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선박출항 전 또는 고지 후 30일내

에 납부 시, 총 25%까지 감액

 - 벌금은 현금으로 납부되고, 관청은 오염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사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을 피할 수 없음

 -  30일내 행정심판 가능, 예방조치 활동, 사진 또는 비디오 증거 등의 제시도 효과가 크지 않음

* 벌금 표(1.82 try / 1 us$)

터키, 해양오염 및 유출에 대해 벌금 부과 (4.17 Lloyd's List)

Lloyd's List

Category A : Petroleum products and derivatives discharged by tankers

Up to 1,000 GT 67.69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16.89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1.63 TRY per Gross Ton

Category B : Dirty ballast discharged by tankers

Up to 1,000 GT 50.76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10.12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1.63 TRY per Gross Ton

Category C : Petroleum products,  petroleum derivatives and dirty ballast water discharged

by ships or other sea vessels

Up to 1,000 GT 33.83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6.74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1.63 TRY per Gross Ton

Category D : Garbage, sewage and grey water  discharged by ships or other sea vessels

Up to 1,000 GT 16.89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3.34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0.65 TRY per Gross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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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13,000TEU 선박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年 약 40백만$ (통상 연료비 약 5십억 달러의 0.8)를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파나마 운하 확장은 아시아-미국 동부(걸프만)까지 연 7.5백만 ~ 7.8백만 TEU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항로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됨

* 컨테이너 항로의 연간 성장율은 4.5%

* * 미국향 범세계 서비스 20개 항로 중 14개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

美 수역 내에서 사용되는 평형수기술은 연안경비대가 인정하는데(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최근 Veolia Water사의 자 회사인 RWO*사가 개발한 Cleanballast 기술을 인정하였음

* 브레멘 소재 제조사. 작년 독일선급으로부터 Product Design Assessment (PDA) 증서를 받았으며, Cleanballast 기술은 우

리나라, 중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가지고 있음

미국은 2016년까지 승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파나마 운하확장으로  

연 40백만달러 연료유 절감 (4.22 Lloyd's List)

미국, 평형수 대체관리시스템 최초 인정 (4.23 Lloyd's List)

29｜ 국제 해사동향

해상을 통한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2002 아테네 협약이 내년에 발효됨

* 4월23일 벨기에가 알바니아, 벨리즈,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팔라우, 세인트키스엔네비스, 세르비아, 시리아 및 EU에 이어 

비준. 발효요건을 충족

* * 2002 의정서는 1974 협약을 개정한 것임

2002 의정서는 운송관련 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책임한계를 5배 이상 올림 

네덜란드 해양공학연구소 EEDI 검증방법 교육

과정(일주일)을 개설

 - 6월에 시작. 해양공학 또는 조선공학 학

위를 가진 자 수강 가능

(IMO 규정) 선박 등록국은 선박의 모델 테스

트 및 속도/출력 시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EDI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함

아테네 협약, 2014년 4월 23일 발효 (4.26 Lloyd's List)

네덜란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검증 훈련과정 개설 (5.7 Lloyd's List)

Lloyd's List

 

<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한계, 단위 SDR >

1974년 협약 : 46,666 → 2002년 의정서 : 부상 250,000 및 사망 400,000

< 객실 수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한계, 단위 SDR >

2002 의정서 : 여객 2,250, 자동차 12,700, 기타 수화물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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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L-현대중공업과 세계 최대규모 18,400teu 컨선 5척 건조계약을 체결

 - 현대중공업은 척당 136.6백만 달러 제시, 이는 '11년 대우조선해양이 머스크라인과 18,000 teu 컨테이

너선 20척 건조계약 시 190백만달러보다 낮음

* CSCL은 2012년 기준 총 선복량이 600,000 teu이며, 2011년에 비해 4,103 teu로 증가하였으나 척수는 164척에서 145척으로 

감소함

선박은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1/4분기에 인

도될 예정임

 - 평형수처리시스템 2기가 탑재되고, 선속 및 

해양상태에 따라 연료소비를 자동으로 조절하

는 주기관 1기가 설치됨

Clarkson 신조 지수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약 126포인트 급락

 - 현재 건조가는 거의 저점이고 발주증가로 반

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현재가 해운선사에게는 신조발주의 적기로 평가됨

유럽연합이 선박재활용에 관한 자체적인 법률 제정을 진행함에 따라 IMO가 4년 전에 채택한 홍콩협약이 사문

화 될 우려가 발생하였음

 - EU는 Basel 협약에 따라 기국에 상관없이 EU 항만에서 동남아(중국) 등 비 OECD 국가의 해철시설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폐기물 운송규칙을 강화하려 노력해 옴

유럽 및 노르웨이가 동남아시아에서 선박재활용을 금지하면 3개 동남아시아 국가가 홍콩협약을 비준할 이

유가 없어지게 되며, 이 3개국이 없으면, 협약 발효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임

중국, 

현대중공업과 초대형 컨선 5척 건조계약 (5.8 Lloyd's List)

유럽연합(EU), 선박재활용협약 훼손 우려 (5.10 Lloyd's List)

31｜ 국제 해사동향

Lloyd's List

미국은 한 세기동안 최대 유류수입국이었으나,  

2012~2018년 동안 일일 3.9백만 배럴*까지  

북미산 유류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조선 해운시장이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

됨

* 석유수출국(OPEC) 이외 국가의 공급량인 6백만 

bpd(barrels per day)의 2/3에 해당

북미생산 유류(캐나다 샌드오일, tight oil)*가  

수출되면서 걸프만~남미간 유류제품운반선 시장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함

* (샌드오일)모래, 물, 점토 등의 혼합물에서 석유를 추출, (Tight oil)셰일가스와 함께 묻혀있는 석유

페로스제도는 덴마크령에 속하지만, 선박등록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와 경

쟁관계임

페로스 국적의 선박은 87척에 불과하나, 정부가 ‘08년 등록제 설립이후 향후 3년 내 등록선박 200척을 목

표로 하고 있다고 함

영국 조류보호협회는 선박으로부터 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합성고무에 대하여 IMO에 위험물 분류를 재검토하

여 줄 것을 요청

북미 원유수출, 유조선수송 패턴 변화 (5.16 Lloyd's List)

덴마크 페로스 제도, 선박등록 확대노력 (5.23 Lloyd's List)

영국 왕립 조류보호협회,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위원회에  

합성고무의 재분류 요청 (5.17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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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라인의 첫 번째 Triple-E급* 18,270TEU 선박의 인도일이 37일 앞으로 다가오고, 이 선박이 아

