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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차 이사회(Council 116) 결과

제3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3) 결과

제3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3) 결과 

국제해사소식

IMO 사무총장, 그리스의 해운 박람회 참가

페루, 선박평형수 협약에 가입

中, 남지나해 분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탈퇴 제기

IMO, 선박재활용 기술협력 프로젝트 순항

英, EU 탈퇴로 항만·해운산업에도 영향

英, 런던의정서 ‘2013 Marine geoengineering amend-

ments' 최초 가입

Brexit, 로이드선급의 검사 수임권 영향 줄듯

Brexit, 유조선 마켓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

독일, 2012 Cape Town Agreement 가입

에너지 효율강화 IMO 워크숍, 모로코에서 개최

글로벌 해운동맹 G6, 태평양항로 단일화

DNV-GL, 「미국」 선박검사권 수임

IMO, 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s 

홈페이지 개설

MSC 14,000 TEU 컨테이너선, VLCC와 충돌

마다가스카르 LC/LP 관련 워크샵 개최

호주 항만당국, 억류된 선박의 선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

남아공, 어선 안전협약 비준

남아시아 국가들, 해양오염 비상대응계획 마련 협의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폐어망·로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본격 추진

선상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리나라, 올해도 국적선박 안전관리수준 최우수등급 받아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

어선 위치 신속 파악 위해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

전국 유어장 및 낚시터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부산에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만든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하여 기업현장 불편 해소

다목적 드론 개발로 해양수산 현장 대응 빨라진다

주요법령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7.1.]

해운법[시행 2016.7.1.]

해운법 시행령[시행 2016.7.1.]

해운법 시행규칙[시행 2016.7.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7.12.]

선박투자회사법[시행 2016.8.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 2016.8.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8.3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9.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6.9.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6.9.5.] 

해운법[시행 2016.9.30.]

해사안전소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현장점검 실시

해운ㆍ항만업체 경영자, 해양안전리더로 양성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세미나」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실시

「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제도 본격화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대상 해양안전 교육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특별점검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휴가철 해양안전 캠페인」실시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등대 관리운영시스템 특별점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시민 참여형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물류업계 해양안전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회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명절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한ㆍ중 국제여객선 2016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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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사안전소식」가을호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IMO 전략계획 검토

•	  (논의사항 및 결과) IMO 전략계획 개편을 위해 Trends, Developments 및 Challenges (TDCs) 

개발을 완료하고, 회기간 작업반(6.29-7.1)에서 작성한 24개 분야*에 대한 Trends, Develop-

ments 및 Challenges 초안을 검토 및 승인함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보안, 선원교육 및 협약의 통일된 이행 등 

•	  (향후계획) 개발된 TDCs를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전략방향 수립예정

	- ‘17년까지 IMO 전략계획 개편을 완료 및 2018년~2023년 기간 동안 적용계획

2. 회원국 분담금 체납액 탕감 요청안 검토

•	  (논의사항) 제29차 총회(‘15.12)에서 소말리아가 ‘15년까지 체납한 분담금을 탕감해줄 것을 요

청한 바 있으며, 금번 이사회에서 동 건을 검토함

	- 소말리아는 ‘15년까지 체납총액 약 1억5천만원을 탕감해줄 경우, ‘16년부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함

•	  (논의결과) 체납분담금을 탕감해줄 근거 규정 및 선례가 없으므로 해당국가가 UN 총회에 요청

하여 결론이 도출될 경우 재검토키로 결정함

•	 회의명 : 제116차 이사회 (Council, C 116)

•	 일시/장소 : 2016. 07. 04 ～ 0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Jeffrey G. Lantz(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40개국), 옵저버(33개국), NGO대표 등 300여명 참석

이사회(C* 116) 결과
* Council, 116th Session

제 11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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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협약 발효요건 검증을 위한 선복량 산정방안 검토

•	  (논의사항) 협약의 발효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선복량 산정방법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관

행으로 이뤄짐에 따라 통일된 산정방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논의결과) 차기 이사회에 사무국이 현행 선복량 산정방법 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추

가 검토키로 결정함

	- 발효가 임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기존 관행*에 따라 선복량을 산정하기로 결정함

* 신규 비준국 발생 시점에 체약국 전체의 선복량을 재계산 

4. NGO 자문지위 승인 및 현 NGO 현황 검토

•	  (논의사항) NGO 자문지위 승인 및 현 NGO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사국 작업반을 이사회 

기간 중(7.4-7.5) 개최하여 검토함

•	  (논의결과) NGO 자문지위를 신청한 4개 기관*에 대하여 IMO의 목적에 맞지 않고 기존 NGO

의 전문영역과 중복되는 이유로 신청을 부결함

* 해상가스연료협회, 국제항해학교협회, 여객선희생자협회, 메탄올협회 

5. 국제해사상 및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선정

•	  (2015년 국제해사상) 국제해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단독후보 Dr. Frank Lawrence Wiswall 

Junior(미국)를 수상자로 선정
*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CMI

•	  (2016년 바다의 의인상) 인도의 Radhika Menon(인도) 선장을 최종 선정하고, 제97차 해사

안전위원회(2016.11.21.)에서 수여식 개최결정

	- 우리나라는 표창장* 1명, 추천서** 2명이 수상자로 선정

* 해경 특수구조팀 김승규

* * 해경 순시함 3005호 소속 오영태, 해경 경비함 1506호 소속 김재규외 1명 

6. ‘17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 선정

•	 사무총장이 제안한 “Connecting ships, ports and people"을 ‘17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로 

선정함

•	 세계해사의 날 병행행사 개최계획은 기존과 변동없이 승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터키 파나마 폴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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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항만수용시설 부족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	  (논의사항) 각 기국에서 IMO에 보고한(‘15년) 불충분한 항만 수용시설 현황 보고 및 해당국가

의 적절한 후속 조치 요청

* 아국(대산·평택)을 포함한 34개 항만국 86건의 수용시설 중 5개 항만국 13건만 조치

•	  (논의결과) 회원국에게 보고된 불충분한 항만수용시설에 대하여 기국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MARPOL 협약상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함

2. 해양사고조사 보고서 분석에 따른 접근 및 배포 

•	  (논의사항) 해양사고 조사와 선원교육과의 효과적인 연계 및 해양사고 보고서의 접근과 교훈에 

대한 배포에 대해서 논의함 

•	  (논의결과) 해양사고 분석결과 자료를 선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동의하였

으나, 제공범위와 부적합한 정보의 활용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자

료제공에 대한 범위 등 동 의제를 검토하기로 함

•	 회의명 : 제3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3)

