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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소식
美5대 벌크선사 분기별 적자 지속

‘15년 유조선(tanker) 건조발주 8년만에 최고 기록

마샬아일랜드, 세계 2위 선적국으로 부상 전망

파나마, BWM협약 및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추진

EC, IMO 에너지효율 사업에 €1천만 Funding 제공

IMO, 올해 WMD 주제 발표

유가 하락에 따라 offshore 부문 큰 타격

반기문 UN 사무총장, IMO 방문

EC,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강화

ICS 등, global CO2 reporting scheme 지지

美, GMDSS 서비스 공급자로 Iridium 인정 요구

발틱해운거래소 파나막스 건화물지수 다시 하락세

UN, 북한 해운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

해적, 온라인 해킹을 통해 고가(高價) 화물 노려

IMO 사무총장, 해운의 중요성 재차 강조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공식임기 시작

해수부, 극지운항 안전기준 제정 추진

안전한 바다 위한 이내비게이션 구축 대장정 돌입

해수부,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승객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로 대형인명사고 막는다

아시아 유조선 해적피해 ‘극성’…피해예방 강화 추진

해수부, 총 2766개 해양수산 시설 ‘안전 대진단’

지난해 동남아 해적사고 7% 증가…소말리아는“0”

해수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대책 시행

해수부, 소형선사 안전관리 무료 컨설팅 시작

동일본 대지진 5년, 해양수산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

해수부, 아태 지역 해사안전협력체 활동 강화

주요법령제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12.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01.21.] 

선박법 시행령[시행 2016.01.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1.25.] 

항만법 시행령[시행 2016.01.2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 2016.02.17.]  

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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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해양산업 선박의 분류 및 해양구조물 지원선박에 대한 비강제화 코드의 필요  

    성 검토 & 12명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산업인력 수송에 관한 안전기준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12인 초과 산업인력(Industrial Personnel)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기

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문서를 작성하고, MSC 96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관련기준에 대해 총 8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존 지침의 개정 범위, 비강제

화/강제화, 임시적/장기적 측면, 대상선종, 산업인의 정의 등을 고려 각 대안들에 대한 장단

점을 부속서에 포함하기로 함

2. 선박구조물에 FRP의 사용에 관한 지침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산업계 등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이유로 임시 지침 초안

을 수정 및 완성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SOLAS II-2/2에 따른 화재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이 포함되도록 지침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	회의명 : 제3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3)

•	일시/장소 : 2016. 01. 18 ~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1개 회원국, 31여개 국제기구 등 480여명 참석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3)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3rd Session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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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선의 안전한 회항을 위한 지침개발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여객선의 안전한 회항을 위하여 선장에게 제공되는 운영정보에 대한 지

침(MSC.1/Circ.1400)”을 작성 완료함

- 복원성컴퓨터의 여유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기로 결정하여 2대 모두 본선 혹은 육상지원 

   팀에 비치하거나 본선과 육상지원팀 각각 하나씩 비치하도록 함

- UPS와 관련하여“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적절한 시간제한이 있음”이라는 문구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므로 이를 지침에서 삭제함

4. 위그선에 관한 지침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소형위그선에 대한 특별규정, 항공기준의 고려 등 통합되지 않은 문제가 

다수 존재하므로 최종 완료기한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향후 작업계획을 결정함 

- 최종안 작성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비공식적으로 통신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함

- SDC 4차에 ‘any other business’형태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SDC 5차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함

5. 선박의 안전한 계류작업을 위한 SOLAS II-1/3-8과 이와 관련한 지침개정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4) 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

•	 (논의사항) 선박건조 시 계류작업에 대한 유해한 작업 환

경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새로운 지

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이 제안됨

•	 (회의결과) DG(drafting group)를 통해서 검토의제

(TOR)를 작성 및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통신작

업반 개설을 위한 검토의제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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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논의사항) 모델코스 개발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 및 개정되어야 할 IMO 모델코스에 대

한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으며, 사무국에서 모델코스 검토 및 개발을 위해 회원국에 참여 요청

•	 (회의결과) 제안된 모델코스 개발 및 개정 우선순위 문서를 승인하였으며, 11개의 모델코스*에 

대한 검토그룹이 수립되었고 케미컬 탱커 화물작업 향상교육, 운항급 레이더 항해 교육 등의 모

델코스 개정 완료됨

    * 극지해역 선박운항을 위한 기초교육, IGF Code의 적용선박에 관한 기초교육 등

2. 2010 마닐라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	 (논의사항) STCW 2010 마닐라 개정안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	 (쟁점사항)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GISIS*를 통해 전달되는 STCW 협약 제4조, 제8조, 제9조 

•	회의명 : 제3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

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3)

•	일시/장소 : 2016. 02. 01 ~ 0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정부대표 87개국, 준 회원국 3개국, UN전문기구 1개, 정부간기구 3개 

및 NGO기구 25개 등 500여명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3) 결과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3rd Session

제 3차
및 STCW Code 제 A-I/7조에 따른 보고 및 정보전달 요건의 결정

    * 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 :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	 (회의결과) GISIS를 통한 STCW 관련 정보전달에 관해 2015년 HTW 2차 중국에서 제출한 

HTW 2/6/1 문서와 함께 HTW 3/5/1(뉴질랜드) 문서를 검토하였고, 정보 접근권한에 관한 합

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GISIS 모듈을 개발함 

- STCW 협약 제4조 정보의 전달, 제 8조 완화증서, 제9조 동등조항 및 STCW 코드 제 A-I/7조    

  정보의 전달에 따른 보고 및 정보 요건을 정하기 위해 HTW 2/6/1(중국) 부속서 문서를 사용하여 

  STCW 협약 조항을 정확하게 반영한 새로운 GISIS 모듈을 개발함

3.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	 (논의사항) STCW-F 협약 전반작인 검토를 위한 검토 범위 및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세

부검토는 차기 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함 

•	 (쟁점사항) 어선의 길이를 톤수로 대체하는 내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검토 

원칙 및 범위만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회의결과) 작업반에서 STCW-F 협약 개정을 위한 검토범위 및 10개항의 검토원칙을 수립하였음

4. STCW 여객선 특별 안전훈련의 검토

•	 (논의사항) 여객선 특별 안전훈련 관련 STCW 협약 제5장(특정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교육요

건)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	 (쟁점사항) 여객선 특별 교육의 대상, 정부의 승인여부, 교육의 대상 및 다양한 여객선에 대한 적용

관련 사항 등의 이견이 있었음

•	 (회의결과) 훈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선박 친숙화 훈련에 추가하여 여객선의 모든 사람

은 규정 V/2, 제 2단락에 의거하여 비상 친숙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통신작업

반 개설을 위한 검토의제를 확정함

•	 (UN 사무총장 IMO 방문) UN 반기문 사무총장 런던 IMO 본부 방문하여 선박 에너지 효율화를 통

한 기후변화 대응 등 IMO 주요 역할 연설  

•	 (대학생 및 해사고 참관) 마이스터 해사고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래 우수한 해운산업인력

으로의 성장을 위한 소양 함양의 계기 마련 및 IMO 모의 경진대회 우승팀 IMO 회의 참관기회 제공.

Ⅲ.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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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선박평형수 샘플링 분석지침 및 평형수관리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 지침서

•	 (논의사항)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의제문서(PPR 3/6)의 주요내용인 선박평형수 샘플링 방법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샘플링 장치 적용 요구사항, 안전성 등에 관하여 논의됨

•	 (회의결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기 때 캐나다 및 독일 대표단과 공동으로 항만국통제 

지침서 개정 초안을 제출하기로 협의함

•	회의명 : 제3차 해양오염 방지대응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3)

•	일시/장소 : 2016. 02. 15 ~ 1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S. Oftedal(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0여개국, 준회원국 1개국, 비정부간기구 40여개 등 총 440여명 

참석

오염예방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3) 결과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3rd Session

제 3차
2. “평형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서 작성

•	 (논의사항) 사무총장은 평형수관리협약의 비준이 임박함에 따라, 금번 PPR을 통해 “평형수관

리, 어떻게 할 것인가(Ballast Water Management -How to do it)”에 관한 IMO 매뉴얼이 

심층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회의결과) 작업반 활동을 통해 “평형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IMO 매뉴얼 최종안

을 확정함

3. MARPOL Annex Ⅵ 제16규칙의 연료유공급서 양식 개정

•	 (논의사항)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고황(S) 연료유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

기 위해 연료유공급서 양식 개정을 검토함

•	 (회의결과)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연료유공급서 양식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확정함(제70차 MEPC에 제출 예정)

4. IMO 유처리제 사용지침서* 개발

 *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에 IMO와 UNEP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처리제 

   사용지침서로서, 총 4장으로 구성

   (1장 :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기초 정보, 2장 :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국가 정책 개요, 

    3장 : 유처리제 해상 사용 운영 및 기술 시트, 4장 : 유처리제 해저 사용)

•	 (논의사항) 제2차 PPR 이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약 10개 국가 및 NGO가 통신작업반 활동을 

통하여 IMO 유처리제 사용지침서 4장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주목함 

•	 (회의결과) 금번 회의 중 제시된 일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확정함(PPR 4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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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e-navigation 이행과제

•	 통합항해시스템(INS) 성능기준 개정 

- (논의 및 회의결과) 중국과 노르웨이에서 제안한 신규모듈*(항해안전정보, 일상업무정보)에

    대해 통신작업반에서 검토하고 성능기준 개정안을 차기회의 제출 결정

    * 현 4개 모듈 : A(정보교환), B(운영요건), C(경보관리), D(문서요건)

    ** 아국은 작업반에서 상세논의를 주장하였으나, 영국 및 스페인이 반대

•	 다양한 항해정보의 조화로운 디스플레이 지침

 - (논의 및 회의결과) 노르웨이는 NAVTEX 및 INMARSAT-C를 통해 수신된 정보의 조화로운

    표출을 위한 8가지* 고려요소 제안에 대해 차기회의에 지침 개정안을 제출요청

    * 표준화된 기호, 글 양식, 정보 선별과 필터링, 브릿지 경계정보 기능 등

   

•	회의명 : 제3차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NCSR 3)

•	일시/장소 : 2016. 02. 29 ~ 03. 04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90여개국, 40여개 국제기구 등 총 400여명 참석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3) 결과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3rd Session

제 3차
•	 선박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 개정

 - (노르웨이 시범사업) 브라질 및 의장은 선원의 행정부담 감소, 기구의 결과보고 지침준수, 

   현존기술적용 등을 반영할 것을 주문

  - (아국* 및 중국 개정제안) ICS, 노르웨이 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일부 추가 검토사항**등

    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선박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개정시 자동화, 조화, 보안 및 통신방식 검토

    ** 전자문서에 관한 FAL 지침 적용시 문제점, 연안국의 책임사항 등

•	 NAVTEX 및 SafetyNET 정보의 통합항해표시시스템 상호연결

 - (논의 및 회의결과)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일본은 정보의 연계가 강제화되지 않아야 함을 주