시아~유럽간 항로의 새로운 선형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대형선박을 수용해야 하는 항만의 비용이 일부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

* economy of scale, energy efficient, environmentally improved의 줄임

18,000TEU 선박은 길이 400m 및 폭 59m의 선석을 요함

카훼리 및 로로선박은 화물구역이 유조선이나 산적화물운반선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 어려워 EEDI 시행이 유

보*되었으나, 

* '11년 EEDI 도입시 업계는 EEDI 표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선속을 낮추는 것이라 주장

하면서 시행을 2년으로 늦추었음

IMO는 카훼리와 로로선박에 대한 특화된 EEDI를 도입하고, 2016년 신조선부터 적용하기로 함

* '16년부터 현 설계에 대한 5%, '20년 20%, '30년 30%의 연료효율화가 요구

18,000TEU 컨선  

수용을 위한 항만시설 보강필요 (5.23 Lloyd's List)

카훼리 및 로로선박,  

연료효율화지수(EEDI) 적용 (5.30 Lloyd's List)

33｜ 국제 해사동향

Lloyd's List

중국은 편의치적 중국선박을 자국제도로 끌어오기 위하여 천진의 동강 자유무역항만구역에서 외국자본 및 선원에 대한 

요건을 일부 완화*한 선박 등록 제도를 공포한다고 발표

* 해외 중국회사의 자본을 내국자본으로 인정

* 선박직원의 30%까지 외국인 선원이 승선

* 현 규정 : 중국 등록선박은 중국자본이 50% 이상, 자국 선원만 승선

중국은 상해 양산자유무역항에서도 작년 3월 국적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선사가 소유한 외국적선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를 면제하였지만, 1년 이상이 지난 5월 중순 겨우 두 번째 선박이 등록

중국은 편의치적 중국선박의 자국적 취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세금면제제도의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해 오

고 있으나,

 - ① 중국선급 입급, ② 자국보험사 가입, ③ 선박서류가 중국법에 따르고 

     ④ 선사는 과중한 기업세를 부담

* 2012년 1월 기준, 중국은 세계 4위 선박 등록국이지만, 총 124백만 중량톤수(DWT) 중 58%인 72백만 중량톤수는 외국적 등

록선임 

세계 원유해상수송 약 40%가 수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연안국 : 이란, 오만, UAE)을 이란이 봉쇄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송이 

최근 증가세에 있다고 함

UAE가 해협을 통해서 약 20%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체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면 중

동산 원유의 상당부분은 오만만으로 전환될 것임

 - 유조선은 푸자이라에서 원유를 선적*하게  

되고 중동만까지 해협을 통항할 필요가 없음

* 실제로 푸자이라항은 '11년 6.4백만 배럴의 수출, 

'12년 20.8백만 배럴로 증가

* '12년 7월, 아부다비~푸자이라간 파이프라인이 개

통. 40억 달러가 소요된 400㎞의 파이프라인. 일일 1.5백만 배럴의 수송. 월간 수송량은 22척 이상의 VLCC에 해당

중국, 개방 선박등록제도 운영계획 (5.31 Lloyd's List)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파이프라인수송 부상 (5.31 Lloyd's List)

이란 호르무즈 해협
세계 최대 원유 수송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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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해수부, 신개념 예인줄 기술개발 착수

해수부, 해적피해 대응 강화한다

해수부, 해사안전 행정 일원화로 종합안전 대책 마련 나서

부산항, 세계 최초로 Triple-E급 컨테이너선 만난다

6개 외국크루즈사에 사업 승인...크루즈 활성화에 기여

해양사고의 근본원인,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관이 모였다

해상교통관제사, 도선사와 손잡고 선박·항만 안전 지킨다

해양안전분야 협업 강화로 안전한 바다 실현에 앞장서

선원 근로환경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된다 

국내 해사동향

Maritime Safety News

35｜ 국내 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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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예인줄 개발로 어선 충돌사고 방지 기대

해양수산부는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선이 예인선의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 예인선(曳引船) :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부선(艀船) : 예인선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

예인선이 약 200~30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연결된 부선에 화물을 싣고 운항하다 보니 어선 등 소형선박

이 야간 항해 중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예인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예인선의 예인줄 관련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 선박이 예인줄과 충돌사고

를 피할 수 있도록 야간에 충분한 거리에서 예인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 합성수지(PP, Polypropylene) 

예인줄'을 개발키로 하고,

5월 중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2014년까지 시제품 개발 후 현장 시범 적용 등을 거쳐 예인선에 야간 식

별 예인줄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예인선의 예인줄은 선박 레이더(Radar)로도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된 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2008~2012년) 예인선의 예인줄과 관련된 해양사고는 약 40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11.7월 서해상에서 어선(8톤급)이 예인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예인줄에 접촉 후 부선의 좌현(왼쪽)에 충돌하여 어선

이 전복되고 선원 1명 사망

앞으로 예인선이 야간 식별 예인줄을 사용하게 되면 예인줄에 의한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한편, 국

내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운항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1,300여척의 예인선이 등록되어 있다.

 

해수부, 신개념 예인줄 기술개발 착수>>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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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예인줄-부선 관련 사진 

부선 예인선예인줄, 약 200~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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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해적대응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수)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해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

다.

이번 훈련은 해수부가 부활되고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으로 그 의미가 크다.

훈련은 청해부대 왕건함의 아덴만 파견에 앞서 선박의 해적피랍에 대비, 함정의 선박 구출작전 역량을 강

화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및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

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국적선사인 흥아해운 등 약 350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은 인도양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선원을 구출하는 가상 상황으로 진행되었으며, 훈련에는 

금년 5월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4,400톤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대잠헬기 1기, 고속단정 3척 등이 동원되

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한 해적대응 능력배양 결과,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해적공격은 32%(439건→297건), 소말리아 해역은 68%(237건→75건)가 감소

하였고, 피랍 건수 면에서도 전세계 38%(45건→28건), 소말리아 해역은 50%(28건→14건)가 줄어 든 것

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1일 평균 0.8척의 해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해적활동이 거세지는 등 지속적인 해적대응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에 의하면, 해적퇴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 덕분에 2011년 5월 이후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

이 해적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바다에 관한 전문부처로서 해수부가 부활된 만큼 해적피해 대응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재

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해적피해 대응 강화한다>>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개요 1

◆ (목적) 선원대피처 설치 및 보안요원 탑승 등의 '해양수산부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해역 범위를 지정

•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최소건현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은 기본적으로 위험해역 밖으로 항행하

도록 권고

* 통항지침 주요내용 : 우리부에 통항보고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 보안요원 탑승, 철조망·살수장치 설치 등 선사자구