•	 일시/장소 : 2016. 07. 18 ～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Capt. Dwain Hutchinson (바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9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30여명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3) 결과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3rd Session

제 3차
3.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	  (논의사항) 선박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칙이 MEPC.203(62)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2009년 

PSC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중국, 한국, Tokyo-MoU)

•	  (논의결과) 개정 초안이 MARPOL 부속서 6장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MEPC

로부터 해당 초안에 대한 추가 지시를 받아 PPR 전문위원회(오염 예방·대응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4. RO 권한위임을 위한 협정서 견본(Model agreement) 검토

•	  (논의사항) 중국은 협정서 견본*(Model agreement)이 RO Code(Code for Recognized Or-

ganizations) 및 관련 IMO 협약과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최신화 되어야 함을 제안
* MSC/Circ.710-MEPC/Circ.307 : Model agreement for the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

tions acting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on

•	  (논의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고 중국이 위원회 지침에 따라 MSC에 새로운 안건을 제안

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지지함

5. SOLAS 협약개정안의 조기이행에 관한 문제점 지적

•	  (논의사항) SOLAS 협약개정의 4년 주기 발효에 따라 기국별 개정안에 대한 조기이행을 위한 회

람서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 해당 기국과 항만국간 명확한 정보제공 절차를 제안

•	  (논의결과) IMO 각 회원국들은 관련 협약조기이행 내용을 당국 PSCO들에게 전달하고, IMO 

회람서(circular) 표준문구를 삽입하기로 함 

6. IMO선박식별 번호체계(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	  (논의사항) IMO 번호를 관리하는 IHS Maritime & Trade를 통해 100GT 미만의 선박에 대해

서도 특정식별번호를 지정 가능함을 알려주는 Circular Letter No.1886/Rev.6 초안에 대하여 

논의

•	  (논의결과) FAO* 사무국 대표는 FAO 수산업 위원회의 최근 회의결과 및 어선에 대한 IMO 선

박식별번호체계 확대를 위한 FAO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바누아투, 스페인, 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들이 FAO를 지지하고 회람서 발행을 승인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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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 연료유 (low-   

flash point fuels) 지침서 개발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	  (논의사항) 그간 회기간 통신작업반(CG) 논의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WG)을 구성하여 IGF 

Code내 연료전지와 관련된 개정안 개발 및 저인화점연료(메틸/에틸알콜)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술요건 개발을 논의함

•	  (논의결과) 상세 논의 필요사항이 많아, 일정상 금번 회기내 마무리하지 못해 CG를 재구성하여 

추가논의 후, 차기 회의(CCC4)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 아국은 IGF Code상 “LNG벙커링스테이션 정의”개정 관련하여 LNG 벙커링 스테이션의 안

전구역 설정 및 LNG 고압공급시스템의 위험도 분석자료를 제출함

•	 회의명 : 제3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c Containers, CCC 3)

•	 일시/장소 : 2016. 09. 05 ～ 0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Xie Hui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7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60여명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3) 결과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3rd Session

제 3차
2. 산적액체수소 운송에 관한 안전규정

•	  (논의사항) 회기간 통신작업반(CG) 논의결과를 기초로 작업반(WG)을 구성하여 산적액체수소 

운송에 관한 임시 안전규정(Interim Recommendation)을 개발함

	- 동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및 호주 주관으로 금번 회의 개최 직전일인 9.2(금) IMO

에서 동 내용 관련 워크샵을 개최, 이슈 발굴 및 의견을 수렴함

•	  (논의결과) 다만, 동 임시 안전규정을 모든 선박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이므로, 우선은 호주-일

본간 시험선박(Pilot Ship)에만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한하기로 결정

3.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과 부록의 개정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논의사항) 아국의 해양오염물질 분류에 GESAMP의 유해성 정보를 활용하자는 아국제안에 다

수의 국가에서 지지함

•	  (논의결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GESAMP 유해성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은 화주의 자체분류 

원칙에 위배되며, 현재 IMDG Code가 GHS기준 및 PPR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지난 E&T와 같이 회원국 간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독일은 차기 회의(CCC4)에서 동 건 관련 

논의를 종료하기를 요청함

4. 고망간강의 적합성 검토 및 IGC/IGF 개정안 개발

•	  (논의사항) Plenary Session에서 아국 제출문서(CCC3/8) 및 일본측 코멘트 문서(CCC3/8/1) 

소개 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결과 금번 회의시 고망간강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작업반(WG)을 개설키로 함

•	  (논의결과) WG에서 일본측 요청에 따라 CCC 3/8/1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J 문서로 제출하고, 

회원국간 논의하였으나, 일본측의 강한 반발, 참석 전문가의 부족, 적합성 검토 기준의 부재 등

을 이유로 결론을 못내림

	- 통신작업반(CG)를 구성하여 지속 논의하고, 결과를 CCC 4에 제출하기로 함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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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사무총장, 그리스의 해운 박람회 참가

페루, 선박평형수 협약에 가입

中, 남지나해 분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탈퇴 제기

IMO, 선박재활용 기술협력 프로젝트 순항

英, EU 탈퇴로 항만·해운산업에도 영향

英, 런던의정서 ‘2013 Marine geoengineering amendments' 최초 가입

Brexit, 로이드선급의 검사 수임권 영향 줄듯

Brexit, 유조선 마켓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

독일, 2012 Cape Town Agreement 가입

에너지 효율강화 IMO 워크숍, 모로코에서 개최

글로벌 해운동맹 G6, 태평양항로 단일화

DNV-GL, 「미국」 선박검사권 수임

IMO, 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s 홈페이지 개설

MSC 14,000 TEU 컨테이너선, VLCC와 충돌

마다가스카르 LC/LP 관련 워크샵 개최

호주 항만당국, 억류된 선박의 선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

남아공, 어선 안전협약 비준

남아시아 국가들, 해양오염 비상대응계획 마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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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은 2016. 6.6 ~ 6.10,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Posidonia shipping industry trade 

fair에 그리스 수상과 함께 공식 오픈 행사에 참석하여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IMO의 역할 등에 

대해 연설함

•	 또한, Piraeus Maritime Club과 해운전문지 TradeWinds가 주관한 선주포럼에도 참석하여 

IMO의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함

IMO 사무총장, 그리스의 해운 박람회 참가 (IMO 6.10)

15 

•	 선박재활용 시설이 밀집한 방글라데시

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해체 인프

라 구축을 위한 IMO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노르웨이의 기술협력 자금을 받아 진행

되는 동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6.15 관

련 워크숍을 통해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

한 바 있음

IMO, 선박재활용 기술협력 프로젝트 순항 (IMO, 6.21)