    장하였고, IMO/ITU 전문가 그룹의 검토 안건으로 채택됨

•	 항해장비 표준(S-Mode) 지침서 개발

 - (논의 및 회의결과) 통합항해장비(INS) 성능기준 개정시 논의되었고, 호주는 통신작업반에서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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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계 수색구조(SAR) 절차 협력

•	 ‘19년판 IAMSAR 매뉴얼 개정

  - (논의사항)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IAMSAR) 매뉴얼 개정을 위해 논의의제(24개)*를 채택하

     고 의제별 주관 기관을 선정함

    * 극지방에서의 수색구조, 의료지침, 중궤도위성시스템 상세정보 등

  - (회의결과) 핀란드와 국제해양구조연맹(IMRF)의‘Vessel TRIGE*’도입제안에 대해 논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핀란드가 각 국가별 적용사례를 반영하여 차기회의에 관련문서 제출을 결정

   * 선박의 안전상태를 색깔(녹색, 노랑, 빨강, 검정)로 표현, 수색구조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 분류체계

2. GMDSS 현대화 작업

•	 GMDSS 현대화 통신작업반 결과에 대한 논의

  - (논의 및 회의결과) 협대혁직접인쇄전신장치(NBDP) 의무탑재 삭제, 해사정보수신장비

     (NAVDAT)도입 등 세부검토가 종료되었고, 차기회의부터 이행계획을 검토 결정

    * 기본검토(‘13∼‘14), 세부검토(‘15∼‘16), 이행검토(‘17∼‘18), 관련장비의 성능기준 등 

       다수의 규정 검토(‘19∼‘20), SOLAS 개정(‘21∼‘22), 발표(‘24)

•	 GMDSS서비스 제공위성(미국이리듐) 인정 및 선박위성 통신설비의 성능기준

  - (GMDSS 서비스 위성) 미국에서 미비점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요청에 대해 다수국가가

     동의하여 MSC 96에서 채택 승인 요청함

    * 기본검토(‘13∼‘14), 세부검토(‘15∼‘16), MSC 96 승인(‘16), SOLAS개정(‘17∼‘18), 발효(‘20)

  - (선박위성 성능) 미국의 선박 위성 통신설비의 성능기준 개정안에 대해 추가논의 필요로 작업완

     료 시점 연장*을 MSC 96에 승인 요청함

    * 당초 2016년 완료 목표였으나 2017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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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5대 벌크선사 분기별 적자 지속

‘15년 유조선(tanker) 건조발주 8년만에 최고 기록

마샬아일랜드, 세계 2위 선적국으로 부상 전망

파나마, BWM협약 및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추진

IEC, IMO 에너지효율 사업에 €1천만 Funding 제공

IMO, 올해 WMD 주제 발표

유가 하락에 따라 offshore 부문 큰 타격

반기문 UN 사무총장, IMO 방문

EC,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강화

ICS 등, global CO2 reporting scheme 지지

美, GMDSS 서비스 공급자로 Iridium 인정 요구

발틱해운거래소 파나막스 건화물지수 다시 하락세

UN, 북한 해운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

해적, 온라인 해킹을 통해 고가(高價) 화물 노려

IMO 사무총장, 해운의 중요성 재차 강조

17 

국제 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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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 운임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로

이드 리스트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 5대 벌크선

사*의 ‘15년 3분기 수익은 모두 수천만달러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美5대 벌크선사 : Navios Maritime Holdings,   

    Safe Bulkers, Diana Shipping,Golden

    Ocean, Star Bulk Carriers

•	 전 세계적으로도 흑자를 기록한 벌크선사는 극히 일부이며(대부분 그리스 선사) 2016년에도 

벌크 분야의 약세가 예상됨

美 5대 벌크선사 분기별 적자 지속 (12.29)

•	 EA Gibso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유조선 건조발주 건수는 총  358건으로, 이는 2007년 431

건 이후 연간 최고치임

•	이중 60척은 VLCC로서, 장기적인 운임지수 침체에 따른 지난 수년간   건조 부족이 지난

해 건조발주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

15년 유조선(tanker) 건조발주 8년만에 최고 기록 (12.31)

18 「해사안전소식」봄호

•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를 보아 머지않아 마샬아일

랜드가 라이베리아를  제치고 파나마에 이어 세

계 2위 선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최대 해운국인 그리스의 선사들 기준으로만 

하면 지난해 11월 이미 라이베리아를 추월한 바 

있음

마샬아일랜드, 세계 2위 선적국으로 부상 전망 (1.7)

•	 파나마 정부 관계자는 2016년 중 선박평형수협약 및 선박재활용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파나마가 동 협약들을 비준하게 되면 선박평형수협약의 발효조건*을    확실히 충족하게 되어 협

약 발효에 큰 힘이 실릴 전망임 

  * (발효조건) 30개국 이상 가입(총 선복량 35% 이상) 후 12개월 경과

•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복량 기준은 충족하게 되

나 발효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활용 시설 

국가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파나마가    비

준하더라도 당장 발효조건*을 다 갖추는 것은 

아님    

* (발효조건) 15개국 이상 가입(선복량의 40%, 재

  활용실적 3%) 후 24개월 경과 

파나마, BWM협약 및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추진 (1.11)

EC, IMO 에너지효율 사업에 €1천만 Funding 제공 (1.1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15.12.31일 IMO와 협약 체결을 통

해 Maritime Technology Cooperation Centres  (MTCCs) 설립을 위해 1천만 유로를 제공

하기로 함 

•	 동 MTCCs(4년 사업)은 5개 지역(아시아·아프리카·중미·남미·태평양)에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개도국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기술보급 및 역량 제고 역할을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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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는 2016년도 세계해사의 날(WMD : World Maritime Day) 주제를 지난해 IMO 이사회에 

보고한 대로 “Shipping: indispensable to the world”으로 정하여 발표함 

•	 임기택 사무총장은 제3차 SDC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발표하고 글로벌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해

운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IMO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IMO, 올해 WMD 주제 발표 (1.18)

•	 이에 따라 IMO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운분야 에너지효율 증진 정책이 더욱 탄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동식석유시추선 등 offshore 부분도 큰 타

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은행들도 offshore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 지원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2016-2017 건조 완료되어 인도되는 물

량이 많아 당분간 rig, anchor handlers, 

offshore supply vessel 등 offshore 관

련 장비의 신규 발주가 크게 줄어들 전망임

유가 하락에 따라 offshore 부문 큰 타격 (1.28)

•	 반기문 사무총장이 2.3(수) IMO를 방문하여 사무국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회원국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UN 차원   에서 진행중인 2030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변

화 협약 이행에 대한   IMO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또한 IMO의 선박에너지 효율증진 협약 규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 이를 높이 평

가하고, 세계 경제의 밑거름인 해운의 중요성,  

해상 난민에 대한 헌신적인 구조 노력 등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

반기문 UN 사무총장, IMO 방문(2.4)

•	 북해, 발틱해 등 ECA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MARPOL 협약상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충족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EC는 연료유 샘플링을 통한 분석 검사를 지난해까지 1000척당 1척에서 올해에는 1000

척당 40척으로 늘여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EC,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강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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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S, BIMCO, Intertanko 등 선주단체들은 IMO에 선박의 연료소모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

록 하는 의무 보고제도의 도입을 요청함

•	 연료소모량 또는 CO2 배출량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CO2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의 3단계 

중 첫번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CO2 감축을 위한 해운분야 시장기반조치의 조기 시행

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ICS 등, global CO2 reporting scheme 지지 (2.19) 

•	 SOLAS 협약에 따른 통신·조난신호 송수신 등을 위한 의무설비인 GMDSS 서비스 공급자로 미

국은 자국의 Iridium사를 인정해 줄 것을 IMO에 요구함(제3차 NCSR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임) 

•	 현재는 Inmarsat사가 유일한 GMDSS 서비스 공급자이며,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은 Iridium

사의 서비스 신뢰성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美, GMDSS 서비스 공급자로 Iridium 인정 요구 (2.25)

•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 따르면 2.24 기준, 파나막스 지수는 346포인트로 357포인트까

지 올랐던 상승세가 다시 꺾임. 평균 용선료는 일일당 2,778달러를 기록함 

•	 파나막스 지수는 지난해 8월 1,179포인트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현재 300포인트 선에서 머물러 있음

발틱해운거래소 파나막스 건화물지수 다시 하락세 (2.24) 



국제해사소식

24 「해사안전소식」봄호 25 ｜ 국제해사동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해운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

정임

•	 북한으로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며, 석탄, 철광석, 사치품, 항공비행 관련 

물품 등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운송 금지 품목을 실어 나르는 혐의가 있는 경우, UN 

회원국 항만 기항을 거부하도록 하였음

•	또한 북한에 용선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 31척을 지정하여 다른 회원국이 선적국 변

경(reflagged)을 받아주지 못하도록 하였음

UN, 북한 해운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 (3.2)

•	 美 Verizon사 사이버보안팀은 최근 연구결과 발표에서 진화된 해적들이 해운선사에 대한 온라

인 해킹을 통해 고가화물(high-value items)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여 이를 탈취해 가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해적, 온라인 해킹을 통해 고가(高價) 화물 노려 (3.2)

•	 IMO 사무총장은 3월 1일 바르셀로나에서 열

린 세계화물처리협회(ICHCA) 주관 국제회의

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

해 해운산업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함 

•	 이는 금년도 세계해사의 날(WMD: World 

Maritime Day) 테마 (Shipping: indispensi-

ble to the world)와 상통하는 것이며, 더불어 

국제 해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IMO의 역

할이 중요함을 역설함

IMO 사무총장, 해운의 중요성 재차 강조 (IM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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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공식임기 시작

해수부, 극지운항 안전기준 제정 추진

안전한 바다 위한 이내비게이션 구축 대장정 돌입

해수부,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승객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로 대형인명사고 막는다

아시아 유조선 해적피해 ‘극성’…피해예방 강화 추진

해수부, 총 2766개 해양수산 시설 ‘안전 대진단’

지난해 동남아 해적사고 7% 증가…소말리아는“0”

해수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대책 시행

해수부, 소형선사 안전관리 무료 컨설팅 시작

동일본 대지진 5년, 해양수산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

해수부, 아태 지역 해사안전협력체 활동 강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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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일부터 4년간 세계 해양대통령으로 업무 추진 

한국 출신의 유엔국제해사기구(IMO, 영국 런던 소재) 사무총장이 2016년 1월 1일부터 4년간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임 총장은 지난 IMO 총회(‘15.11.26)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제9대 사무총

장으로 승인됐으며 그간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 추진업무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

  

 IMO는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을 관장하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서 전 세계 해운·조선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이다. 