책 이행

◆ (시행) 2011. 1. 16 부터

◆ (범위) 홍해,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인도 서부 연안 등은 제외)

(현행) 위험해역 좌표

· A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0도30분        · B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8도00분

· C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50도00분        · D지점 : 남위02도00분, 동경073도00분

· E지점 : 북위11도00분, 동경073도00분        · F지점 : 북위22도00분, 동경065도00분

· G지점: 북위22도00분, 동경059도40분         · H지점: 북위17도00분, 동경042도33분

· I지점: 북위17도00분, 동경039도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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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주재 해양사고 예방 긴급대책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에서는 4.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재학 차관 주재로 3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단체 : 해양수산부(주관), 해경청, 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항만청(11개),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선주

협회, 해운조합, 한중카훼리협회, 도선사협회,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 해양수산연수원, 해

양환경관리공단, 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전국수산인경영인협회, 서귀포수협, 대형기저수협

이번 회의는 최근 어선과 상선 충돌, 어선 화재 등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각 기관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기관들은 최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국가 해사안전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대책 추진계

획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손재학 차관은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그간 각 부처로 분산되었

던  일반선박, 어선에 대한 안전 행정체제가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기관 간 협

업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번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대책을 망라한 해사안전 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해수부, 해사안전 행정 일원화로  
종합안전 대책 마련 나서

>>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2

◆ 소말리아해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우리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 불가피하게 해적위험해역 통항시, 해양수산부의 해적대응요령을 준수하고, 특히 아래 단계별 조치사항

을 이행할 것

◆ 오만만 입구, 인도 서안 해역에서도 해적대응요령을 준수 할 것

◆ 말라카·싱가폴 해협 및 남중국해(특히 Anambas, Natuna, Mangkai 섬 부근해역)에서도  

    해적경계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보고체계를 유지할 것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해적위험해역 통항중 조치>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1.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 통항보고(진입 3일전 또는 EU함대 통항보고 위치선 

   통과시점 중 빠른 시기에)

* 선장은 선장이 대리한 사관 및 선원을 포함하는 개념임

2.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3.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 확인 등

* 해적모선 활동정보(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4. 취약선박*과 LNG 운반선박은 반드시 보안요원을 탑승 조치할 것

* 최대속력 15노트이하이면서 건현 8M이하의 선박

5.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6. 최대속력으로 운항할 것

7.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전원을 차단할 것(해적 공격시 'on')

8.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9. 선박비상신호(SSAS) 발신 및 신고(→우리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10.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11. 선원대피처로 대피시 청해부대(또는 선사)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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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 첫 기항지 부산항 확정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건조되는 Triple-E급* 컨테이너선의 첫 기항지로 부산항이 확정되었다

고 밝혔다.

* Triple-E급 : Economy of Scale, Energy-Efficient, Environmentally-improved의 약칭으로 현존 최대선박 1만

6000TEU급 대비 2000TEU의 추가용량 적재

세계 첫 Triple-E급(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은 덴마크 MAERSK사에서 발주하여 우리나라 기업인 대

우조선해양(DSME)에서 건조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서 연료소모를 최소화한 친환경* 선박이다.

* 기존 아시아~유럽 평균 선대보다 CO   배출량 50% 감소시키면서도 주엔진동력의 효율성은 10% 증대

MAERSK사의 Triple-E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은 오는 7월15일 부산항을 첫 기항지로 입항한 후 아시

아 ~ 유럽 지역을 경유하는 정규 항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동 선박의 하역작업을 담당하게 된 부산신항만주식회사 터미널(PNC)에서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이 50m인 최첨단 컨테이너 크레인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 현재 부산항 최대 컨테인 크레인의 높이 : 43m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초 Triple-E급 컨테이너 선박의 첫 행선지가 부산항으로 선택된 것은 차질 없

는 항만 인프라 확충, 피더네트 워크 구축, 선사별 타켓 마케팅을 시행한 결과이며,

대형 컨테이너선의 기항 시 우선 고려 요소인 정시성 및 효율성 부분에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대형화 및 글로벌 항만 동향, 해운·항만 여건변화를 지속 점검하고,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세계 최초로 Triple-E급 컨테이너선 만난다>>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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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E 선박 상세 설명 

◆ Triple-E 개념 : Economy of Scale
                          Energy-Efficient
                          Environmentally-improved

◆ 선박재원 : 총톤수(165,000톤), 길이(400m), 너비(59m), 높이(73m), 흘수(14.5m), 속도(23 knots),  

                    Capacity(18,000 TEU)

◆ 주요특징

• 현재 자사 최대 컨테이너선인 Emma Maersk(15,500TEU)보다 CO   배출량 20% 감소

* 기존 아시아-유럽 평균 선대보다 CO   배출량 50% 감소 

• 폐열회수발전시스템(Waste heat recovery system) 장착으로 엔진 효율화(주엔진동력 효율성 10% 

증대)  

• 연료소모 최소화를 위해 건조한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대우조선해양 건조)

* 2011. 2월 10척 발주(19억 달러), 2011. 6월 10척 추가 발주(19억 달러)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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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기항 226회 중 사업승인 받은 크루즈사 184회(81.4%)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6일 중국 국적 최초 국제크루즈 선사인 TRITON INTERNATIONAL IN-

VESTMENT CO.에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 외국 해상여객사업자가 국내항와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모객활동 포함)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의 사업면허에 해당하는 특례로서 승인 조치(해운법 제6조, '06.10 신설)

'TRITON' 소속 크루즈선 HENNA호(47천톤, 여객1,965명, 승무원 700명)는 중국 톈진항을 모항으

로 톈진-제주-인천항로(5박6일, 6박7일)와 톈진-인천항로(5박6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

로 있으며,

 - 5.3(금) 여객 약 천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첫 기항(07:50)하여 서울 관광 등 일정을 소화한 후 5.4(

토) 출항(18:25) 할 예정이며, 올해 인천항에 31회 더 기항한다. 제주항에는 7.2부터 시작하여 올

해 18회 기항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국내 크루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06.10월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 크루즈 사업자가 국내 기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 '07. 4월에는 국내 선사가 크루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크루즈사업 근거(순항여객운송사업)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작년 2월 최초 국적 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호'(2.7만톤/여객 1,000

명)가 취항하였고,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 6개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았다.

 - 크루즈 선사에 대한 면허 또는 승인 조치는 국내 크루즈 기항횟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기항한 226회 중 면허·승인 받은 크루즈사 소속 선박이 184회로 81.4%를 차

지하였다. 