•	 페루가 51번째로 선박평형수 협약에 가입했으나, 총 가입국 선복량은 34.87%로 발효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동 협약의 조기시행을 위해 미 가입 회원국

들의 동 협약 비준을 재차 촉구함

페루, 선박평형수 협약에 가입 (IMO 6.10)

•	 South China Sea에서 주변국들과 해양영토 분

쟁을 벌여온 중국이 국제사법당국이 자국의 해양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UNCLOS 협약을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중국의 일방적인 영해선 지정에 따라, 필리핀이 

2013년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

으며, 수주일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

中, 남지나해 분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탈퇴 제기
(Lloyd's List, 6.21)

•	 런던의 관련 전문가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EU 등과의 무역거래

량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자국 해운, 해상보험, 선박금융 및 특히 항만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해사분야는 오랫동안 국제규약에 따라 운용되어 왔으므로 선박금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차후 EU와의 협상에 따라 무역관세, 선박톤수제도 등 항만·해운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

러 가지 제도적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힘

•	 한편, 로이드그룹의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Lloyd Marketing Association의 Mr. David Git-

tings 회장은 로이드를 비롯한 영국 기업들이 Brexit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라

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

•	 이밖에도 여러 관계자들은 Brexit에 따른 다양한 전망들을 제시함

	- 당장 해운산업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영국 내 수경제가 축소되고 영국과 EU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머스크 그룹 회장)

	- 유럽의 주요항만과 연결되는 영국 해운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 다만 EU의 해운분야 환

경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Norton Load law firm)

•	 위엔화 평가절하로 중국 조선소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중국 해운·조선 관계자)

英, EU 탈퇴로 항만·해운산업에도 영향 (Lloyd's List,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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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근절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런던의정서 2013 개정 협약에 대해, 

영국이 최초로 가입서를 기탁함

•	 2013 개정안은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를 포함한 모든 해양지구공학(marine geoengi-

neering) 활동에 대해 협약에서 정한 과학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

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요지임 (기존에는 과학적인 연구목적의 해양시비만 허용)

英, 런던의정서 ‘2013 Marine geoengineering amend-
ments' 최초 가입 (IMO 6.24)

•	 런던의 선박금융·해운 전문가들은 Brexit가 선박금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서, 선박금융을 이

용한 건주 발주량 감소로, 선복량 과잉해소 등 해운 시장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저유가·경기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유조선 운송 마켓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Brexit, 유조선 마켓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Lloyd's List, 
6.28)

•	 EU 탈퇴 결정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선급은 EU 국가들로부터 위임받은 Recognized Organi-

zation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로이드 경영진은 Brexit에 관계없이 EU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 Recognized Organization 지위에 타격을 줄 것

으로 전망

Brexit, 로이드선급의 검사 수임권 영향 줄듯 (Lloyd's List 
6.24)

•	 IMO가 채택한 어선 안전에 관한 기본 협약인 

2012 Cape Town Agreement에 독일이 여섯 번

째로 가입서를 기탁하였음

•	 동 협약은 22개국 이상 및 24m 이상인 원양어선 

3,600척 이상 기준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협약 가입이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임

독일, 2012 Cape Town Agreement 가입 (IMO, 7.5)

•	 금년 7.19～7.21, 모로코에서 선박분야 에너지 

효율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기술협

력 워크숍이 개최됨

•	 IMO 및 모로코의 정부/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

여 선박분야 에너지 효율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 및 논의를 진행함

에너지 효율강화 IMO 워크숍, 모로코에서 개최 (IMO, 7.21)

•	 IMO 및 모로코의 정부/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선박분야 에너지 효율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 및 논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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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6*는 극동-美 서부를 잇는 태평양 항로의 2개 서비스를 1개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함

* 현대상선(한국), Hapag-Lloyd(독일), APL(싱가포르), MOL(일본), NYK(일본), OOCL(홍콩)

•	 상하이-부산-롱비치를 잇는 단일 항로는 7월 30일부터 운영되며, 최근 물동량 감소 및 운임지

수 하락에 따른 조치로 알려짐

글로벌 해운동맹 G6, 태평양항로 단일화 (Lloyd's List, 7.22) MSC 14,000 TEU 컨테이너선, VLCC와 충돌 (Lloyd's List, 
8.4)

•	 USCG와 DNV-GL은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에 따른 선박검사, 증서발급 

등을 위임하는 MOA를 체결함

•	 DNV와 GL은 각각 2006년, 2011년 미국의 선박검사권을 수임한 바 있으며, 금번 MOA를 체결

을 통해 합병 이후 새로 권한을 부여 받음

DNV-GL, 「미국」 선박검사권 수임 (World Maritime News, 
8.2)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IMO의 해운분야 에너지 효율증진 프로젝트인 GloMEEP 웹사이트

(glomeep.imo.org)가 개설됨

•	 IMO는 에너지 효율증진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등 사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동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나갈 예정임

IMO, 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s (Glo-
MEEP) 홈페이지 개설 (IMO, 8.4)

•	 8월 3일 24시경, 싱가포르 해협에서 스위스의 대

형 컨테이너선사인 MSC 소속 컨테이너선 "MSC 

Alexandra"와 이란 국영선사의 350,000톤급 초

대형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다행히, 기름유출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

으나, 컨테이너 수십 개가 바다로 유실되고, 양 선

   박의 선체가 상당한 손상을 입어, 관련 당국 등이 손상 정도와 사고원인을 조사 중임

•	 IMO 및 모로코의 정부/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선박분야 에너지 효율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 및 논의를 진행함

•	 8월11일～12일 양일간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안타나나리보 (Anta-

nanarivo)에서 해양쓰레기 투기 관련 

워크샵이 캐나다 정부의 지원 하에 마

다가스카르 항만·해사·하천청(APMF) 

주관으로 진행됨

•	 동 워크샵은 London Protocol의 전체 

규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해양 투기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마다가스카르를 지원

하는 계기가 됨

마다가스카르 LC/LP 관련 워크샵 개최 (IMO, 8.12)

* London Protocol(1996)은 올해 채택 20주년이 되며, 현재 가입국이 47국이고, 최근 아시

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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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항만당국은 Gladstone 항에서 선원 임금 미지불 등 국제해사노동협약(MLC) 위반으로 출

항이 정지된 선박의 선원들에게 긴급 식량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섬

•	 홍콩 선적의 18만 톤급 벌크선 Five Stars Fujian의 선원들은 선주로부터 2개월 동안 임금과 식

량 공급을 받지 못해왔으며, 항만당국의 출항정지 조치와 접촉시도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잠적

한 것으로 알려짐

호주 항만당국, 억류된 선박의 선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
(Lloyd's List, 8.17)

•	 기름 및 화학물질의 해양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적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위