평생을 해사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신임 임 사무총장은 선박온실가스 배출, 극지항로 상용화, 이

내비게이션 도입 문제 등 IMO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풀어나갈 최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개도국 역량강화, IMO의 글로벌 위상제고 및 전 회원국의 

동반성장 등 4대 정책목표의 달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조직 진단 및 업무평가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공식임기 시작
해빙이 열어준 북극항로 운항 위한 IMO 폴라코드 2017년 발효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폴라코드*에 따른 극

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2016년 상반기 중 제정하여 2017년부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

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경우, 해마다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항해 가능한 해빙기가 길

어지고 있다. 해양광물자원 개발과 선박 항해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해양사고 및 해양환경오

염사고 위험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폴라코드를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화하기로 확정했

다. 이 코드가 시행되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

다.  극지운항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유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설비 및 규정된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고시)」 제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

산부령)」 개정을 통해 폴라코드에 의한 극지운항증서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국적선박의 극지운항이 차

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의 폴라코드 제정은 위험한 극지해역에서의 무분별한 선박 운항을 규제하고자 한 것이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지운항 선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시장이 열리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선박 건조 및 운항기준을 적시에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경

기 둔화로 침체된 국내 조선 및 선박기자재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적해운

선사의 동아시아~유럽 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 이용시 한국～유럽간(부산～로테르담) 컨테이너 선박은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항해

거리는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는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시킬 수 있어 운항비

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 극지운항 안전기준 제정 추진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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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308억원 투입되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30일간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30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이다. 이번 공모는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단장과 총괄기관을 선정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내비게이션이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9년 국제적인 시행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이다.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해상·운항정보를 디지털·표준화

하여 선박운항자에게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IMO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을 개발할 경우 선박전자통신산업, 항만정보기술산업, 해상무선통신산업 등 관련 산업계는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국제 해사규제를 신산업 창출로 연계하기 위하

여 2013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을 준비해왔다.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7월에는 

범부처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2월에

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기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은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이내비게이션 운

영시스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국제표준 선도기술 개발 등 세 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 공고와 더불어 관련 분야별 최고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자

를 유치하고 사업단 과제에 대한 소개를 위해 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는 산업계, 학계, 연

구기관 등 관련 분야의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사업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이해하고 향후 사업 준

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해양수산부는 성공적인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 추진을 통해 해양안전 증진, 국제기술표준 선도

는 물론 해사 신산업을 진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전한 바다 위한 이내비게이션 구축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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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심사 수수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주어져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율이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내·외항화물선사 중 상위 6개사를 ‘2015년 해

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업자에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가 감면되는 등 다

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화물선사는 외항부문 포천마린(주), (주)에이치엠티메가라인 2

개사, 내항부문 일신상선(주), 일신로지스틱스(주), 강원해운(주), 알파해운(주) 4개사이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2015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최근 3년간의 사고

율과 안전경영지표로 구성된 평가지수의 상위 1%이내 사업자 중에서 선정된다. 또, 중대 해양사고가 

없고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된 이

력이 없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공모와 평가지수 산정 및 현장실사를 실시

하였으며 해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선사에는 우수사업자 표지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와 안전

관리체제(ISM Code) 심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중 선박료가 30% 감면되는 등 다양

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외항부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주)포천마린 대표는 “정부의 규제 위주 안전정책이 해양사

고가 없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되어 매

우 고무적이다.”면서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통해 절약된 비용은 우리 회사 소속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수부,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해사안전정책동향

한국형 e-Nav 사업단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배 경

•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에 따라 ‘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단구성

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공고 

•	 분야별 최고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 RFP에 대한 각종 질의에 대비 설명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필요

◆ 사업단공모 제안요청서 개요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16.1.6∼2.5 예정)

•	 참가자격 : 별도 법인 또는 사업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단체,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등

•	 사업단(장)의 기능 및 역할

   - 일정·진도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및 위험관리 등 사업관리

   - 시스템통합, 설계검증, 과제간 연계 및 통합 등 기술관리

   - 핵심과제별로 Master Plan 수립 및 핵심연구기관 선정

     * 기술개발과 시스템구축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핵심과제①과 ②는 동일한 핵심연구기관에서 수행

   - 국제시범사업 발굴·추진 및 지역 e-Nav 논의체계 운영·지원 등

   

◆ 사업설명회 계획(안)

•	 일시/장소 : ‘16.1.13(수) 15:00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	 주최/주관 : 우리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 사업단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배포(사업단 공고 직후)

  - 사업기간/예산 : ‘16∼’20년 / 1,308억원(국비 1,118억원/민자190억원)

  - 사업내용 :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 ② 디지털인프라 확충, ③ 국제표준 선도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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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업자 지정 요건

 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최근 3년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같은 종류 

    의 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100점) = 저사고율(70점) + 안전경영 지표(30점)

    1) 저사고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가) 사업자의 고용안전성

      나) 안전관리(책임)자ㆍ선원에 대한 교육 정도

      다) 선원ㆍ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정도

      라) 안전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마) 항만국통제(안전점검) 수검 결과

      바) 안전관리체제 운영수준 및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나. 최근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1) 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하 이 표에서 “운영선박”이라 한다) 

      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이 표에서 “해양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망자ㆍ실종자가 발생하거 

       나, 운영선박이 5명 이상의 사망자ㆍ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ㆍ실종되거나 5 

       명 이상의 여객이 중상(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경우

    3)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로 전손(全損)된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의 전손(全損)을 일으 

       킨 경우

저사고율=
업체별 해양사고율

총 평가대상의 해양사고율 총 평가대상의 사상자율

업체별 사상자율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표지 제공 

•	 「 해운법 」 제38조에 따른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심사기준 중 

      가·감점 부분(10점)에서 3점 가점

   

◆ 우수사업자 소속 선박에 대한 지원

•	 선박검사 수수료 및 ISM 심사료 면제

      ※ 선박검사 수수료, ISM 심사료 감면률은 년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안전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정기·중간검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중 정기·중간·연차검사 수수료와 「해사안전법」 제47조에  

      따른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중 갱신·중간심사 심사료 전액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안전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정기·중간검사 수수료 전액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2.31.) 별표 2에 따른 선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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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민안전처: 낚시어선,유도선,레저선박의 안전제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13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국민이 승객으로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

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은 다수의 일반국민이 타는 배로 연간 3천만명 이상이 이용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절차와 기준이 

서로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제협약에서 여객선으로 보는 승객 13인 이상이 타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제도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선박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 불균형을 해소하여 해양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바다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안전관리 제도 혁신, ▲안전설비 기준 강화, ▲안전 운항환경 조성, ▲해양안

전문화 확산 분야로 구분된다. 

대책에 따르면, 일부선박에서 적용 중인 톤수를 기준으로 한 최대승선인원 산정 방식을 선박의 용적

과 면적에 따른 방식으로 개선한다.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승객관리 전담 선원이 승선해야 하며, 배

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던 입·출항 신고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탑재기준도 13인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의무 설치

하도록 통일되며, 외부갑판 활동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폐로프, 폐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다각화하고, 자동조

난신호 발신장치 등 소형선박용 항해·통신 장비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해상 교통환경영향평

가, 안전관리 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전 안전교육의 의무화, 휴대전화를 활용한 해양안전정

보 제공체계 구축, 대국민 해양안전기본수칙 공익광고 등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방안

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민안전처와 부처합동 특별팀(TF)를 구성하여 소관별 관계법령개정, 

연구개발 확대,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국민안전의식 확산 등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중이

용선박의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승객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4) 운영선박이 중대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대 

       하여 중대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5) 사업자 또는 운영선박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이상의 형사 처벌 

       을 받은 경우

    6) 운영선박이 다음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외국정부의 항행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1회

     - 운영선박이 4척 이상 7척 이하인 경우: 2회

     - 운영선박이 8척 이상인 경우: 3회 이상

    7) 사업자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등 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의 안전수준 평가에서 보통(medium)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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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여객선은 한·중·일·러 총 22개 항로에 29척이 운항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인명사고 예

방 3대 중점항목과 노후선 안전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 사업자의 책임성을 한층 강

화하고, 사고 선박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 한-일 4개 항로 11척, 한-중 16개 항로 16척, 한-러 2개 항로 2척 

대형인명사고 예방 3대 중점항목은 선박 복원성 확보, 화재 예방, 무리한 운항 금지다. 해수부는 화

물 과적 및 고박, 평형수 적재 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이행 실태 등도 

살필 계획이다.  

선사 임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고경영자(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16.10)도 

실시한다. 국제여객선 사고 등 안전정보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해 선사의 책임성

을 강화한다. 

한국과 중국 간에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양국정부의 검사관들이 합동점검 등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

정이며, 25년 이상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박검사와 별개로 한국 선급과 중국선급이 공동으

로 매 6개월마다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 취항하는 쾌속여객선에 대해서는 고래 등 수중생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 

철저, 구간별 감속운항, 안전벨트 착용 등 승객관리 강화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정보공유, 유기

적 협력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대형인명사고

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3대 중점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

는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로 대형인명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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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여 점검 결과 등 안전정책 공유 강화

     * (간담회)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임원) 대상(4월), CEO 해양안전리더 양성 교육 병행(10월)

•	 (안전정보 공개) 국제여객선 사고 등 안전정보를 분기별로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이용

자의 안전에 대한 선택권 강화

    * (대상정보) 국제여객선의 해양사고, 선령, 안전관리회사 등 안전관련 정보

◆ 다양한 안전점검을 통한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정기점검) 모든 국제여객선에 대한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전

반 점검 및 사고예방

   * (기간/대상/참여) 상·하반기(‘16.3월, 9월)/한-중·일·러 29척/5개 지방청

•	 (동승점검) 한·일쾌속여객선에 동승하여 감속운항, 안전벨트 착용 등 수중물체 충돌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이행 여부 점검

    * (기간/대상/참여) ‘16.3월/ 한·일 쾌속여객선 8척 / 부산청(본부 지원)

•	 (정부합동점검) 한·중간 취항하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중국 정부와 점검관을 상호 파

견 및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기법 공유

    * (기간/대상/참여) ‘16.10월/한·중 국제여객선 16척/인천청, 평택청, 군산청

2. 대형사고 · 취약사고 예방 활동 추진

◆ (대형사고 예방) 대형인명사고 예방 3대 중점항목(복원성 유지, 화재예방

    무리한 운항금지) 및 노후선 안전에 점검 역량 집중

•	 (복원성 유지) 화물정보 사전 제공, 출항전 복원성 검토·적정 여부, 화물 과적 및 화물고박·평

형수 적재상태 등 집중 점검

•	 (화재 예방) 난연소재 사용, 화재감시장치 및 방화문 작동, 고정·이동식 소화장치 정비, 비상

훈련 실시 여부 등 확인

•	 (무리한 운항금지) 기상악화시 등 출항통제 이행 실태, 출항통제 객관성 및 선장의 최우선 권

한 행사 여부 확인

•	 (노후선 특별점검) 선령 25년 이상 한·중 여객선에 대해 양국선급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노

후선에 대한 유지보수 및 검사 강화

     * (시기/대상/방법) 정기검사 이후 6월 이내 / 7척/ 양국 선급이 합동으로 추가 점검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추진계획