올해에도 이번에 사업 승인한 Triton사(중국) 및 지난 1월 승인된 '스타크루즈'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항

하는 외국 크루즈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수부는 세계 5대 크루즈사 중 '로얄캐리비안', '코스타크루즈'가 국내 사업 승인을 받았고, 현재 또 

다른 메이저 크루즈선사를 대상으로 국내 유치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외국 크루즈를 통해 입국한 여객이 국내에서 2,260억원('12, 관광공사 조사)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경제에 기여했고,

올해는 작년대비 59% 증가한 380여회 기항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지출 규모도 급증, 3,4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12년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 외국인 크루즈 여객 1인당 평균 512$ 지출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 확대와 연계하여 국내 선사도 크루즈 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고

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취항했던 최초 국적 크루즈선이 자체 마케팅 실패와 더불어 국적 크루즈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효율적 운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미비가 운항 중단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 국적 크루즈 취항 활성화 및 크루즈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 법률'

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 국제항에서 국내항 사이 운항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비자 및 선용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

고, 크루즈선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절차를 합리적 운용 등

 -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일본(5개사 6척), 중국 크루즈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내 기

업이 크루즈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그간 각 지자체와 항만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외국 크루즈선 유치 활동 

등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크루즈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지원하고, 크루즈 유치 활동은 항만별·지

역별 특화된 관광 상품과 크루즈 선사별 운항 특수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개별적 유치활동으

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 외국크루즈사에 사업 승인...크루즈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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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2년 '13년

면허 - 하모니크루즈(한국) -

승인
Royal Caribbean Int(미)

Costa Cruise(미)

MOL(일)

Japan Cruise Line(일)

Star Cruise(말련)

Triton(중국)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회수/여객(천명) 97 / 77 145 / 174 144 / 153 226 / 282

< 국내 크루즈 면허 및 외국 크루즈사 사업승인 현황 >

< 국내 기항 크루즈 추이 >

* 국내 사업자는 면허, 외국 사업자는 승인(모객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국내기항하는 외국크루즈는 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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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마린 포럼」 창립 총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본격 나선다.

※ 인적요인이란 선박 종사자의 과실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종사자 개인의  전문성, 신체적 능력, 피로도,  

    선박의 디자인, 회사의 안전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간 정부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설비, 통항규칙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해양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 사고는 경계소홀, 법규위반,  

종사자의 피로 등 인적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인

적요인에 의한 사고 저감을 위해 민·관이  

참여한 「휴 마린 포럼」을 창설하고 5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

최했다.

포럼에는 해양수산 분야 대학, 업·단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총 30여개 기관(해사안전국장 및 포럼 운

영위원 등 45여명)이 포럼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임원선출, 포럼운영방안 논의 및 회칙·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휴 마린 포럼」 : Human Element Marine Forum의 약칭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휴 마린 포럼은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업계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양안전 분야와 인간공학 등 타 분야의 전문가들 간 활발한 지식의 융합과 논의를 통해 인적요인을 고

려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 마린 포럼」은 인적요인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연2회), 기관간 정보의 교류협력을 위

해양사고의 근본원인,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관이 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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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30여개 산·학·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휴 마린 포럼 창립총회 개최를 개최했다.

포럼조직 구성 및 참여기관·업·단체 

◆ 포럼조직 구성

공동대표

감사 고문

운영실무기구

운영위원회

사무국

회원 기관, 단체 및 개인

* 공동대표 : 해사안전국장과 민간 전문가(해양수산연수원장, 한진SM 대표이사)

* * 운영위원회 구성 :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및 업·단체(26개)

◆ 참여기관·업·단체

(정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선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2)

(학계·연구기관) 한국해대, 목포해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

양과학기술원(7) 

(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도선사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사위험물검사원, 해기

사협회(13)

(업계) 현대해양서비스, 한진에스엠, STX 마린서비스, SK 에스엠(4)

한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양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럼 사무국은 6월중 포럼에 참여할 개인 회원도 모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48 『해사안전소식』여름호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 협약 체결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물류흐름 지원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가 손을 잡

고 해양사고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도선사는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위치, 방향 등을 관제사에게 제공하며, 관제사는 

모든 선박의 교통상황을 종합하여 도선사에게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해양수산부와 (사)한국도선사협회는 6월 11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상호 업무 이해도 증진을 위한 관제-도선 교환체험 실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선교신 협

력, 관제사·도선사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항해지원과장, 전국 15개 관제센터장과 (사)한국도선사협회장, 

해무이사 등 30명이 참석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이번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간 업무협력체계 강화 협약식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사안전 분야 전문가 간 협업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교통관제사는 전국 15개 항만에 27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RADAR, VHF 등을 이용하여 선

박의 항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선사는 전국 11개 항만에 2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선박에 직접 승

선해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인원현황

해상교통관제사,  
도선사와 손잡고 선박·항만 안전 지킨다

>>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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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간 업무 협약식 개최 모습

합계 본부 부산
부산
신항

인천 경인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완도 포항 제주 평택 대산

272명 9 23 15 24 7 24 23 22 13 16 18 12 19 15 15 17

합계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 마산 대산 포항 군산 목포 동해

248명 49 44 39 27 28 17 17 9 8 6 4

〈전국관제센터 및 관제사 현황〉

〈전국 도선구 및 도선사 현황〉

임현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왼쪽)과 나종팔 (사)한국도선사협회장은 6월 11일 해양수산부 대회
의실에서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 협약'을 체결

전국의 해상교통관제센터장과 한국도선사협회 임직원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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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민·관 포럼, 현장목소리 청취 등 스킨십 강화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최우선 과제로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기관 간 협업·민간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을 한층 강화

해 나가고 있다.

금년 4월에 일반선박 외에 어선, 레저선박,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등을 포함한 '해양사고 30% 줄이기 대책'을  

소방방재청,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련하여 협업

행정의 첫 신호탄을 알렸다.