한 회의가 8.22-25 몰디브에서 개최됨

•	 동 회의에는 IMO 등의 지원 하에,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관계자들

이 참여하여, South Asia's regional plan을 최종 업데이트 하였으며, 한편 HNS 대응 관련 워

크숍도 병행하여 개최됨

남아시아 국가들, 해양오염 비상대응계획 마련 협의
 (IMO, 8.24)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번째로 IMO의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2012 Cape Town Agreement 

비준 국가가 됨

•	 2012 Cape Town Agreement 어선의 무선통신, 

구명설비,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협약인 Tor-

remolinos Protocol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협

약으로서, 22개국 및 길이 24미터 이상 원양어선 

3,600척 이상을 발효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남아공, 어선 안전협약 비준 (IMO, 8.19)



국내해사동향

22 23『해사안전소식』가을호  

해양수산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폐어망·로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본격 추진

선상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리나라, 올해도 국적선박 안전관리수준 최우수등급 받아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

어선 위치 신속 파악 위해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

전국 유어장 및 낚시터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부산에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만든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하여 기업현장 불편 해소

다목적 드론 개발로 해양수산 현장 대응 빨라진다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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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포장위험물의 안전운송 규정 논의를 위해 제네바 UN유럽

본부에서 개최되는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UNSCETDG)에 참석했다.

 *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된 “위험물운송 및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동 위원회는 위험물 국제운송 시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운송규범을 논의 및 마련하는 회의였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회원국 정부관계자와 석유, 가스, 화학제품, 배터리 등 위험물 

운송관련 43개의 정부·비정부간 기구 및 협회에서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 現 UN 모델규정에 부식성 물질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화학물질전문가그

룹*에서 발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독성이 있다고 확인된 3개 물질**에 대한 실험정보를 제출하였으

며, 차기 회의에서 동 사항에 대한 공식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보호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합동그룹(GESAMP :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UN 2248(DI-n-BUTYLAMINE), 2264(N,N-DIMETHYL-CYCLOHEXYLAMINE) 및     2357(CY      

CLOHEXYLAMINE)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제19차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의 개정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해상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및 포장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리튬배터리와 연료가스탱크가 충

전된 자동차 등 제품의 안전운송 규정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유엔모델규정 :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Model Regulations      

(해상 운송 위험물의 분류 및 운송시 안전기준 등을 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금번 아국에서 일부 위험물질의 특성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정보

를 제출한 것은 보다 정확한 물질정보에 기초하여 안전한 위험물 해상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

적이 있다며,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상운송 위험물(3개)에 독성정보 추가 반영 추진

해양수산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25 

◆ 개요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부속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매년 6월·12월 

정기회의 개최(현 의장 Mr. Duane PFUND(미국))

 * SCETDG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통일적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 모델규정(매2년마다 

개정)을 발행하고 있음

* 유엔모델규정 개정안을 수용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들을 다루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개정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회원국 정부관계자와 석유, 가스, 화학제품 등 위험물 운송관련 43

개 정부·비정부간 기구/협회 참석  

◆ 주요 연혁

•	 1953년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위험물운송전문가 위원회" 설립

•	 1999년 : "위험물운송·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송(TDG)과 

조화(GHS)를 담당하는 2개 소위원회 설치

◆ 우리나라 가입현황

•	 우리나라는 ‘04년 GHS 정부합동추진위원회(소방방재청, 노동부, 환경부, 우리부)를 구성

하여 GHS소위는 ’09년(소방방재청), TDG는 ‘10년(우리부)에 가입 완료

* GHS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매년 정기회의 개최함

유엔 위험물운송전문가 소위원회(UNSCETDG)



26 「해사안전소식」가을호 27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어망·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종

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선박 추진기에 폐어망·폐로프가 감기는 사고는 주 1회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중 대부분은 

한두 시간 운항 지연에 그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폐어망·로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본격 추진

◆ 위험물 관련 국제 규범 체계

•	연안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93.10.10., 사망 292명, 구조 70명)
* 과승, 과적에 따라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운항중 한쪽 추진기축에 나일론 로프가 감기자 선체가 회전

하면서 횡방향 파도에 의해 복원력 상실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사망 15명, 실종 3명, 구조 3명)
* 로프가 추진기와 타(舵)에 감겨 조종능력이 저하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기울며 복원력 상실

< 폐어망 등으로 인한 대형해양사고 사례 >

  해양수산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어망 등 원인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선

박에 로프커터(Rope Cutter)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첫번째, 폐어망·폐로프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어구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산·

유통, 사용 및 수거까지 어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하여 해양쓰레기·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의 배출금지, 관리책임 강화 

및 정화·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현행 부유물·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대상지역에 로

프 감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도 포함시키고, 부유쓰레기가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을 파악하여 선박 소유주 및 선원 등에 알린다.

  세 번째, 현재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로프커터(Rope Cutter)에 대한 실증시험과 만족도 조사를 하여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여 로프커터 설치 의무화, 확대 보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어업인이나 해양종사자에 선박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물질과 발생위치 등 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해역별 사고 

발생 현황을 도식화한 해양부유물 현황도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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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는 연안 해역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로 인

한 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이다.”라면서, “연안해역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이나 선원 등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밝혔다.

로프커터(Rope Cutter) 시제품 예시

Blade Type Scissors Type

선박 추진축 설치 장면 로프 커팅 시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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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선상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 실무회의’를 7.11(월) 해운빌딩에서 개최

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국인과 외국인간 갈등

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원양어선에서 외국인선원의 음주 난동으로 한국선원이 사망한 사

고가 발생한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내의 소통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및 선주의 책

임성 강화, 외국인선원과 내국인선원의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

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말 경에 발표했다.