Ⅰ. 운항현황 및 시사점

•	 (운항현황) 한-중·일·러 22개 항로에 총 29척(전년대비 △1*)이 운항 중

구 분 한·중 항로 한·일 항로 한·러 항로

항로/선박 16개 항로, 16척 4개 항로, 11척 2개 항로, 2척

운항선사/선박
중국 10사 / 12척, 
한국 4사 / 4척

한국 4사 / 6척, 
일본 3사 / 5척

한국 2사 / 2척

선박종류 카페리 16척 카페리 4척, 쾌속선 7척 카페리 2척

단위: 개,사,척

* ‘15.12월 코비3호(부산-하카다, ㈜미래고속)가 고래 충돌사고(‘15.4.10)를 계기로 폐선

◈ 여객선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 →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대형인명사고 예방 지속 추진 → 화재·복원성 저하·무리한 운항금지 및 노후선 안전

관리에 역량 집중

◈ 한·중항로는 기관사고, 한·일항로는 운항저해사고 → 한·중항로는 기관정비, 한·일항

로는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이행 중점 점검

< 시사점 >

Ⅱ. 2016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계획

  1. 국제여객선사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유도

 ◆ 사업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선사 간담회) 선사의 최고 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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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 강화)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 체제 수립·이행 및 퇴선 등 비상훈련의 정기적

    인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 강화

•	 (사고전파) 사고발생 시 최초 접수받은 지방청은 해양안전서, 본부 상황실 등 관계기

관에 즉시 통보하여 원활한 초동대응 여건 확보

    * 사고 여객선이 늑장 지연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부과(지방청)

◆ (기관사고 예방) 한·중노선을 중심으로 노후 등으로 인한 기관고장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맞춤대책 시행

     * (중점점검) ISM Code와 연계, 기기 제조사의 메뉴얼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실태, 

        수리요청 처리 실태, 정비절차의 적정성 등 회사의 정비지원 현황 등

•	 (계획정비) 과거 3년 이내 기관사고가 있었던 국적선사에 대하여 계획정비의 실효성

을 재검토하고 정비주기 단축 유도

   - 외국적 선박은 기관사고 시 ISM Code 결함을 지적하고 필요시 해당 기국 인증기관에

     정비지원 체계에 대한 인증심사 요구

•	 (수시심사) 국적선에 기관사고가 연 2회 이상 발생 시, 계획정비·정비지원 등을 중심

으로 선박에 대해 강도 높은 인증심사 실시 

◆ (안전저해사고 예방) 한·일항로의 경우, 추진기 이물질 유입, 고래 등 수중물체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감속운항 등 피해최소화 역점

    * (중점점검) 고래, 해양부유쓰레기에 대한 견시 철저, 경계구역에서의 감속운항, 

       운항 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출항전·경계구역 진입전 안전방송 등

•	 (유관기관 협력) 고래연구센터, 경류(鯨類)연구소(일본), 해경 등과 고래 및 해상부유

물 목측정보, 고래 습성·이동 연구자료 등 공유

•	 인증심사) 안전저해사고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국적 쾌속여객선은 인증심사 주기를 

단축(2.5년→1년)하여 안전관리체제 강화 유도

3. 사고선박에 대한 특별 관리 추진

◆ (사고선박·선사 특별관리) 사고가 발생한 모든 국제여객선에 대해 입항 즉시 강도 

    높은 특별점검 및 항만국통제 실시

•	 (국적 선박은 중대 해양사고 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 선사·선박에 대해서

는 수시심사 시행 및 과징금 부과(지방청)

    * (중대 해양사고) 사망·실종사고, 충돌·침몰·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 (재발방지 대책 이행력 강화) 선사의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를 사고 후 

     3개월 이내에 전담반을 구성 불시점검으로 확인

     * 중대해양사고의 경우 지방청·본부, 검사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

◆ (간부급 정책현장 방문) 간부급, 면허부서 책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여 정부의 안전관리강화 의지 전달 

     * 필요 시 면허부서인 해운정책과 담당자와 합동으로 노후선박 안전실태 점검

◆ (선급심사·검사 강화) 국제여객선 중점점검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비 지원체계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 및 노후 설비의 정비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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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아시아지역 운항 중·소형 유조선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 발간

해양수산부는 ‘아시아지역 유조선 해적피해예방 지침서(Guide Book)‘를 제작하여 선사 및 유관 업·

단체에 배포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icoms.go.kr)를 통해서도 제공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운항하는 국적 유조선의 해적피해 예방활

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아시아지역 해적사고는 200건으로 전년 동기(187건) 대비 7%가 증가했으며, 그 중 13척

(유조선 12, 어선 1척)이 해적에 의해 피랍된 바 있다. 해적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중·소형 유

조선의 유류 등 화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해적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와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해적정보공유센터(ReCAAP ISC)가 공동으로 제작한 지침

서는 최근 해적공격이 잦은 5천톤 미만의 중·소형 유조선을 대상으로 한다. 

  * ReCAAP ISC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Information Sharing Center

  지침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해적위험요인 및 해적들의 범행수법에 관한 정보 ▲해적위험해역 

통항 전 보안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선박의 방어조치 및 해적공격 시 대응방안 ▲해적사고 시 보고

절차 및 후속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작된 지침서를 유관기관, 해운 업·단체, 선사 등에 총 3,000부를 배포할 계획이며, 

전 세계 해상에서 근무 중인 선원들도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적동향 및 사고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적발생 요인 및 해적

들의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국적선의 해적피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

사와 선박들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 유조선 해적피해 ‘극성’…피해예방 강화 추진  아시아지역 해적피해예방 지침서(Guide Book) 목차

구 분 지침서

제1장 (개 요) 지침서 발간 배경 소개

제2장 (해적피해 동향) 최근 유조선 해적피해 동향 

제3장
(주요 해적위험요인 및 해적피해 
예방대책)

3.1 유조선 해적사고 원인

3.2 유류화물 절취 사건 사고위치, 총톤수, 화물의 종류

3.3 해적들의 범행 수법

3.4 위험성 평가

3.5 예방대책

3.6 사고시 보고절차

제4장 
(해상보안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4.1 출항전 점검사항

4.2 항해중 점검사항

제5장 
(선박의 방어조치사항)

5.1 물리적 조치사항

5.2 추가적 조치사항

제6장 
(해적공격시 대응사항)

선박보안책임자 및 선원의 확인사항

제7장
(선원의 역할)

7.1 선원의 역할 

7.2 항로 및 보안계획 수립

7.3 상황파악

제8장 
(사고 후 보고 및 후속조치 사항)

선박관리자/보안책임자/선원의 확인사항

참고 자료

1 해적사고 동향

2 해적행위 정의

3 해적사고시 보고서 양식

4 ReCAAP 회원국 및 관련기관 연락처

5 자율지역보고서 양식

6 협력기관

7 재외공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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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여객선, 항만·어항시설 등 총체적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인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수산물 도

매시장, 공공청사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해(1,104개소)에 비해 약 150% 증

가한 약 2,766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9월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13인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

어선에 대하여 해수부의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민관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은 자체 가용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시설

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치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행, 안전관리시스템 운용과 같은 소프트

웨어도 함께 진단하여 안전관리 취약분야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국민들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와 안전신문고 ‘앱(App)’ 또

는 이와 연결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주변에서의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제안함으로써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 추진과 관련하여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대진단 실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와 정책제안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

부했다.

해수부, 총 2,766개 해양수산 시설 ‘안전 대진단’
    해양수산 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진단개요

•	 (기간/주체) ‘16.2.15～4.30 / 본부, 지방청 및 공공기관·단체 등

•	 (대상) 해양수산 분야 시설·선박 등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사

회안전 전반에 걸친 점검 실시

   

◆ 2015년도 진단결과

•	 (점검실적) 우리부 소관 항만시설(위험물 하역시설 포함), 선박, 여객터미널 등 교통안

전 3개 분야 총 1,104개 시설을 민관합동 점검

   -항만시설 총 123개소(무역항67, 어항54, 항로표지2)에 보수·보강 120건, 정밀진단

     3건 후속조치* 중(‘15년말까지 105개소 조치완료)      

     ※ ‘15년도 보수·보강 미완료 사항은 ‘16년도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

 ◆ 2016년도 진단계획(안)

•	 (점검대상) 표본점검을 실시하되 취약시설은 가급적 전수점검하고 그외 시설은 과거 점검·사

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약 2,766개소)

-(전수점검) 13인 이상 낚시어선(취약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및 시특법 상 재해위험시설 등의 

시설은 전수 민관합동점검(약 1,788개소)

-(자체·표본점검) 항만·어항시설, 여객선·여객터미널, 건축물(청사, 수산물 도매시장) 등은 자

체점검(약 877개소) 및 표본(10%) 민관합동점검(약 101개소)

   *(점검사항) 시설물 손상·균열,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인력 확보, 교육·훈련 

      이행, 소관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작성·활용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

•	 (홍보계획)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한 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안전신고 등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추진계획 시달(2월초), 추진상황 중간보고(3월말) 및 최종보고(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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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5년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지난해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피

해가 전 세계 해적 사고의 81%를 차지하면서 동남아가 해적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2015년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발표하고, 소말리아 연안, 서아프리카 

기니 만, 동남아시아 말라카해협 부근 등 해적사고 다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해적공격은 지난해보다 0.4%(1건)가 증가한 246건이 발생했으며, 선박 피랍은 29%(6건)

가 감소한 15건이 발생했는데 피랍선박 15척 중 67%(10건)가 5,000톤 미만의 중·소형 유조선인 것

으로 나타났다.

        

< 전세계 주요해역 해적피해 발생현황 (2011～2015) >                                               단위 : 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연합 해군과 무장한 민간 보안요원의 감시활동에 힘입어 해적 활동이 크게 위

축되었다. 2009년 연합해군의 해적소탕작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해적공격 사례

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건수는 2014년 41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나

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 석방금을 노린 선원 납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조직화·흉포화 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 해적사고 7% 증가…소말리아는“0”

◆ 대상 시설 현황

•	 (진단대상) 해양수산 분야 시설물 1,254개소, 건축물 40개소, 운송수단 등 206개소 및 낚시

어선 1,266척 등 총 2,766개 시설 점검 계획

  -시설물(항만·어항,위험물하역시설,항로표지), 건축물(청사,수산물 도매시장), 운송수단

   (여객선,여객터미널), 사각지대(낚시어선*) 등

   **돌고래호 전복사고(‘15.9월) 관련 13인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낚시어선을 해양수산 분야 안전 

   사각지대로 분류(국민안전처) 

* 낚시어선은 ‘14년도 기준이며, 점검대상은 등록·말소 등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 439 297 264 245 246

(선박피랍 건수) (45) (28) (12) (21) (15)

소말리아 해적공격 건수 237 75 15 11 0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 52 62 51 41 31

동남아시아 해적‧무장강도 119 130 167 187 200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
자체)

민관합동 점검
자체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시설물

항만시설 923 82 10 831

국가어항 201 201 - -

지방어항 79 79 - -

위험물
하역시설

41 - 41 -

항로표지 10 1 - 9

소계 1,254 363 51 840

건축물

공공청사 21 2 - 19

수산물
도매시장

19 5 - 14

소계 40 7 - 33

운송수단
등

연안여객
터미널

20 20 - -

국제여객
터미널

5 1 - 4

연안여객선 155 - 155 -

국제여객선 26 - 26 -

소계 206 21 181 4

사각지대 낚시어선 1,266 - 1,266 -

총계* 2,766 391 1,498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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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해역에서는 주변국들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 증가한 200건