기존 환경규제를 신산업 창출로 연계한 선박평형수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기업인 ㈜테크로스와의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유해수중 생물사멸 장치) 기

술개발 협약(4.30)을 시작으로, 

해상안전 정보교류를 통한 안전한 운항여건 조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해양수산부의 선박모니터

링 시스템을 연계·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6.7)하고,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

사와 도선사와의 교환체험, 상호 무선교신 협력,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사)한국도선사협회와의 협

력(6.11)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안전과 관련된 기업체·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와의 상시 협력채널을 마련

하여 정보교류와 소통의 폭을 전방위로 넓혀 나가고 있다.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저감을 위해「휴 마린 포럼」을 지난달에 

창설(5.29)한 바 있고,

이어, 조선·ICT·운항기술을 융합한 신개념 선박항법체계인 E-Navigation*의 국내 산업화 기틀 마련

을 위해 ·(가칭) E-Navi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선박의 다양한 항해장비를 통합·표준화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해상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제공하는 것

이와 더불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부산시,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

여하는 해양안전 관계관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6.14)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는 국민의 해양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해양안전

실천본부(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양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현철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에서의 협업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관 상호 간은 물론 민간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정책혼선을 줄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

적으로는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안전분야 협업 강화로 안전한 바다 실현에 앞장서>>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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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노동협약(MLC) 이행증서 발급 추진

앞으로는 선원의 근로환경 및 생활조건이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선원들의 복지가 한층 강

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제노동기구(ILO)의 '2006 해사노동협약(MLC)' 발효에 발맞추어 국적 선

박에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하는 등 선원 인권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0일부터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을 오가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 금지', '충분한 휴식 공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 19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소유 국가에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부터 증서 발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이 협약의 적용대상인 국적 선박 698척 중 여객선과 산적화물선 161척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협약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협약이행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날(7월 중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예정)부터 1년 이내

에 부산·인천·여수·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원의 인권 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 국적 선사에 

대해서는 선원·선사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동 협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부터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선원 근로환경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된다>>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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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1. 협약발효 : 2013. 8.20

◆ (비준) 라이베리아('06.01.07)부터 러시아('12.08.20)까지 30개 국가가 국제노동사무소 사무 

    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

◆ (대상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 또는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 

    하는 선박

• (국적선박)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발급

• (외국선박) 협약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협약기준 이행사항 항만국 통제 실시

(발효시기) 세계 총선복량의 33% 이상을 점유하는 30개 국가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

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비준국가) 프랑스, 캐나다, 스위덴 등 총 36개국 비준('13.04.24 기준)

* 미국·영국·일본 등도 비준 준비 중

항만 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척수 573 180 66 107 18 70 12 16 8 27 48 21

(단위 : 척)

(단위 : 백척)

〈'13년 해사노동협약 대상 국적선박 규모〉

〈'12년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선박 규모〉

구분 계
협약발효일부터

적용('13.8.20) 
비준일로부터 1년 이내 적용

계 698 161 537

여객선 21 21 -

산적화물선 140 140 -

컨테이너선 등 537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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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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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협약증서 발급

◆ 용어 정의

3. 검사항목 및 인증항목

◆ (검사항목) 협약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19개 항목

4. 인증검사 유형

◆ (인증항목) 검사항목 중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에 표기하는 14개 항목

• 검사항목 중 인증항목에서 제외되는 5개 항목

 - 휴가 / 송환 / 선박소유자의 의무 / 사회보장 / 일반원칙

*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 : 5년 

◆ 발급절차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검사항목(inspection)

(제1부) 각각의 국적선박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함을 국가가 선언하는 문

서

(제2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약에서 정한 규정

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 문서

 - 선박소유자의 이행사항에 대한 인증검사 후 국가가 협약에 충족함을 확인 날

인

 『선원법』및『해사노동협약』부록 A5.1에서 규정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대한 검

사결과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협약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19개 항목

선박소유자

국    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승인신청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신청

선원의 최소연령 등 협약 및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대한 인증검사 

합격여부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제2부 직인 날인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분야 항목 세부내용

5개 19개

선원의 선내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4 선원최저연령 / 건강진단서 / 선원의 자격 / 직업소개소

근로조건 6 선원근로계약 / 임금 / 근로 또는 휴식시간 / 휴가 / 송환 / 승무기준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3 거주설비 /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4 선내 의료관리 / 선박소유자의 의무 /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 사회보장

준수 및 집행 2 일반원칙 / 선내불만 처리절차

최초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중간인증검사

지속적인 적합성  

확보를 위한 검사

특별인증검사

거주설비 개조 또는  

노사분쟁발생시 검사

갱신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 연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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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항만법 기본법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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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8호, 2013. 5. 22, 일부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3. 5. 23]
[해양수산부령 제27호, 2013. 5.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

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

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

제를 경감하려는 것임

수면비행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시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결격사유의 확인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로 영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 법률 제11808호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8호 중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제75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소유자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

⊙ 해양수산부령 제27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선박설비기준」제108조의7에 따른"을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

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

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별표     10 제1호 비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제권자"를 "출항통제권자"로 하고, 같은 란 제1호가목의  

         "국제항해선박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체제"를 "안전관리체제(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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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이유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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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598호, 2013. 6. 11, 일부개정]

별표      10 제2호의 적용제외란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천톤 이상 여객선"을 "총톤수 2천톤 이상  

         여객선"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안전관리체제(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Ⅰ.의 제4호가목1)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별표 11     

         제1호,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차목·카목 및 제3호"로, 같은 목2) 중 "별표 11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별표 11 제1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으로, 같은 호 나목3) 중  

        "계획"을 "계획(별표 11 제2호를 적용받는 선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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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화물의 제조시설을 항만시설로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입지기준에 적합하

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1594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대통령령 제2459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

>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항만법 기본법 개정[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26호, 2013. 6.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화물의 제조시설을 항만시설로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입지기준에 적합하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1594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화물의 제조시설 항만시설 입지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로 화물의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원자재나 화물의 운송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12조제3항 신설)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변경 시 공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

명 및 주소의 변경,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을 정함

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사항의 구체화(안 제44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입주 업종, 임대면적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입주

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1종 항만배후단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라.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개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대통령령 제24626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원자재나 화물의 운송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항만공사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7. 단순한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변경

제13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한다.

5의2. 지원시설(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

는 지원시설로서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제18조제1항제3호 중 "관제(官制)"를 "관제(管制)"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용수공급시설"을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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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 중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발급하고"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

3. 관리기관 지정일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 관리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 업종,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 입주의 실시 등 입주  

기업체 선정 및 입주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 기업별 임대면적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46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用地) 및 시설의 유지·보수· 

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 중 "제44조제3호"를 "제44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64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4조의3제1항"을 "법 제6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법 제64조의3제1항"을 "법 제6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항만 

         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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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 중 해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경인항의 수상구역란(종전의 해상구역란) 중  

         "해면"을 "해면(해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면"을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해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중 대흑산도항의 항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의 국가관리연안항(11개)의 항명란 중 "대흑산도항"을 "흑산도항"으로 한다.