  아울러, 원양어선이 조업지역 인근항에 어획물 하역, 선박정비 등을 위해 입항하는 시기에 맞추어 외

국인선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로 8월말 ‘세이셜 제도’에서, 2차로는 남미에서 조업 중

인 어선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내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외국인선원 고용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우리 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외국인선원 관리개선방안 마련

선상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태풍 시즌을 대비하여 7월 1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정유사, 선사, 

선박급유업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부산 영도 앞바다에 좌초된 ‘오션탱고호(자

동차운반선)’와 5월 9일 연료 이송 중 업체 부주의로 부산항에서 기름이 유출된 ‘골든하나호(케미칼운

반선)’ 등 최근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계 자체

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선주협회, 급유선 선주협회, 해양방제협회, 주요 정유사, 선사, 선박급유대리점 

대표자(임원급)가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선박 연료급유 중 발생한 사고 원인, 예방 대책과 업

계 자율적인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급유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선박급유에 투입되

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은 안전장치를 갖추어 등록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근 5년간 연료 급유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연평균 154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만 2건의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7 ~ 

8월을 ‘해양오염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과 특별점검을 실

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오염사고가 허베이스피리트호나 우

이산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특히, 태풍철을 맞이하여 사고예방

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3일, 해수부·국민안전처, 정유사, 선사, 선박급유업체 등과 간담회 개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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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및‘15년도 유류오염사고 현황

•	 최근 5년간(‘11년~’15년) 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251건이며, 연평균 유출량은 778

㎘임

•	 ‘15년 사고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전년대비 35건(16%) 증가하였으나, 유출량은 464㎘

로 전년대비 77% 감소

* (‘14년) 215건 / 2,001㎘ → (’15년) 250건 / 464㎘

유류오염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구 분 5년 평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고건수 251 287 253 252 215 250

유출량(㎘) 778 369 419 635 2,001 464

   - ’15년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과 유사함

   - ’14년 유출량(2,001㎘)* 제외시 최근 5년간 유출량 평균은 472㎘로 현저히 낮음

* 우이산호 충돌(899㎘), 현대브릿지호(335㎘), 캡틴반젤리스엘호(237㎘)

◆ 사고 원인별 현황

•	 최근 5년 평균 251건 중 ‘부주의 사고’가 154건(61.4%)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5년간 사고원인별 발생 현황 >

구 분 5년 평균 해난 부주의 파손 고의 등 기타

사고건수 251 44 154 28 25

유출량(㎘) 778 622 79 54 23

•	 ‘15년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27건(51%)으로 가장 많음

* 해난사고(61건) : 침몰(22), 침수(21), 충돌(4), 좌초(8), 기타(6)

- ‘15년 ’부주의 사고‘ 127건 중에서도 근무소홀 등으로 인한 ’유류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49건(39%)으로 가장 많음  

계 부주의 해난* 파손 고의 등 기타

250건 127건(51%) 61건(24%) 35건(14%) 27건(11%)

< ‘부주의’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유형 >

계 유류이송 작업중 과실 유지관리소홀 장비조작미숙

127건 49건 (39%) 31건 (24%) 25건 (20%) 22건 (17%)

* (유류이송) 기름공급 및 자체 유류 이송 중 과도한 이송, 공급자와 통신부재 및 근무 소홀 등

* (작업중 과실) 선박 기관ㆍ장비수리, 화물 관련 작업, 선체수리 및 도장작업 등으로 발생

* (유지관리소홀) 기계, 파이프 누설, 보관중인 폐유용기 등이 선체 흔들림으로 유출

* (장비조작 미숙) 밸브나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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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로 인한 주요 유류오염사고 사례 (‘15.1월～‘16.6월)

일자 항만 사고선박 유출량 사고내용

‘16.5.9 부산항
골든하나호

(2,517톤, 케미
칼운반선)

벙커C유 
약 197ℓ

부산항 정박지(N-3)에서 묘박하고 있던 골든하나호가 
자체 연료 이적작업 중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

‘16.4.28 부산항
스카이에버호
(1,211톤, 화

물선)

벙커C유 
약 600ℓ

부산항 정박지(N-2)에서 묘박하고 있던 스카이에버호
가 연료유 수급 중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

‘16.3.28
평택·
당진항

서진9호(429톤, 
급유선)

벙커C유 
약 500ℓ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접안중이던 서진9호가 연료 수
급 중 선박내 우현탱크에서 벙커C유가 넘쳐 해상으
로 유출

‘16.1.3 목포신항
일현정호(1,574

톤, 화물선)
벙커C유 
약 200ℓ

목포 신항만에서 접안 중이던 일현정호가 연료유를 좌
현탱크에서 우현탱크로 이송 중 벙커C유가 넘쳐 유출

‘15.8.13 마산항
드라곤에이스3
호 (1,589톤, 석
유제품운반선)

벙커A유 
약 170ℓ

마산항 입항중이던 드라곤에이스3호가 자체 유류이
송작업 중 탱크밸브조작 실수로 벙커A유가 해상으
로 유출

‘15.7.19 울산항
고려305호

(181톤, 예인선)
벙커A유 
약 110ℓ

울산신항 아이포트부두에서 정박중인 고려305호가 연
료급유선로부터 연료수급 중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

‘15.6.3 울산항
ARA HANA호
(1,384톤, 케미

컬운반선)

벙커C유 
약 2,100ℓ

울산 방어진 상진항에서 ARA HANA호가 연료급유선
으로부터 연료 수급 중 벙커C유가 에어벤트를 통해 해
상으로 유출

‘15.2.23 포항신항
STAR COSMO
호(30,169톤, 

화물선)

벙커C유
약 1,400ℓ

포항 신항 41번석에서 접안 후 연료 수급 중이던 
STAR COSMO호에서 벙커C유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

  우리나라가 아태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유럽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와 미국의 연

안경비대에서 연간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최

우수등급을 받았다.

   * 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 2003년부터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 유지

     유럽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 : 2011년부터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 유지

     미국 연안경비대(USCG) : 2013년부터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 유지

  위 세 개 지역은 매년 국가별 입항선박척수, 항만국통제 점검척수 및 출항정지율 등을 토대로 선박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부실 국가의 국적 선박은 통상 6개월에 한 번 시행하는 항만

국통제 점검을 보다 더 자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관리에 있어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국적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당

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

최하여 국제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

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적선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태, 유럽, 미국 등 세계 3대 평가주체가 모두 ‘최우수국가 등급’ 부여

우리나라, 올해도 국적선박 안전관리수준 
최우수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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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7월 28일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

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1.23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

로서,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해 25곳을 지정하였다. 현

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면적은 576㎢(서울면적의 95%)에 달한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점박이 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

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다. 이곳의 해양 생태계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

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특히,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이곳에는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

이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도 서식한다.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

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해양보호구역 내 생물서식지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보호 해양생물종 등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

원을 위한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비정부조직(NGO)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

역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간 갈등을 종식하

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람사르협약 등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

•	 (구성) 1978년 총 14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구성

•	 (회원국) 2016년 현재 총 2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

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안전관리수준 분류체계) White list(최우수국가)→Grey list(우수국가)→Black list(부실

국가) 순으로 등급을 정하여 공표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최우수국가(White list) 지위 유지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	 (구성) 1994년 구성, 우리나라는 구성 시점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회원국) 2016년 현재 총 2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 대한민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칠레,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베트남, 페루,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마샬아일랜드

•	 (안전관리수준 분류체계) White list(최우수국가)→Grey list(우수국가)→Black list(부실

국가) 순으로 등급을 정하여 공표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최우수국가(White list) 지위 