의 해적사고가 발생했으며, 선박 피랍은 8.3%가 증가한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 해적은 서아프리카 해적과 달리 선원을 납치하거나 인명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화물만 강탈하고 도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갈수록 흉포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선박의 경우에는 2011년 5월 이후 해적에 피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말

라카해협에서 무장강도가 승선하여 현금 등을 강탈하고 도주한 피해사례 1건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동남아해역에서 유조선에 대한 해적공격이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

하여 국적선 해적피해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유조선 통항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체계도 더욱 강화 하겠다.”라며 “선사와 선박들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

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세계 해적사고 주요 현황 

1. 해적사고 발생현황

◆ (전 세계) ‘15년도 해적공격 건수는 246건로 ’14년(245건) 

     동기 대비 0.4% 증가함(선박 피랍건수 : 21척 → 15척*, 28.6% 감소)

    * 말련(6), 인니(3), 말라카해협(4), 가나(1), 나이지리아(1)

•	 (소말리아) ’14년도 총 11건의 해적공격이 있었으나, ‘15년에는 연합해군의 작전개시(’09) 이

후 처음으로 해적공격이 발생하지 않음

•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는 31건으로 ’14년(41건) 동기 대비 24.4% 감소함(선박 피랍건

수 : 5척 → 2척, 60% 감소)

•	 (동남아시아) 해적공격 건수는 200건으로 ’14년(187) 동기 대비 7% 증가함(선박 피랍건수 : 

12척 → 13척, 8.3% 증가)

<연도별 해적발생 건수(2011~2015)>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 439 297 264 245 246

(선박피랍 건수) (45) (28) (12) (21) (15)

소말리아 해적공격 건수 237 75 15 11 0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 52 62 51 41 31

동남아시아
해적‧무장강도

 공격건수
119 130 167 18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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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말리아
 해적

아덴만 37 13 6 4 0

홍 해 39 13 2 4 0

소말리아 연안 161 49 7 3 0

합 계 237 75 15 11 0

2.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발생현황

≪ 소말리아 해역 ≫

•	 ‘14년도 11건의 해적사고가 있었으나 ’15년도에는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 소말리아 해적 발생현황(2011-2015) >

•	 아덴만 연합해군의 해적소탕 활동, 무장보안요원 승선 등 다각적인 해적퇴치 노력이 해적사

고 발생 방지에 크게 기여함 

-그러나, 해적의심선박이 추격하는 사례가 아덴만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은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해역 항행선박은 BMP 4(해적피해예방대응지침) 

  이행, 자구책 마련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국제해사국 해적정보센터)

   SHADE*는 소말리아 해적네트워크가 현재 억압된 상태일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닌만큼 지속적인 해적피해예방활동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15.7)

* Shared Awareness and De-Confliction(대 해적작전 전략수립 협의체 : CMF, EU, 

NATO 등)

 ≪ 서아프리카 해역 ≫

•	 전 세계 해적사고(246건) 중 31건(12.6%), 선박피랍(15건) 중 2건(13.3%)이 서아프리카 해

역에서 발생

< 서아프리카 해적 발생현황(2011-2015) >

•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해적사고의 31건 중 14건(45%), 선박피랍 2건 중 1건이 나이지리

아 해역에서 발생, 주로 유조선·보급선을 공격함-

 - ‘15.1월 Bayelsa 남서방 63마일 해상에서 무장해적 10명이 유조선을 공격·피랍하였으나, 

    가나 해군에 의해 해적 8명 체포(2명은 탈주)

  - ‘15.10월 Bayelsa 남서방 36마일 해상에서 해적이 승선하여 선원 4명을 납치 후 도주, 

     피랍선원(리투아니아) 국가에서 특수팀 조직 후 추적중 

  - ‘15.11월 Bayelsa 남서방 70마일 해상에서 해적이 승선하여 선원 5명(폴란드) 

      납치되었으나 피랍 후 13일만에 석방(몸값 지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아프리카 
해적

나이지리아 10 27 31 18 14

코트디부아르 1 5 4 3 1

콩고 3 4 3 7 5

토고 6 15 7 2 0

기타 35 11 6 11 15

합 계 55 62 51 41 35

※ 서아프리카 해역 : 주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토고, 
    앙골라 등의 인근 해역

서아프리카의 해적은 모선(母船)을 이용, 연안에서 200마일(370km)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나이지리아 남서방 해상에서 석방금을 노린 선원 

납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BMP 이행, 보안요원 에스코트 등 각별한 주의 항해 필요

해사안전정책동향



동남아시아 지역 해적사고(200건) 중 대부분 95%(189건)은 해상강도*에 의한 사고

(대부분 단순 물품강탈)이며,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11건으로 보고됨

 * 해상강도 :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의 폭력, 억류, 약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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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해역 ≫

•	 전 세계 해적사고(246건) 중 200건(81.3%), 선박피랍(15건) 중 13건(86.7%)이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생

< 동남아시아 해적 발생현황(2011-2015) >

•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해적사고(200건) 중 108건*(54%), 선박피랍(13건) 중 3건**(23%)

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발생

* 108건의 해적공격은 항해중(68건), 묘박중(31건), 접안중(9건)에 발생 

** ① ‘15.1월 Sulawesi 북방 Lembeh 섬 인근 해상 ② ’15.3월 Pulau Repong 남방 37마일  해상 

    ③ ‘15.4월 Pulau Uwi 북방 62마일 해상    

•	 (말레이시아) 총 13건의 해적공격이 있었으며 그 중 6척*(유조선 5, 예인선 1) 해적에 의해 

피랍됨

* ① ‘15.1월 Tanjung Ayam Johor 남방 1 마일 해상 ② ’15.2월 Pulau Aur 남동방 18마일 해상 

  ③ ‘15.3월 Tioman 섬 동방 18마일 해상 ④ ’15.5월 Sarawak Tanjung Sirik 북서방 64마일 해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방글라데시 10 11 12 21 11

인도네시아 46 81 106 100 108

말라카해협 1 2 1 1 5

싱가포르해협 11 6 9 8 9

말레이시아 16 12 9 24 13

남지나해역 13 12 4 1 0

베트남 8 4 9 7 27

기타 14 2 17 21 27

합 계 119 130 167 183 200

⑤ ’15.6월 Pulau Aur 남서방 8마일 해상 ⑥ ‘15.6월 Johor Aur 남방 17마일 해상   해상  

3. 우리나라 선박·선원 피해 현황(강도 1건, 퇴치 2건)

•	 (동남아 해역) ‘15.5.19일 말라카해협을 통항중이던 국적 케미칼운반선에 무장강도 7명이 

승선하여 현금 등을 강탈하고 선원1명에게 타박상(종아리)을 입히고 도주

- (우리부 조치) 인근 통항선박 및 GICOMS*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해적피해 예방활동 강화 지시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	 (동남아 해역) ‘15.6.27일 말라카해협에서 묘박중이던 국적 케미칼운반선에 무장강도 2

명이 승선시도, 본선 비상대응조치(비상경보 발령 및 선원소집 등)를 통해 해상강도 퇴치

     - (우리부 조치)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항만 당국 비상연락망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선박보완활동 강화 지시

  

•	 (소말리아 해역) ‘15.11.23일 아덴만을 통항중이던 컨테이너선에 해적 의심선박 3척이 

추격, 본선 회피조치(증속운항) 및 인근 상선에 승선중이던 무장보안요원의 경고사격으

로 해적 퇴치

      - (우리부 조치) 청해부대와 관련 정보를 공유, 해적 지속 추적시 즉각 구조대응 요청, 

         인근 통항선박에 주의운항 촉구

지역 일자 총톤수
선종

(국적)
피해내용

동남아시아
(말라카해협)

5.19 5,680톤
케미칼
운반선
(한국)

인명피행 : 선원 1명(한국) 타박상
재산피해 : 현금, 노트북, 핸드폰 등

동남아시아
(말라카해협)

6.27 5,254톤
케미칼
운반선
(한국)

인명피해 : 선원(미얀마) 1명 찰과상
재산피해 : 없음

소말리아
(아덴만)

11.23
141,754

톤

컨테이너선
(영국)

인명피해 : 없음(한국인 9명 승선)

재산피해 : 없음
 <해적공격 및 피해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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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해사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계절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

관 등 24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 안전대책이다. 

  이 계획은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 보장’을 정책목표로, 선박종사자 안전역

량 제고, 선박 안전성 강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의 59개 세부이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봄철ㆍ해빙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3월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봄철은 안개와 갑작스러운 해상기상 변화로 인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어선조

업과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

이다. 

  봄철 해빙기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국제여객

선 29척, 낚시어선 1,266척, 연안여객선 155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과적ㆍ과승, 안전설비 관리 

등 기초 안전설비와 운항수칙의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항만 및 어

항 등에서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구명조끼 상시착용 운동과 더불어 낚시객, 수상레

저인 등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소유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이 라이

프 재킷(My Life-Jacket)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양안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소형선박에서의 지켜야 할 필수 기초안전 수칙 

포스터 7만 여장을 배포하여 선박운항자와 선주 등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현

장안전관리가 한층 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대책 시행   이번 시행계획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소형선 종사자들을 위한 모

바일 해사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다.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소형선박 종사자 중 50세 이상의 선원 비중은 77.7%에 이르고 있으며, 약 

64%가 휴대전화를 통해 항해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전처의 ‘재

난 문자 서비스’와 외교부의 ‘해외여행안전정보 문자 서비스’와 같이 다중이용선박, 어선, 연안화물

선의 선주, 선장 등 약 6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필수적 해양안전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제

공할 수 있는 ‘해사 정보 네트워크’를 3월부터 운영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현장에서의 기초적 안전수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상종사자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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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 개요

1.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2. 5대 핵심과제

◆＇16년 해양안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 ‘16년 6개 전략 59개 추진과제 중 정책 중요도를 기준으로 5개 과제 선정

1)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

을 공통 적용

    * 안전제도혁신, 안전기준강화, 운항환경개선, 안전문화확산 4개분야 22개 과제 추진

2) 대국민 기초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공익광고 제작ㆍ방송, 해양안전 기초 안전체험관 개설 등 스스로 지키는 해양안전문화 정착

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3) 기본에 충실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정립

1부처간 합동안전점검,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 안전 제도의 정확한 적용과 지속

적 이행을 위한 안전정책 환경 조성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선박안전성 확보

연안해역 해상교통환경 정밀분석, 유조선 통항로 평가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선종별 안전대책* 이행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등

5)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 국제기준 제ㆍ개정 논의 주도를 위한 국내ㆍ외 기반 조

성 및 대응역량* 강화

    * 국제해사학회 창립, IMO 모의경진대회 개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 등

목표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보장

전략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방향
① 인명안전 최우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②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대형인명사고 ZERO화
③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원(외국선원, 어선원 포함)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해기면허 취득요건 개선 및 해사전문인력 양성
· 선원(외국선원 포함) 고용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선박 안전성 강화
· 노후선 검사 강화 및 대체 추진
· 중소유조선 등 내항선박 안전점검 강화
·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
·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스마트
해상교통환경