수상구역

수상구역

흑산도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0조의2, 제12조제3항,  

       제7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2조의3제1항, 제75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공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 2013. 6. 19, 일부개정]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침

몰선박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저감대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1507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4까지 신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절차 및 그 비

용의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재교육 시 교육 일수 축소(안 제78조제1항)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교육·훈련을 받거나 다른 선박 등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교육·

훈련을 받거나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일

수를 종전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함

⊙ 해양수산부령 제2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123조제3항제2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96조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축·운영방법 및 관리기관 지정"을 "구축  

         및 운영 방법"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환경정보의 분석·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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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3항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제39조를"을 "제39조제2항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어촌·어항법」 제2조"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단서 중 "다목,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해양오염조사"를 "해양오염영향조사"로 한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이하  

        "위해도 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 

          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미만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 

         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底質)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1호의 집중관리 대상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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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2호의 일반관리 대상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해당 침몰선박의  

         적재화물 및 주변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침몰선박이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

육·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

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일 이내

제82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 결과

9.「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에 따른 지정해역 위생조사 사업

별표   6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의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란 중 "제1호가목·나목1)"을 "제1호나목1)"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1호나목·다목"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나목2) 중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3) 중  

        "제26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2) 중  

          "「소방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로 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란 제5호 중 "별표 6 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별표 6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전단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 항목란 및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을 각각 "해양폐기물수거선"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 

   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별표   14 제5호 항목란 및 비고란 제1호 중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을 각각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퇴적오염물질 수거 

   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재적발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재적발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5)(가)란 및  

        같은 호 라목5)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5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5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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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후단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을 "행정처분 후 위반행위에 대한 재적발일"로 한다.

별표   31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가목 중 "축척 2만분의 1"을 "축척 2만 5천분의 1"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으로 하고,  

        비고란 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3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하고, 구비서류란 하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지정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해양환경관리법」제 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 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설토를 해양에 투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 지정신청 시

가. 변경사항이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 증가인 경우

    1)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나. 변경사항이 지정기간 또는 폐기물 종류인 경우 :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평가항목 세부항목
항목별 평가지수

비고
배분률 평가점수

선박 종류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5%

5

유조선에는 유조부선을 포함하고, 위험물 

운반선에는 가스운반선, 케미칼탱커, 방사성 

물질 운반선을 포함한다.

일반화물선 4

예인선 등 작업선, 어선 3

부선 등 기타 2

미상 1

선박 규모

10,000톤 이상

5%

5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4.5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 4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 3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2

500톤 미만 1

잔존 기름 

(연료유 포함), 

유해 액체물질,

폭발성 가스

1,000㎘ 이상

35%

35

규모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분류 기준을  

참조한다.

- 대형 : 1,000㎘ 이상

- 중형 : 100㎘ 이상

- 소형 : 100㎘ 미만

100㎘ 이상 28

50㎘ 이상 21

10㎘ 이상 10.5

10㎘ 미만 3.5

0㎘ 0

방사성 물질 35

여유 수심

15m 미만

25%

25

IHO의 안전한계 수심 산정기준을 참조한다.

20m 미만 20

25m 미만 12.5

30m 미만 5.0

30m 이상 0

해역환경  

민감도

주요어장 및 양식장

10%

10

해역 정보를 참조한다.

해상국립공원 및 청정해역 8

해수욕장 등 관광지역 6

환경보전해역 4

국가 특수시설지역 2

기타 1

유출 가능성

사고전  

선령

20년 이상

10%

4

항해 중인 상태에서 부식량을 고려한다
10년 이상 3

5년 이상 2

5년 미만 1

사고 후  

경과기간

25년이상 6

사고 후 비관리상태에서 부식량을 고려한다

20년 이상 5

15년 이상 4

10년 이상 3

5년 이상 2

5년 미만 1

해상 교통환경

항만 입출항 항로

10%

10

해상 교통정보 및 각 지방항만청 관할  

해역정보를 참조한다.

항계안 또는 항계부근 8

묘박지 6

일반항로 4

기타 2

[별도 16의 2]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수(제4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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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부산항만청, 항로표지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인천항만청 해양사고 30% 감소 목표 박차

인천항 입출항 선박 위치확인 쉬워진다

"액체 위험물 취급 하역 안전관리자 교육" 울산 유치

오일허브코리아 부두 광양항 항만시설로 지정·운영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축 준공

목포항만청, 새천년대교 공사해역 통항안전성 강화 나선다

목포항만청, 여객선사 CEO간담회 개최

평택항만청, 2013년 상반기 개항 질서 특별단속 실시

포항항만청, 해양사고 예방 순회교육 실시

KST, 소형 내항선사 안전 컨설팅 무료 시행

KIOST,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 체결

한국선급-수은 해양·녹색산업 지원 적극 나선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내 최대형급 예방선, 601백룡호 진수식 개최

선주협회, 중소선사 위한 협동조합 설립방안 협의

국내 해사동향

Maritime Saf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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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  
항로표지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 부산지방해양만청·부산항만공사 협약서 체결로 고객불편 해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항로표지사용료의 징수제도 개

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항만공사와 6월 1일 체결

하였다.

이번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서 부산지방해양 

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소관사항별로  

선박료 및 항로표지사용료 발급업무를 이원화하여  

관리해 오던 항만시설사용료(항로표지사용료  

포함)를 6월 1일부터 부산항만공사에서 고지서 발급 

업무를 일괄 처리하였다.

그동안 항로표지사용료를 포함한 수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업무전반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 4월 부산항만

공사가 출범하고 수역시설 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와 공사에서 각각 고지서를 분리 발급하여 항만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항만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이용자 편의도모와 고객만족 

극대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항만이용자의 각종 불편사항 등을 발굴 개선하여 항만경쟁력 확

보 및 항만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6월 17일 여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금번 대책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점검, 안전 교육, 선사 간담회 등을 주요 골자

로 한다.

여름철에는 기상악화와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등으로 여객수요의 급등이 예

상됨에 따라 금번 대책은 국제 및 연안여객선과 안전이 취약한 예부선, 위험물 운반선 등을 중점으로 한 안전대

책이 마련되었다.

국제·연안 여객선 종사자에 대해서는 외부강사 특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국제 여객선사 간담회(6.20)도 개최

하여 경영진의 안전 마인도 확산 및 안전관리 능력도 제고하였다.