◆ 미국 해양경비대(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	 (특징) 어떠한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항만국통제 시행

•	 (인센티브) 안전관리 우수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인 Qualship21 제도를 운영하여 점

검강도 및 횟수 등에 특혜를 제공하나, 이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의 선박은 강력한 항만국

통제 시행을 통한 제재 시행

*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우수국가(Qualship21) 지위 

세계 주요 지역의 항만국통제협의체 현황

점박이물범 등 서식처 보전 위해 매립 대신 해양환경 보호에 방점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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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명칭 및 목적

•	 (명칭)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	 (목적)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지·산란지 보호

- 수산생물·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 보호

◆ 위치 및 지정 면적 

•	 충청남도 태안군 및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91.237㎢)

◆ 지정 근거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해역 또는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요

39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해역

※  가로림만 해역은 1호, 3호에 해당

◆ 가로림만 해역의 특징

① 일반현황

•	 가로림만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서산시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내만으로 해안선 

길이 161.84㎞, 해역면적 112.57㎢임

•	 가로림만 육지부는 해발고도 300m 이내 저산성 지형이 곳곳에 발달하여 완사면과 구릉

지가 많고 퇴적평야의 발달은 미미함

•	 연평균 기온 11.8℃, 강수량 1,268.3㎜

② 해양생태계 현황

•	 (대형저서동물) 총 출현종수는 149종, 평균 개체수는 849개체, 평균 생체량은 43.25g으

로 해양생태계 건강도가 국내 상위 25% 이내 수준(연안습지기초조사/2010, 2014, 국가해양생

태계 종합조사/2015)

- 버들갯지렁이류, 칠게 등의 대형저서동물이 우점

•	 (어류 서식현황)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농어, 넙치,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등 총 

48종 서식(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서/2014)

•	 (법적보호종 서식현황) 점박이물범,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흰발농게 서식

- 오지리 인근 모래톱에서 점박이물범(6마리) 확인(점박이물범 서식현황조사/2012년)

-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및 거머리말,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등 법적보호종

의 서식·분포 확인(연안습지 기초조사/2010·2014,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서/2014)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점박이물범 거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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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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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명칭 지정일자 면적 위 치 관리사업 관리청

습지보호지역
(13개소)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231.28㎢)

무안갯벌 습지보호
지역

2001.12.28 42㎢
전남 무안군 현경면 및 해제면 일
대

03년부터
목포청
(‘08.1 람사등록)

진도갯벌 습지보호
지역

2002.12.28 1.44㎢
전남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대   
(신동마을)

05년부터 목포청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2003.12.31 28㎢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
동 일대 연안

05년부터
여수청
(‘06.1 람사등록)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2003.12.31 10.3㎢
전남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장양
리, 대포리 일대 연안

06년부터
여수청
(‘06.1 람사등록)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2003.12.31 68.4㎢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09년부터 인천청

부안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

2006.12.05 4.9㎢ 전북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07년부터
군산청
(‘10.2 람사등록)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2007.12.31 10.4㎢ 전북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원 07년부터
군산청
(‘10.2 람사등록)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2008.1.30 15.3㎢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및 유부도 일대

09년부터
대산청
(‘09.12 람사등록)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2009.12.31 6.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10년부터
인천시 연수구청
(‘14.7 람사등록)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2010.1.29 31.3㎢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
도 일대

10년부터
목포청
(‘11.9 람사등록)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2011.12.16 0.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

12년부터 마산청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2012.2.17 0.71㎢
경기 시흥시
장곡동 일대

12년부터 인천청

비금·도초도갯벌
습지보호지역

2015.12.29 12.32㎢ 전남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일원 16년부터 목포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11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53.729㎢) 

신두리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2002.10.9 0.64㎢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5년부터 대산청

문섬등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02.11.5
13.684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보목동 일
원해역

05년부터 부산청

오륙도및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03.12.31 0.3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9년부터 부산청

대이작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03.12.31 55.7㎢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리·승봉리 
일원해역

06년부터 인천청

가거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2.11.30 70.17㎢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일
원해역

13년부터 목포청

소화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2.11.30 0.81㎢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일원해역

13년부터 목포청

나무섬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3.11.29 0.27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해역

14년부터 부산청

남형제섬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3.11.29 0.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해역

14년부터 부산청

청산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3.11.29 71.38㎢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일원해역 14년부터 목포청

울릉도 주변해역 해
양보호구역

2014.12.29 39.44㎢
경북 울릉군 울릉읍·북면·서면 주
변해역

15년부터 포항청

추자도 주변해역 해
양보호구역

2015.12.29 1.18㎢
제주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예초
리 일원해역

16년부터 부산청

해양생물
보호구역(1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91.237㎢) 

가로림만해역 
해양보호구역

2016.7.28
91.237
㎢

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

17년부터 대산청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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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 하역, 장치, 보관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한 곳에 

모은 매뉴얼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과정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

영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을 마련했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박 운송할 때는 단일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적용된

다. 그런데 위험물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온 다음에는 위험물질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법에 따라 재분류된다. 이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개별법에

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신고, 하역과 안전조치, 위험물의 분류, 옥

외저장소에서의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였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질별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방

법 및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알기 쉽게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업체 등 정책수요자들

의 이해를 돕고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제고하여 항만 내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안전관리 강화 위해 항만 내 위험물 '컨' 관련규정 정리

「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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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도서 해역 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해역은 해상 지형·지물 등으로 전파가 전달되지 않아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음영구역이 발생하고 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장비를 장착한 선박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호출이 가능하다. 통달거리는 100～120㎞ 수준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할 경우 소통

이 어려운 편이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육지 및 도서에 중계소 42개를 설치하여 현재는 우

리나라 전 해역과 일본 EEZ 수역 일부에서 어선과 16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간 실시간 교신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일부 해역에는 여전히 지형·지물 등으로 통신이 잘 안 되는 통신음영구역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에 인천·군산·포항·부산 등 인근 육지·도서 중 최적지를 선정하여 연말

까지 중계소 4곳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중계소 추가 구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 조업 어선의 월선을 예방함은 물론, 사고가 발

생한 어선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업인 구조 역량도 강화할 수 있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

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어선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우리 해

역 통신 음역구역을 지속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를 추가로 구

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설치의무 대상 어선을 현재 5톤 이상(1만 1천 척)

에서 내년부터는 2톤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만 7천척 어선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으로

부터 긴급 무선통신과 위치파악 등 어선안전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 연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 4곳 추가 구축

어선 위치 신속 파악 위해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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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 및 낚시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낚시어선(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기준 및 관리를 강화한 데 이

어,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어장, 낚시터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허가·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

소 등 총 91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해양

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

하여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는 유어장과 낚시터의 안전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

와 사행행위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상시설

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

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해 왔다”면서 “앞으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낚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낚시인의 안

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 업주,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

획이다.