· 항행위해요소 발굴·개선 및 불법어망·장애물 제거
· 항만 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 해상교통 관련 인프라(e-NAV, VTS, AtoN, 해도) 확대

국제협력 및 해사
안전문화 정착

· 해사안전 국제규범 국가대응력 강화
· 해적, 항로표지 관련 양다자·국제기구 협력활동 강화
· 해양수산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대국민 해양안전 생활화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해양사고 수색· 구난 능력 제고 및 위기관리체계 정비
· 해양방제(HNS 포함)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 해적피해 예방체계 강화 및 선박 보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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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봄철(3～5월)은 잦은안개 등 기상요인 변화, 행락철ㆍ성어기 선박 교통량 증가로 인해 사

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

☞ 봄철 기상 및 해양사고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운영기간/참여기관  : ‘16.3.1 ～ ’16.5.31(3개월) / 유관부처,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및 소속기관 등

◆ 주요추진과제

•	 해상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공통) 농무기 대비 항해 중 경계 철저, 필요시 경계요원 추가배치 등 경각심 고취 및  

     안전속력 준수, 레이더 사용법 등 집중교육

   - (다중이용선박) 행락객 증가에 대비한 비상시 승객안전 확보 요령, 인공호흡 등 인명구조 

     및 무선ㆍ안전설비 사용방법 등 교육실시

•	 경영자(CEO) 대상 안전의식 제고 교육 추진

 - (선사 경영층) 선사 최고 경영자ㆍ안전관리책임자 대상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부산지역 선사 CEO 등 경영진 대상 간담회(4월 예정) 시 해양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별도교육 실시

•	 선종별 취약요인 점검·검사 강화

  - (다중이용선박) 국제ㆍ연안 여객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민ㆍ관 합동점검

    (지자체,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원 등) 실시

    * 대상 : 국제여객선 29척, 낚시어선 1,266척, 연안여객선 155척

 **점검내용 : 과적ㆍ과승, 안전설비 관리, 운항수칙 준수 및 항해등(燈), 무중신호, 레이다 등  

      항해설비 정상작동 여부

  - (카페리 화물선) 내항화물 운송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화물적재 및 고박 적정성에 대한 

     지속점검 실시(해사안전감독관)

•	 해양수산 분야 시설물 민ㆍ관 합동점검

  - (여객선 터미널 등) 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점검

     (연안터미널 20개소, 국제터미널 5개소 등) 이행

   - (주요시설) 항만구역 내 위험물 하역시설(41개소), 항로표지, 항만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민관합동점검* 실시

      * 지방해양수산청, 시설운영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항만공사, 항로표지협회 등

•	 해양안전정보 적시제공 체계 구축

 - 선박소유자, 선장, 안전관리자 대상 필수 해양안전 정보(기상악화, 계절별 안전정보 등) 

    모바일 해양안전 네크워크(SMS) 구축

    * 대상/운영시기 : 소형선(어선) 선장 및 선사 안전관리자 약 7만여명 / 3월(시범운영)

- 조업·항해 중인 선박에 기상·안전정보 제공(국민안전처 VTS, 어업무선통신국, 

   운항관리실) 및 시계제한 시 출항통제* 철저

    * 내항 여객선 : 1km 이내 / 내항 화물선 : 0.5km 이내 / 어선 : 통제 비대상

•	 해양안전문화 개선활동 추진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운영 및 “My-LifeJacket 캠페인“ 등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ㆍ캠페인 집중실시 

    *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한 주요항만, 어항 등 현장캠페인 실시(10회)

   - 소형선 운항자를 위한 ‘선박운항 필수안전수칙’ 제작ㆍ배포(7만부)

    * 필수안전수칙의 반복적인 숙지를 통해 최소한의 운항안전 준수 계도

   - 운항자의 자체 안전점검 일상화 유도를 위한 “소형선박용 출항 전 안전운항 점검표*” 

      배포(수상레저협회, 선박검사기관, 수협 등 배포)

      * 선체 안전성 및 주요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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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필수안전수칙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소형선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내항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3월 7

일부터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소형

선박, 소형선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선박의 규모, 척수 등 여

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현장에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무료 컨설팅은 내항선박 5척 미만의 영세선사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58

회를 실시했다.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내항선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st.or.kr)에 접속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설팅 전담자와 협의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연중 받을 수 있다.

해수부, 소형선사 안전관리 무료 컨설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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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 개요

◆ 배 경

•	 ‘02.7월부터 인적과실에 대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의무화된 안전관리체제

(ISM Code)를 국내 도입·시행 중

    - 내항선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관리 전담인력 부족과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ISM의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    

◆ 컨설팅 개요

•	 (목적) 내항 영세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체제 이행 기법 전

수·안전교육 등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	 (대상) 컨설팅을 신청하는 내항선사·선박(접수 순에 따라 20개사)

•	 (시행주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위탁운영(해사안전연구센터, Tel 044-330-2314)

•	 (주요내용) 안전관리체제 이론 교육, 선박안전관리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보완, 기

타 우수사례 전파 등

•	 (참여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st.or.kr)를 통해 신청

    

재난안전업무 역량강화 및 종사자 안전의식 함양

 해양수산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2011.3.11.) 5주년에 즈음하여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업무 역량강화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3월 10일(목) 실시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

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분야 재난업무 담당자의 근무지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전문교육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재난안전 관리자 및 실무자 42명이 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해

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재난업무 관리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재난관리체계,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대

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즈음하여 재난업무 종사자의 안전의식 중요성

을 강조하는 교육이 병행되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재난관리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

로 인식하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 5년, 해양수산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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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계획

이내비게이션 지역협력체 창설 제안 등 국제무대 논의 주도

해양수산부는 해상 이내비게이션 분야의 아·태 지역협력체 구성 제안 및 개도국 역량강화사업 논의 

등 해사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국

장급 해사안전 기관장 회의(APHoMSA)를 개최하였다. 

  아·태 지역 해사안전 기관장 회의는 지역 해사안전, 해상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 등 협력증진을 위

해 1996년 4월 호주에서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2개 회원국에서 약 70

여명이 참석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뉴질랜드 키스 만치(Keith Manch) 해사청 청

장, 중국 첸아이핑(Chen Aiping) 해사국 국장, 국제수로기구(IHO) 로버트 워드(Robert Ward) 의

장, 국제해사기구(IMO) 니콜라스 샤랄람부스(Nicholas Charalambous) 기술협력국장 등이 참석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미래의 첨단 항법시스템인 이내비게이션의 사업 추진과 유럽을 중심으

로 한 국제표준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 지역 협의체(e-Navigation Underway Asia Pacific 

Conference) 창설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해

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한 개도국 지원방안과 해양환경보호 및 선원복지 향상 등을 위

한 지역 차원의 협력사안도 논의 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호주 해사안전청장(Michael Kinley) 일행과 만나 양국 간 외국적 선박점

검의 통일적인 시행과 IMO 공동 대응 등 협력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

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부는 그간 아·태 해사안전 다자간 기관장 회의 및 한·호주 양자 

간 정례회의를 통해서 지역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계속 기여하였다.”라며, “이번 회

의를 통해 이내비게이션 등 해사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공동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국제적인 지

역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아태 지역 해사안전협력체 활동 강화

◆ 추진개요

•	 배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시행(‘14.2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

야 종사자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	 (의무교육 대상자) 안전책임관 등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직원

    - 관리자 전문교육(7h 이상), 실무자 전문교육(14h 이상)

    - 신규교육(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정기교육(신규교육 후 매 2년마다)   

    * 사이버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이내만 인정  

  

◆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전문교육

•	 일시/장소 : ‘16.3.10(목) 10:00～15:00/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	 교육 대상자 :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30명(담당 간부 등)

◆ 향후계획

•	 재난안전업무 실무자과정* 전문교육 실시 : ‘16.11월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연계추진(협의완료)    

교 시 교육 시간 교 과 목 강 사

1
10:00～12:00 

재난안전 정책과 방향,

재난관리체계 등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2

3
13:00～15:00

기본법령 이해, 종사자

의 안전의식 등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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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아·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연혁 및 현황

차수 연월 개최국 개최도시 참가국 참가인원 아국 참가자

1 ‘96. 4. 호 주 브리스베인 11개국 25명 해운항만청 차장

2 ‘97. 9. 일 본 동 경 13개국 67명 해경청장 

3 ‘98. 9. 캐나다 밴쿠버 14개국 33명 해경청장

4 ‘00. 3. 싱가폴 싱가폴 17개국 50명 해경청 차장

5 ‘01. 9. 중 국 북경 15개국 52명 해경청 차장

6 ‘03. 4. 미 국 호놀룰루 16개국 50명 안전관리관

7 ’04. 4. 뉴질랜드 웰링턴 21개국 63명 안전관리관

8 ’05. 4. 한 국 부산 19개국 55명 안전관리관

9 ’06. 4. 칠 레 비냐델마 15개국 42명 안전관리관

10 ‘09. 5 호 주 시드니 29개국 81명 해사안전정책관

11 ‘10. 6 필리핀 마닐라 23개국 87명 해사안전정책관

12 ‘11. 6 한 국 제주 17개국 52명 해사안전정책관

13 ‘12. 7 베트남 나짱 18개국 70명 해사안전정책관

14 ‘13. 7 호주 케언즈 22개국 57명 해사안전국장

15 ‘14. 5 피지 나디 20개국 70명 송태봉(事)

16 ‘15. 4 중국 선전 15개국 50명 해사안전정책과장

◆ 개최 연혁

◆ 회원국 현황 (총 22개국)

    * 말레이시아(’17년) 개최 예정

제5차 한호 해사안전정책회의 참가계획

◆ 회의 개요

•	 (日/所) ‘16.3.14(월) / 뉴질랜드 퀸즈타운

•	 수석대표) 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호주 해사안전청장 M. Kinley

   - (아국 대표단) 국제해사미래전략T/F 김인철(事), e-Nav팀 안광(事)

   - (호주 대표단) 항행안전·국제협력과장 Mr. Brad Groves (IMO MSC 의장), 

      국제협력담당 Mr. Simon Moore

◆ 회의 개요

•	 e-Navigation 공동사업 추진 및 국제표준화 연대

•	 아·태 지역에서 기준미달선 퇴치 및 항만국통제 상호협력

•	 해양수산부 - 호주 해사안전청 간 MOU 검토

   - 양국간 5개년 협력프로그램 성과 검토

•	 아국 제안 IMO 의제 지원요청

※ 국내기술(포스코)로 개발한 고망간강을 LNG 선박 등 선박용 저장탱크 강재로 사용

    하기 위해 국제가스화물(IGC) 및 연료(IGF) 코드 개정 제안

    * 호주는 세계 3위의 망간 생산국이며 MSC 의장국으로 영향력 행사 가능

◆ 호주 해사안전청(AMSA) 청장

직무/약력 

•	 ’14.8.27. 호주해사안전청장임명

•	 ’08년 호주해사안전청 부청장력

•	 ’94년 호주해사안전청 검사관으로 입사

•	 호주 BHP 빌리튼社 외항선 기관사로 근무

•	 1급 기관사 자격증, 공학사 및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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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12.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01.21.] 