※ 연안여객선사 간담회는 지난 5.29. 기 시행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중 카페리선에 의해 운송

되고 있는 미승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 

(5.2~5.15)및 현장점검(5.21~5.31) 결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부와  

선사 간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개선 실무  

TF팀 구성 방안 등도 협의 하여 구성하고 매월 1회

의 정기회의를 개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취약선박에 대해서는 전담선박검사관

제도를 확립하고 업체 경영자, 안전관리자 면담  

및 선박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터미

널, 위험물 하역현장 및 해양교통표지시설 등 항행 안전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항해 여건을 

확보 해나갈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사고 취약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양사고 30% 감소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청 해양사고 30% 감소 목표 박차
◆ 여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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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제1항로 항로표지 위치도

No 29
→ No 35

No 27
→ No 33

No 25
→ No 31

No 24
→ No 30

No 10
→ No 16

No 5
→ No 13

No 6
→ No 14

No 3
→ No 11

인천항제1호등부표
→ 인천항제9호등부표

인천항제2호등부표
→ 인천항제10등부표

인천항동수도제21호등부표
→ 인천항제1호등부표

No 4
→ No 12

No 23
→ No 3

No 25
→ No 5

No 27
→ No 7

No 28
→ No 8

No 26
→ No 6

No 14
→ No 24

No 23
→ No 39

No 21
→ No 27

No 19
→ No 25

No 17
→ No 23

No 15
→ No 21

No 13
→ No 19

No 11
→ No 17

No 9
→ No 15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 입출항 선박이 항로상 등부표만 보고도 

선박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천항 항계 내 등부표(26기)의  

번호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인천항 제1항로와 연안 여객선항로  

분기점을 표시하기 위한 등부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로에 설치된 등부표는 선박이 통항 가능한 항로의 좌·우측 한계를 표시해 주

고, 항만 입구부터 순차적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번호를 붙여 선

박에서 등부표 번호만 보고도 어디만큼 왔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인천항 항계확장, 경인항 항로지정 등으로 등부표 번호체계에 변동요인

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항계 내 등부표 번호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

하고 안전하게 항로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해소 및 기능개

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 입출항 선박 위치확인 쉬워진다.
◆ 인천항만청, 항계 내 등부표 번호체계 개선 및 여객선항로 분기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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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허브코리아 부두 광양항 항만시설로 지정·운영
◆ 4. 17 부터 광양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가 건설한 OKYC부두에 대하여 4. 17 광양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는 이 지역에 세계적인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82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유

류 입출하를 위한 3만DWT ~20만DWT 규모의 부두 4개선석을 건설하여 2013.02.15.상업운영을 개시하였으나, 부

두시설이 광양항 항계 밖에 위치하여 외항선이 입항할 때마다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항만보안 확보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항인 광양항의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

정·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항만시설 지정·고시에 따라 세계적인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은 물론 지역내 약 240여억원의 경제적 파

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수청 관계자는 밝혔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위험물 관련 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산적  

액체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보수교육"을  

울산지역에 유치하고, 5월 27일부터 31일까

지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울산항은 전국 액체 위험화물의 35%('11년도  

155백만톤)를 처리하는 항만 특성상 위험물 하

역현장에서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어

야 하는 항만으로서, 

울산항만청은 위험물 취급과 지역 교육대상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보수 교육을 울

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특히, 금번 교육과정에서 총 53명이(보수교육 13개사 30명, 양성교육 20개사 23명) 신청함으로써 항만 내 위험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항만 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울산항만청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위험물 하역에 관한 교육을 울산지역에 유치함은 물론, 하역 현장 점검 강화를 통

하여 항만 내 위험물 하역 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액체 위험물 취급 하역 안전관리자 교육" 울산 유치 
◆ 교육강화로 위험물 하역사고 제로화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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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5월 30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및 정갑윤·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을 비롯한 울산항 유관기관 및 업·단체장 등 12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남구 매암부두 내 신축청사에서 울산

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개항 50주년을 맞아 동북아 오일허브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 울산항의 효율적인 항만관제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

게 건립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2009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14개월의 공사

기간 소요, 약 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1,406㎡, 높이 41m, 지상 8층 규모이다.

그동안 울산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본 신청사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부지(매암동 산223) 내 위

치한 구)해상교통관제센터(1981년도 건립, 연면적 330㎡, 3층)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울산신항개발 

계획에 따른 항만시설 축조 및 VTS(VTS: Vessel Traffic Service)레이더 사이트 증축(7개) 등으로 늘어나는 장비와 관

제요원('07년 대비 15명→22명)을 수용하기에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관제서비스 환경이 열

악한 실정이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여 바다를 터전으로 일궈가는 국민의 삶

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13.4월말부터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감

소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울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본 관제센터 준공으로 국민행복의 근간인 해상교통안전이 더욱 공고하게 될 것임

과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수도인 울산항의 관문으로서 해상교통안전의 파수꾼 역할 수행을 통해 해양항만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은 '63년도에 개항한 이래 배후의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는 항

만으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가 

중추 항만으로 올해로 개항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다시 도약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상교통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축 준공 !! 신축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VTS)센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암태도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인 면도수도의 선박통항 안전성 강화를 위

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 새천년대교 공사기간 : 2010. 9. 15. ∼ 2018. 8. 3. 

새천년대교 공사해역에서는 2012년 3월 모래 

채취선 충돌사고 이후 2013년 4월 19일 1700톤급  

모래채취선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4월 30일 새

천년대교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해운선사, 목포해

양대학교, 도선사지회,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새천년대교의 순조로운 건설과 공사해역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2/4분기까지,

 - 항해사가 항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로표지 위치 재조정 및

 - 선박의 항로를 조기 유도하도록 항로표지(4기) 추가설치하고

 - 공사해역 진입 선박의 위치보고 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천년대교 완공 이후 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 새천년대교 해역의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고 

 - 해당구역까지 관제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유관기관, 시공사 및 해운선사와 함께 분기 혹은 반기별로 간담회 결과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새

천년대교 공사해역의 통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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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새천년대교 공사해역 통항안전성 강화 나선다

해사안전소식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객선사 CEO를 대상으로 6월 12일(수)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목포·완도권의 16개 여객선사 CEO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서, 해운조합 관계자도 참석하여 관내 

여객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4년간 관할 해역에서 30여건의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같은 사고가 반

복되지 않도록 여객선사 최고경영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인적 과실로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여객선 선원들이 고령화(평균 51

세)되고 운항거리가 멀어 항해시간이 긴만큼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객선사에서는 여객선 대형화 등에 따른 기항지 접안 

시설 개선, 장기적인 선원확보 방안 마련, 항로상의  

장애물 제거 등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목포항만청 

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사 건의사항

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사에서는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사전예매 활성화, 선내 안내방송 실시, 여객선 시설 

개선, 선사 홈페이지 정보 최신화, 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도 약속하였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완도권 여객선 수송인원이  

전국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만큼 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항만청은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

화하고,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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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여객선사 CEO간담회 개최
◆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방안 논의◆ 공사해역 진입 항로표지 추가 설치 및 관제구역 확대

2013. 06. 12 남광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목포·완도권 16
개 선사 대표들과 해양경찰서, 해운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여객선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여객선 안전사고 예
방과 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주간 

「2013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은 불법어로행위, 입출항 선박의 각종 위법행위, 위험물하역 시 안전관리, 민원발생우려 화물 하역현

장 환경관리, 불법선박수리, 항만관제 미준수 및 입출항신고 미필 등이며 개항의 안전 및 청정 환경 확보에 필수적

인 요소들이다. 