9.5.~11.4.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조사

전국 유어장 및 낚시터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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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통신망도

◆ 개념도

VHF-DSC(어선위치발신장치)시스템 통신망도 및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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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환경분야의 측정·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8월부터 2018년까지 총 93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를 건립한다. 

  부산 동삼혁신지구는 현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전문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향후 해양과학기술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해양과학분야의 메카로, 

센터 건립 시 시너지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는 해양수질·퇴적물·해양생물 등의 오염도를 측정·분석하는 실험실로, 실

험·교정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라 연면적 3,16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건립 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현재는 해양환경교육원의 시설 일부를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어 악취,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실험과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시료 전(前)처리실, 방사성 물질 계측실, 미량금속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분석

실, 해수 및 퇴적물 분석실 등 실험실과 행정·교육공간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측정·분석은 물론, 정도

(精度) 관리*, 측정·분석 인력 교육 등이 모두 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도관리 : 시험·검사에 필요한 능력 검증 및 측정·분석 자료 검증 등의 제반 조치

  특히, 공단이 보유한 분석장비를 유관기관에 개방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 아카데미 개

최, 측정·분석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등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국내 해양환경 측정·

분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동 센터 건립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인

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60번지 내(동삼혁신지구)

•	 (사업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 연면적 : 3,160㎡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2018년 8월(25개월)

•	 (총사업비) : 9,300백만원

- 국고보조 50%(4,650백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담 50%(4,650백만원)

◆ 시설 계획

해양환경 측정 분석센터 개요

구 분 면 적 (㎡) 주요 시설 계획

지하 1층 370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기자재 보관실

지상 1층 715
방사성물질 계측실, 방사성물질 전처리실

안내실, 회의실 등

지상 2층 789
해양생물 전처리실, 해저퇴적물 전처리실,

미량금속 전처리실, 미량금속 기기실, GC실,
동결건조실, HRMS실, POPs 전처리실

지상 3층 789
해수분석실, 퇴적물분석실, 표준물질관리실,

기기분석실, 시료보관실,
정도관리 실무자 실험실, 사무실

지상 4층 497 회의실, 사무실

계 3,160

'18년까지 93억 투입, 측정·분석 역량 강화 및 실험실 안전 확보 기대

해양수산부, 부산에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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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절차 완화

•	 소형선박, 시운전선박, 건조중선박, 일부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육상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2. 어업활동에 부산되는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합리화

•	 어선에서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기준의 현실화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 인하

•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체납 가산금 상한요율이 3%로 변경되어 해양환경개선부담

금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

4. 해양시설 점검결과 제출의무 완화

•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서, ‘3년 

보관 및 요청 시 제출’로 행정절차 간소화

5. 일몰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일몰규제 재검토)

•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기술자격 완화, 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기간 단축,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 등 국민불편사항 해소

6.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수리규정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수리여부 통지 의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즉시접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

주요 개정내용

  앞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위탁처리 절차가 완화되고, 정치망(定置網) 세척 등 

어업활동에 부산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보다 합리화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를 간소화하는 등 해양환경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

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유창(油艙)청소업자나 오염

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역에 연결되어 있거나 유

창청소업자 등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양시설이나 소형 선박 등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육역에 위치한 해양시설, 건조 중인 선박, 시운전 선박, 

일부 소형선박 등은 예외적으로 폐유나 슬러지를 육상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선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준도 어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혼획된 어류를 

빼고는 어구·어망 등을 세척할 때 나오는 물질 등을 바다에 배출할 수 없어 어업인의 불편이 컸다. 그

러나 앞으로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이나 양식어장 등

에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현재는 해양시설을 자체적으로 안전 검검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안

전 점검 결과를 3년 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

go.kr) 입법예고란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

출하면 된다.

9.6.~10. 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하여 기업
현장 불편 해소

•	 (추진배경) 국무조정실 주관의 ‘16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

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해양환경 관련 불합

리한 규제 개선

< 규제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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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입검사·보고 제도 정비

•	 폐기물해양배출업자·폐기물위탁자 및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법령체 설비를 추가하여 행

정실효성 제고

12.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도관리 제도 개선

•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등 조사 데이터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협

의평가대행자 등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13.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도 정비

•	 대표자,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변경등록 사유에 대표자를 추가하고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확인 근거 신설

◆ 참고 - 개정 조문

  * 「해양환경관리법」 20개 조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4개 조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9개 조문 및 7개 별표·별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1개 별표 

•	 (추진배경) 법령 체계의 불합치 사항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감사지적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내용

< 법제 정비사항 >

7. 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신설 (신성범의원발의안)

•	 분담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분

담금 제도의 이행력 및 실효성 확보

8.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 자료제출 근거 마련 (신성범의원발의안)

•	 납부의무자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분담금의 정확한 산

정·검증 및 성실한 납부 도모

9. 해양시설 변경신고 요건 신설 (이종배의원발의안)

•	 해양시설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에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업계 혼

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 절감

10.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직무 강화 (윤명희의원발의안)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부재 시 대리인 지정하여 30일 이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관리

인 및 그 대리인은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강화

•	 (추진배경) 제19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된 의원발의 법안 중에서 해양오염 방제 및 

오염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 수용하여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 제19대 국회 폐기법안 내용 재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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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적조, 해파리, 가시파래와 같은 유해생물 등으로 인한 수산업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탐지용 다목적 드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간 해양 환경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해 왔다. 그런데 암초가 있거나 양식시설

물이 밀접한 해역에 적조 등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로도 해당 해역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정

밀 조사를 위해 신속하게 바닷물을 채수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해역의 바닷물을 채수하고 해파리 등 유해생물

을 확인하거나 해당 해역의 수질을 분석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개발한 드론은 수면 3m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채수기만 내려 바닷물을 1리터 가량 

담을 수 있다. 이는 착수나 펌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파고의 영향을 덜 받아 강이나 거친 해상에서 훨

씬 안정적이다. 특히, 드론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1시간 동안 약 25㎞를 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

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바꾸어 달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드론은 유해생물이나 유류 유출 오염 해역의 범위 확

인, 해양수질의 정밀 분석도 가능하여, 현장대응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해생물 신속 탐지 및 바닷물 채수까지 가능해져

다목적 드론 개발로 해양수산 현장 대응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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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탐지용 다목적 드론 개발

다목적 드론 다목적 드론용 채수기(1L)

이륙 직 후 채수기 하강

채수기 수면 위 채수 후 착륙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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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7.1.]