선박법 시행령[시행 2016.01.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1.25.] 

항만법 시행령[시행 2016.01.2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 2016.02.17.] 

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2016.02.2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6.02.2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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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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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

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

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

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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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1.] [해양수산부령 제184호, 2016.1.19.,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

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18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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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구청장”을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

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같은 항 후단”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지방해양항만청

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

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본문, 제27조,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

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36조제1항관련)”을 (제36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

의 납부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

로 한다.

  1. 법 제 28조의  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법 제 28조의  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마리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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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마리나선박 보관 ·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마리나선박 보관 ·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마리나선박 보관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

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후

단”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선박법 시행령[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

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

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

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

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

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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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

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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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

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려

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III. 제 · 개정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1.22., 일부개정]

 -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방법 등(제5조의2 신설)

1)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

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등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제5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규정(제6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Ⅲ. 개정문

⊙대통령령 제26930호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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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

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

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

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

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

주요법령개정

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

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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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타법개정]

 -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

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

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

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Ⅲ. 개정문

⊙대통령령 제26928호(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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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 2016.2.17.] 
[대통령령 제26986호, 2016.2.17., 일부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실기교육장 및 이론교육

장 등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만

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

상레저사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래프팅가이드가 함께 탑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래

프팅기구의 범위를 2명 이하의 래프팅기구에서 4명 이하의 래프팅기구로 확대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예외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의 범위에서 태풍ㆍ해일 특보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98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5항

제2호”로 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관이나 단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력레저수상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

영하는 기관

나.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그 교육 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이나 단체

제37조제3항 본문 중 “확인하게 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선 정원이 2

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을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Ⅱ. 개정문

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

역의 물의 깊이, 유속(流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를 “시장·군

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장비기준과 교육 내용

(제7조제6항 관련)”을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기준, 장비기

준, 시설기준 및 교육 내용(제7조제5항제2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인적·장비기

준”을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설기준

   실기교육장. 이론교육장(60㎡ 이상 및 수강인원을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 20㎡ 이상의 

행정실, 기타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설(휴게실 등), 화장실, 주차공간이 있을 것

    비고:가목의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중 “주의보”를 “풍랑·호우·대설 주의보”로, 같은 호 다목 중 “경보”를 “풍랑·호

우·대설 경보”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3(제목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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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7031호, 2016.2.29., 일부개정]

 -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 해

당 시운전선박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직원이 승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운전선박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기사(海技士) 면허의 갱신에 필

요한 경력 인정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가. 해기사 면허 갱신에 필요한 승무 경력 요건 개선(제20조제2호)

  해기사 면허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승무 경력에 외국선박에서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외에 한국선박에서 같은 조건으로 

승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하여 해기사 면허 갱신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함.

나.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 강화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 신설)

항행구역이 평수(平水)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인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 갑판부에 3

등 항해사를 추가로 승무시키도록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

다. 시운전선박의 최저승무기준 신설(별표 3 제7호 신설)

   연안수역 등을 항행하는 시운전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크기, 주기관의 추진력 등을 고려하여 

승무시켜야하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일반 선박과 별도로 정함으로써 시운전선박 운항

의 안전을 확보함.

I. 개정이유

Ⅱ. 주요내용

I. 개정문

⊙대통령령 제27031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해기사시험”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병역법」에 의하여”를 “「병역법」에 따라”로, “법 제5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운전 선박”을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

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

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기사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을 “제24조에 따라 시험”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의2에 따라”로, “해기사시험”을 “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자격증”을 “제1항에 따른 승무자

격증”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을 “제1항에 따른 시험”으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해기사”를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기사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외국선박 또는 함정”을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

험”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인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은 위 표의 승

무기준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지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3천톤 이상
5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천톤 이상 선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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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인 시운전선박의 승무기준
 
가.어선 외의 선박

갑판부의 승무기준 기관부의 승무기준

선박의 크기 선박직원 승무자격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나.어선

갑판부의 승무기준 기관부의 승무기준

어선의 길이 선박직원 승무자격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45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6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100미터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

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 칙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2.29.] [해양수산부령 제186호, 2016.2.29.,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항만기술안전과를 신설하여 항

만시설 안전강화 및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

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종합상황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

해양측위정보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하

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008호, 2016. 2. 29.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

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해양정책실 연구개발팀을 미래전략팀으로 개편하여 기

획조정실에 두도록 변경하는 한편,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4급 정원 2명을 3

ㆍ4급 정원 2명으로, 5급 정원 3명을 4ㆍ5급 정원 3명으로, 9급 정원 2명을 7급 정원 2명으로 각

각 조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5급 정원 1명을 4ㆍ5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국립해양조

사원의 6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어업관리단의 6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

로 조정하며, 지방해양수산청의 5급 정원 2명을 4ㆍ5급 정원 2명으로, 6급 정원 4명을 5급 정원 4

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Ⅱ.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18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미래전략팀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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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

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제3호를 삭

제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미래전략팀장”으

로 한다.

④ 미래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총괄

2.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3.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5.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6. 해양수산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

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도 및 감독

8. 해양수산 사업의 투자 방향·추진상황 점검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제7조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팀·해양개발과·해양레저과·연안계획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보전과·

해양생태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토과”를 “해양개발과·해양레저과·연안

계획과·해양영토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국제협력총

괄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4항을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연구개발팀장·해양개발과장·해양레저과장 및 연안계획과장”을 “해양개발과장·해

양레저과장·연안계획과장 및 해양영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중 “해양영토과장·원양산

업과장”을 “원양산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항만투자협력과 및 항만지역발전과”를 “항만투자협력과·항만지역발전과 및 항만기

술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

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항만기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2. 항만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3. 항만·어항 설계·기술 기준에 관한 업무

4. 항만·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

7. 항만건설업무 관련 정보화 체계 구축 및 개선

8. 항만공사의 품질계획수립,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9. 항만건설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0. 함선, 갑문, 항만시설 관련 기계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11. 항만건설 기술용역·시공·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12.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적산 기준에 관한 업무

13. 항만·어항건설 대형공사 등의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4.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기술기준·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5.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운영 및 관리

16. 항만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친환경항만(Green Port) 구축에 관한 업무

17.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구성 및 운영 

18. 항만구역내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개선·정비대책 수립·시행 

제6장(제20조) 및 제6장의2(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1호 중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을 “

여수”로 한다.

다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조사관”을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한다.

제9장의2(제38조의2) 및 제9장의3(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38조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제1항 중 “각각 청장”을 “청장”으로, “각 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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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과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

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

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해사안전관리과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을 “해사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별표 32”를 “별표 31”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립해양조사

원 해양예보과 및 항만기술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2와 같다.

별표 16 중 총계 “516”을 “518”로 하고, 일반직 계 “512”를 “514”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 “10”을 “12”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9”를 “42”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72”를 “169”로, 행정주

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해

양수산연구사 “173”을 “174”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

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2”를 “26”

으로,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을 “5”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516”을 “518”로 하고, 일반직 계 “512”를 “514”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 “10”을 “12”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9”를 “42”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79”를 “176”으로, 행

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 또

는 해양수산연구사 “168”을 “169”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

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

을 “24”로,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을 “5”로 한다.

별표 18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

무관 3”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을 “22”로 한다.

별표 19 중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16”으

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73”을 “72”로 한다.

별표 20 중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16”으

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74”를 “73”으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88”을 각각 “602”로 하고,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4”를 “36”으로,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

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37”을 “142”

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운전서

기 “203”을 “207”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

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0”을 “65”로, 선박항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선박

기관운영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23 및 별표 2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4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8”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3”을 “95”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

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67”을 “363”으로, 행

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

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87”을 “288”로, 행정서기·시설서기·

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94”

를 “195”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

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83”을 “84”로,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선박항해운영서기 및 선박기

관운영서기보 “3”을 각각 “2”로 한다.

별표 25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8”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

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8”을 “100”으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

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67”을 “363”으



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

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88”을 “289”로 하며, 행정서기·

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

기 “188”을 “189”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

리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82”를 “83”으로,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선박항해운영서

기 및 선박기관운영서기보 “3”을 각각 “2”로 한다.

별표 28 및 별표 28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 및 별표 34를 각각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연

구개발팀”을 “미래전략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개발팀장”을 각각 “미래전략팀장”으

로, “해양정책과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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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6.3.4.] 
[총리령 제1266호, 2016.3.4., 일부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정기교육의 경우 21시간 이상으로, 수시교육의 경우 7시간 이상으로 개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

검 결과에 따른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 시 경

고처분에서 업무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리령 제126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4일

국무총리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24시간 이내로”를 “21시간 이상”으로, “8시간 이내로”를 “7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매매계약서, 그 밖에”를 “매매계약서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을 “수상레저사업 등

록증을”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사업(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

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동시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수상레저사업(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같은 호 수상레저기구란 중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

에 따른 안전점검을”을 “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중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

III. 제 ·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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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3 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13 바목의 위반사항 중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

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3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3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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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만 주는 사업”을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으로, 같은 호 수상레

저기구란 중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을 “안전검사를”로 한다.

별표 13 중 바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

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

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

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별

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바. 법 제43조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
한 경우

법 제51조  
제 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44조,제45조,제48조 및 제49
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  
제 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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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이용자 중심의 해양기상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부산해양수산청장 「해양안전 일일 현장점검」 실시 

여수해수청, 올해 900명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목포해수청 , 해빙기대비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관리, 서로 배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울산항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한·중 국제여객선 2016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항로표지 2기 설치

목포해수청, 완도해역 등대 설치로 해상교통안전 강화

인천해수청, 봄철(3~5월)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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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3.0 취지에 맞추어 효율적인 대국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동·

서·남해 권역별로 서비스 중인 해양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해양기상정보시스템은 2007년도 목포ㆍ진도 권역의 주요 항로상의 등대에 처음 구축되어, 주변 해역

에 대한 기온, 습도, 수온, 시정, 파고 등의 기상정보를 ARS, 팩스, SMS,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올해 추가 구축한 지방청(부산, 포항, 군산, 제주)의 해양기상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일원화된 데이

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필요한 지역의 해양기상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장비 유지보수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 오류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는 앞으로도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맞게 선박의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의 
해양기상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1월 13일(수)에 현장업무를 폭넓게 이해하고 해상안전과 관련된 항만국통

제 및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 신항만에서 “해양안전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일일 현장점검은 청장이 항만국통제관들과 함께 부산항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

선하여 선박 안전설비와 오염방지설비 등을 점검하고, 승무원들의 비상대응체계를 현장 확인하는 등 

항만국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항에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해상 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

national Maritime Dangerous Code)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

도에 따라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하여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같이 실시하였다.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 및 해양오

염방지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여부를 항만당국이 점검하는 활동으로, 안전점검결과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기준미달선)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결함시정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Container Inpection Program)”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해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한지를 확

인하고 점검하는 활동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안전 일

일 현장점검은 평소 현장중심행정과 

안전점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청장의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양수산청장 
「해양안전 일일 현장점검」 실시