단속활동은 순찰선(홍평호)의 항내 순찰과 육상순찰이 병행되며, 더불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지원 순

찰이 이루어져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평택·당진항의 항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만종사자와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

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항질서 계도 및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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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청, 2013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 
◆ 봄철 평택·당진항 내 위해요소 제거 통한 안전 확보 주력

해사안전소식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를 초빙하여 선박 안전운항에 관한 '무역항 순회교육'을 5월 23일(목) 포항신항 해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무역항 순회 교육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의 무역항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

기 각 1회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국내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 안전관리자는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이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30% 줄이기 대책'을 소개하고, 민간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인적과실 예방 및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내실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항항만청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의 최전방에 있는 선원 등 현장 실무자들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여 '해양사고 30% 줄이기'를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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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만청, 해양사고 예방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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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내 해사동향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소형 내항

선사 안전 컨설팅 시행 계획에 따라 4월 10

일부터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5척 미만

의 내항선사에 대한 안전 컨설팅 무료 서비스

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는  

안전관리체제를 직접 수행하는 소형 내항

선사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교육 등을 지원함으로

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무료 방문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관리 이론교육,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검토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선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st.or.kr)에 접속하여  

'안전관리컨설팅 신청게시판'에 연락처와 희망날짜 등을 남기면 신청서 검토 후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안전관리자 및 육상직원의 안전관리체제 이해도 향상과 선박안전관리 실효성 증진 효과가 기

대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5월 인천 소재의 A 해운으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접수 받고 안전관리 컨설팅을 수행하였

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매뉴얼·선박매뉴얼에 대한 검토, 실무에서 사용을 위한 점검표 작성을 통해 선원 

및 육상직원의 안전관리체제의 실제적 적용에 도움을 주었으며, 경영진을 면담하고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사

항들에 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에 관한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외래 

유해수중생물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는 이러한 선박평형수의 처리능력과 환경위해물질 발생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설로

서, 지난 2월 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에 정부공인 육상시험설비가 설치된 바 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선박평형수 육상시험 

설비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과기원은 △설비 관리 및 운영 △육상 

시험의 품질보증(QA)/품질관리(QC) △기타  

형식승인관련 시험의 관리 등 신뢰성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

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수의 평형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박 

평형수시험설비관리위원회(위원장 최동림 남

해연구소장)'를 산하에 두고, 설비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는 물론이며,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개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KST, 소형 내항선사 안전 컨설팅 무료 시행 KIOST,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 체결

해양과기원-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식



한국선급은 3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입은행 런던회의실에서 "조선·해양산업 및 플랜트·녹색산업 분야 교류협

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 수은의 선박금융 지원 거래에 KR이 선급으로 참여 ■ KR의 선박 기술  

협력 및 플랜트·녹색산업 금융지원 관련 기술자문 ■ 선박 및 플랜트·녹색산업 해외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조 ■ 

해운·조선 및 플랜트·녹색산업 시장동향 분석 및 통계 정보교환 ■ 임직원의 교육 상호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은 조선·해양 및 플랜트·녹색산업에 관한 심층적 정보를 KR로부터 제공 받고 KR은 수은의 선급

기관 지정 지원에 힘입어 상호발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마진섭 KR 사업본부장은 "수출입은행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침체된 조선·해양 경기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영표 수은 부행장은 "한국선급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최신의 국제협약, 기술발전 동향 

등을 파악하여 선박금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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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수은 해양·녹색산업 지원 적극 나선다

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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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급, 한국수출입은행과 MOU 체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5월 27일 전북 군산 소재의 ㈜삼원중공업에서 6,000마력급 예방선(601백룡호) 진수식

을 개최했다. 

공단과 ㈜삼원중공업은 지난 2012년 9월, 601백룡호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8개월의 공정을 거쳤다. 601백룡

호는 향후 성능시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백룡호는 총톤수 312톤, 길이 39.8m, 폭 11.5m로  

최대속력은 약 14.5노트(시속 26.9㎞)에 달하는 국내 

최대형급 고마력 예방선이다. 

준공이 완료되면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부산항에 배치돼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항만기능 

유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01백룡호에는 각종 방제장비가 탑재되어,  

기상악화 시에도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곽인섭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최대형급 예방선 건조를 계기로 안전한 선박 입·출항 확보 및 국가 방제능력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내 최대형급 예방선, 601백룡호 진수식 개최
◆ 선박 안전운항 확보 및 방제능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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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중소선사들의 공동이슈를 다루기 위해 5월 28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중소선사 기획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근해벌크선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선주협회는 개최배경, 추진 

경과, 협의회 의제, 부문별 협의내용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어 부문별 협의

내용에 대해 비용관리부문, 제도 개선 부문, 비용절

감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고 참석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협회는 비용관리 부문에 대해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장비의 공동구매, 

선내 주요 소모품의 공동구매, 선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동입찰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선박등기등록절차의 개선 및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사항, 1금융권에 대한 금융 

조달, 선박금융 대출, 차입금에 대한 담보 요구, 소형선박의 까다로운 R/G 발급으로 인한 소형선박  

발주의 어려움 등 금융관련 애로사항, 중소선사의 회계/재무 정보공유를 위한 회계/재무 워크숍 개최 등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선용품 공동구매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선용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방안을 제

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자본금 등이 

간소화되어 선사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제품 공동구매에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협의회 명칭, 회의주기, 협의내용,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협의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선종, 화종의 구분 없이 중소선사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소선

사협의회"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은 반면에, 선종/화종별 구분이 되지 않으면 공통의 분모를 모아내기 어려우므로 

"중소벌크선사협의회"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비용절감,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의견과 선종/화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나눈 이후에 그 속에서 공통의 현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

뉘어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본 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및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협의채널 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한 모든 선사가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은 6월에 개최되는 사장단연찬회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키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성해운 신용경 부사장, 인터해운 이형섭 상무 등 중소선사 기획담당 임원과 선주협회 업무팀 

황영식 이사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매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선사의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협

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 중소선사 위한 협동조합 설립방안 협의
◆ 근해벌크선사협, 선용품 및 장비 공동구매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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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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로 12(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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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