｜항만국통제 및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 현장방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해 「16년도 선박종사자 해양사고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 대상은 여객선 및 유조선, 케미칼선 등의 위험물 운송선박을 비롯하여 역무선, 예부선, 어선에 

종사하는 일반 선원뿐만 아니라 선주, 안전관리책임자 등 올해 900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교육은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관리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여객선 핵심

종사자(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1:1 교육, 유조선 등 관내 사고위험 선종을 대상으로 

한 방선교육 등과 같이 각 선종별 맞춤형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박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해수청,
올해 900명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객선 및 위험물 운송선박 등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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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3월까지 관내 공사현장과 해양·

항만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인해 안전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 대상은 항만·어항 시설물 236개소, 목포신항 소형어선 집안시설 축조공사, 가거도항 태풍

피해복구공사 등 공사현장 8개소, 무인표지 357기, 유인등대 6개소 등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목포해수청은 각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균열 등 기초 상태와 기능여부 등을 집중 점

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은 시설운영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

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
해빙기대비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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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항공분야 안전관리 기법과 사례 소개를 통한 선박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해운분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사례를 통한 선박의 안전관리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해운기업의 「안전경영」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선박의 항행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

도 날로 강화되고 있어, 선박과 유사한 운송수단인 항공기의 안전관리 기법과 사례를 선박의 안전관

리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운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3시 부산 중앙동 소재 한진해운빌딩 28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 날 세

미나에는 한국선주협회의 해무위원장을 비롯한 선사 안전관리 관련 임직원들과 선급, 학계, 연구기

관 그리고 해양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진해운 전무이사는 1980년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항공기 안전·정비기

술·정비훈련 등의 업무를 거쳐 정비훈련원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다 지난해부터 한진해운 해사본부

장을 맡고 있는 안전분야 전문가로서, ‘항공과 선박의 안전품질, 사고와 인적요소(Human Factor), 

항공기 운항 및 정비 안전사례의 선박 적용’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관리,
서로 배운다

｜선협, 「항공사례를 통한 선박 안전관리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동절기 휴항을 마치고 정기 운항을 시작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16. 2.22~26)했다.

* 연안여객선 운항 재개 일정

- 씨스타1호(‘16. 3.18∼), 씨스타3호(‘16. 2.27∼), 씨스타5호(‘16. 2.27∼), 씨스타7호(‘16. 4.29∼)

 이번 점검에서는, 선박의 주요 안전(구명·소화)설비 상태 점검과 실제상황을 가정한 비상훈련 실시를 

통해 선원들의 비상대응능력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예방 안전

교육(2월 25일, 청사 대회의실)’을 별도로 실시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은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한 ‘안전

의 습관화’가 중요하다”며, “첫 운항을 시작으로 금년도 운항이 무사고로 종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다.

｜동절기 휴항 후 운항 재개 전 선박 현장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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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를 맞아 2.26부터 3.25까지 항만ㆍ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에 대한 안

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정

기점검으로 시설물의 균열·침하 등 노후 현황과 건설현장내 경사지·가설물의 붕괴, 작업자의 추락·

실족 등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시설물과 건설현장내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재해대책

을 강구하고자 함이다

  점검대상은 평택청 관내 항만ㆍ어항시설물 55개소, 건설현장 3개소 등 총 58개소로 점검결과에 따

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등을 통

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시설물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항만ㆍ어항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 총 58개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농무기 울산항과 인근 연안의 잦은 국지적 안개 발생에 따른 운항사고 및 해빙

기 지반 침하에 따른 항만시설물 및 항로표지시설의 붕괴·균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봄철 울산항 해

양안전 종합대책”(기간: ‘16. 3. 1.～’16. 5. 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선박(내항유조선, 예·부선, 항만공사선박) 육·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해양 안전의식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선박 현장 방문 교육으로 피교육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빙기 공사작업 예부선에 대하여 선박설비 및 항만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승선원 비

상대응체제 이행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물, 항만공사현장 및 해양교

통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월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주제로 SNS, 홈페이지 등에 취

약요인 중점점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선원집합교육과 연계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존

의 주입식 해양사고 예방 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만특성 및 계절별 해상특성을 고려한 안

전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선박종사자 뿐만 아니라 선주·화주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항,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봄철 농무기·해빙기 대비 해양사고예방 철저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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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 10척(국제여객선현황 참

고)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에서는 한·중 국제여객선의 90%(10척 중 9척)가 선령 20년 이상 됨에 따라 선박 주요설비

의 점검·정비 상태, 예비부품 보유 현황 등 선사의 정비지원 체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여객과 화물을 같이 싣는 선박임을 감안하여 화물고박 등 복원성 확보 여부, 화재예방 및 비

상대응체제 등 대형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민간전문가인 각 선박별 선급 검사원 및 선사 안전관리자를 점검

에 참여시켜 빈 틈 없는 점검이 되었으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된 선박 3척*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다.

   * 뉴골든브릿지2호(인천-위해), 천진호(인천-천진), 화동명주6호(인천-석도)

   한편, 이번 국제여객선 점검기간 동안 인천청에 교환근무하는 일본 운수성 소속 항만국통제관(2명)

도 점검에 참여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에 반드시 시정이나 보완조

치를 한 후 출항시킬 예정이며, 아울러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선사 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국제여객선,
2016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다중 이용 국제여객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 현황 (‘16. 2월 기준)

◆ 9개사, 10개 항로, 10척 

항 로
사 업 자

(한국대리점)
선 명 총톤수 수송능력

운항
횟수

건조일
(국적)

항 로
개설일

안전관리
회사

인천/위해
(238마일,440㎞)

위동항운유한공사
(위동항운)

New Golden 
Bridge II

(뉴골든브릿지2)
26,463 여객 : 731명

화물 : 295TEU 
주 3회
(13H)

‘90. 5
(파나마) ‘90.9 위동항운

인천/청도
(330마일,611㎞)

New Golden 
Bridge V

(뉴골든브릿지5)
29,544 여객 : 660명

화물 : 325TEU 
주 3회
(20H)

‘97. 2
(파나마) ‘93.5 〃

인천/천진
(460마일,852㎞)

진천국제객화항운
(진천항운)

Tian Ren
(천인) 26,463 여객 : 800명

화물 : 279TEU 
주 2회
(25H)

‘90. 2
(파나마) ‘91.12 진천항운

인천/대련
(292마일,540㎞)

대인훼리(주)
(대인훼리)

Bi Ryong
(비룡) 14,614 여객 : 510명

화물 : 145TEU
주 3회
(17H)

‘96. 1
(파마마) ‘95.10 대인훼리

인천/단동
(284마일,526㎞)

단동국제항운
유한공사

(단동항운)

Oriental
Pearl Ⅵ

(동방명주6)
16,500 여객 : 800명

화물 : 159TEU
주 3회
(16H)

‘95. 6
(파나마) ‘98.7 단동항운

인천/석도
(220마일,407㎞)

영성화동해운
유한공사

(화동해운)

Huadong
Pearl Ⅵ(화동

명주6)
19,534 여객 : 1,000명

화물 : 253TEU
주 3회
(14H)

‘88.6
(파나마) ‘02.7 화동해운

인천/연운항
(393마일,727㎞)

연운항중한윤도
유한공사

(연운항훼리)
Zi Yu Lan
(자옥란)

16,071 여객 : 392명
화물 : 293TEU 

주 2회
(24H)

‘95. 8
(중 국) ‘04.12 중국해운

인천/연태
(267마일,494㎞)

연태중한륜도
유한공사
(한중훼리)

Xiang Xue Lan
(향설란)

16,071 여객 : 392명
화물 : 293TEU 

주 3회
(15H)

‘96. 3
(파나마

‘00.10 중국해운

인천/영구
(420마일,778㎞)

범영훼리(주)
(범영훼리)

Arafura Lily
(자정향)

12,304 여객 : 394명
화물 : 228TEU

주 2회
(22H)

‘96. 5
(마샬군도) ‘03.1 대련유

국제해운

인천/진황도
(400마일,740㎞)

진인해운
유한공사
(진인해운)

Xin Yu Jin 
Xiang

(신욱금향)
12,304 여객 : 348명

화물 : 228TEU
주 2회
(21H)

‘95. 11
(중 국) ‘04.4 코스코

(중국)

RO-Ro카훼리선 LO-LO 화객선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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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간출암에 항로 표지(등표)를 신설하고, 노후화 된 기

존 항로표지(입표)를 등표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표 설치 예정지는 안산시 구봉도와 옹진군 신도이며, 저조시에는 노출이 되고 만조시에는 수

중에 수몰되는 간출암으로 만조시에는 위치확인이 어려운 지역으로, 높이 17m ~ 18.3m 규모의 공

사를 실시한다.

 구봉도에 신설되는 타구봉도등표는 영흥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

며, 신도에 설치 운영중인 신도북동방등표는 기존 노후 항로표지를 보강 후 등화시설을 추가 설치하

여 야간 항해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과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유지와 야간 시인성 개선, 노후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선박 항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인천항 바닷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항로표지 2기 설치

｜6.5억원 투입하여 안산시 구봉도, 옹진군 신도 해상에 설치

타구봉도등표 모식도 설치위치도(안산시 구봉도 전면해상)

신도북동방등표 모식도 설치위치도(옹진군 신도 전면해상)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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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완도항 및 강진 마량항 입구 등 선박의 주요 통항로상에 등대 3기를 신설·

개량하여 주변 해역의 해상교통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출항 선박의 사고예방과 여객선의 이정표 역할을 위한 이번 등대 설치공사는 국비 10억원을 투입

하여 3월 착공 및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그 기간 내 주변 선박들의 안전운항 주의가 당

부된다.

 

특히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사후도등대(완도군 사후도 해상 암초)는 지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선박의 사고예방은 물론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강진 마량항 입구 까막섬등대 개량은 30년 지난 노후된 등대를 개량하는 것으로 신마항 및 마량

항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들에게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해 위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등

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선박통항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어업활동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

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
완도해역 등대 설치로 해상교통안전 강화

｜등대 2기 신설 및 1기 개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실

시한다.

  봄철은 잦은 안개에 의한 가시거리 악화, 행락철 및 성어기로 인한 선박 통항량 증가로 타 선박 또는 

항해장애물과의 충돌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연평균 170여건의 안개주의보 중 33%가 봄철에 집중

  이에 인천해수청은 국제 여객선, 내·외항 화물선 등 선종별 취약요인에 대한 특별점검, 종사자 안전

교육 및 항로표지 시설물 등의 점검 등을 포함한 선박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

시행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매월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봄철(3~5월)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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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

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

가입 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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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110콜센터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http://www.imo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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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044-330-2366 / 이메일: ynkim@kst.or.kr

문의사항

전화 : 044-3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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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안전 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6년 봄 통권 제32호

발행일.  2016년 4월 11일

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305-343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866-3110 / Fax_042)866-3130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339-0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Tel_044)330-2309 / Fax_044)330-2366

디자인. 

    호스트센터(주)

    Tel_02)6925-5044 / Fax_02)591-1115

이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 있습니다.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M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