해운법[시행 2016.7.1.]

해운법 시행령[시행 2016.7.1.]

해운법 시행규칙[시행 2016.7.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7.12.]

선박투자회사법[시행 2016.8.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 2016.8.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8.3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9.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6.9.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6.9.5.] 

해운법[시행 2016.9.30.]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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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

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

비하려는 것임.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

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

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

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

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

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

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

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

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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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

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

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

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

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

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

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

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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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

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

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

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

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

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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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

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

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

신청서"로 본다.

제45조 및 제46조 생략

I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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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002호, 2015.1.6., 일부개정]

 -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화물과적, 선박평형수의 부족, 화물고박 불량 등 내항 여

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

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

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내항여객선 안전관

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노후 여객선의 신조ㆍ대체 활성화, 수송수요 기준 등 진입장벽의 철폐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내항 화물선은 

2001년부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

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이에 내항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

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수송수요 기준 폐지를 반영하여 한정면허 제도를 정비하고, 면허 부여 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제4조).

  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운항능력과 자본금을 면허기준으로 추가함(현

행 제5조제1항제1호 삭제, 제5조제1항제5호).

  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

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제8조제2호의

2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여객선 이력관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여객선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11조의3 신설).

  마.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

한 과징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

로 규정함(제19조).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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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

영하도록 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점검 조치 강화 등 운

항관리규정 작성ㆍ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1조).

  사.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 선적

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제21

조의2, 제21조의4 신설).

  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자.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

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

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

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등으로 보조

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으로 추가함(제41조의3).

  타.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ㆍ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 고발권

을 삭제함(제57조, 제57조의2 신설, 제59조, 현행 제60조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법률 제13002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선박을"을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로 한다.

I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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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중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

라 한다)"를 "사업자 공모"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령(船齡)"을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을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표자가 제1호"를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로 한다.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제9조제3항 중 "항로"를 "여객운송사업자"로, "추가로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을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로"를 "여객운송사업자"

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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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제1호 중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을 "선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을 "제18조제1

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호"를 "제8조제1호, 제2

호, 제2호의2, 제3호"로 한다.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

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

한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제21조의 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를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여객선운항관

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해사안전소식」가을호

주요법령제개정

65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

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

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

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제1항에 따라 승선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

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제4항에 따른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

지를 준용한다.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을 갖춘 사람 중에서"로, "안전운항에 관한"을 "안전운항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자격요건, 임면 방법ㆍ절차"를 "임면 방법과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에 드나드는 여

객선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를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

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

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

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유량"을 "보유량과 선령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12조제1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제4조제4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ㆍ제4

항,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을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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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

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

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2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면허의 범위 및"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한 자

제58조 본문 중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의2ㆍ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

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

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제60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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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

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

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

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

리ㆍ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

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

허"를 "면허"로 한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6388호, 2015.7.6., 일부개정]

 -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3002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

사업자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안전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운업자가 내항여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하는 선박

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선의 선박 대체를 촉

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 내용변경(제5조제1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제5조제3

호 삭제)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독과점을 억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송

수요 기준을 폐지하는 등 여객운송사업면허 제도가 개편되어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원칙적으

로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됨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송사업면허를 특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되, 선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고객만족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함.

  나.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2조의2 신설)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작성ㆍ제

출하는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는 해사

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등 설정(제12조의3 및 별표 1 신설)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어야 하는 안전

관리책임자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임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보유한 선박의 규모에 따라 해기사 면허의 등급 등 자격증의 종류와 선박의 승선경력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달리하여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내항여객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6척 이하이면 수석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척수에 따라 두어야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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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원을 정함.

  라.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추가(제17조제5호 신설)

       지금까지 해운업자가 내항여객선 또는 내항화물선의 보수 또는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등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만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중고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출금리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자금을 정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영

세한 해운업자가 선박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마.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제23조의2 신설)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

은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을 정함.

  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별표 1의2)

       지금까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를 상한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간 위반횟

수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해당 선박에 대한 감선조치를, 4회 이상 위반 시 등

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통령령 제2638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4조의2제3항"을 "법 제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여객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불이익

III. 개정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항로의"를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

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

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4. 그 밖에 여객선의 운항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

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

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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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

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대출금리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

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21조의2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

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마.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

  9의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

    나.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

    라. 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

    마. 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

구의 접수

  9의4.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ㆍ점검 등 운항관

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

제29조 중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

상위반

가. 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

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1호
20 50 100

나.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1호2
20 50 100

다.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9조 제

1항 제1호
100 250 500

라. 법 제12조제1항(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 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1호
10 25 50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한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1호3
20 50 100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1항 제2호
50 125 250

사.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9조 제

1항 제3호
50 125 250

아.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1항 제4호
50 12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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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1항 제5호
50 125 250

차. 법 제21조의3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1호4
20 50 100

카.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 적재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1호5
50 70 100

타.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 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

급, 선적, 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1항 제6호
50 125 250

피.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2항
50 125 250

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2호
20 50 100

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3호
20 50 100

너.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3호2
20 50 100

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4호
10 25 50

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 제

3항 제5호
20 50 1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

나목ㆍ다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료되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완료된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

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의 적용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에 

받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해양수산부령 제150호, 2015.7.7., 일부개정]

 -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한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

운법이 개정(법률 제13002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된 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사업자 공모의 절차 등(안 제3조)

       지금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 중 특히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기존 사업자의 일정한 수

익을 보장하는 수송수요기준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으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이 폐지되고,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선박의 선령,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

가하여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여객선의 선령기준 강화(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지금까지 여객선은 선령 30년까지 선박안전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통과하거나 여객선안

전증서를 받은 경우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페리 여객선 등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운항가능한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여 여객선의 안

전관리를 강화함.

  다. 항로고시 제도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그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장은 새로운 항로의 고시가 필요하거나 공시된 항로에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항로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선박의 운항항로 이력, 해양사고 

이력 및 선박 개조 이력 등을 적은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장 등에 비치하도

록 하고,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선종(船種), 여객정원,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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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의 총톤수 및 화물의 적재한도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의 관리 강화(안 제15조의3, 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항관리규정 제출기한을 운항개시일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앞당기며,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의 

복원성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운항관리규정 심사의 실효성을 높임.

  바. 여객명부 및 차량 등 화물 관리 강화(안 제15조의7)

     지금까지 여객 등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

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하거나 승선하려는 경우 여객의 신분을 확인

하여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를 여객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차

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에게도 그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 또는 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15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

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미만인 선박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

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이상인 여객선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

III. 개정문

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선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

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 중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

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

입할 것을 조건으로"를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 또는 공제는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또

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을 운항개시일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을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

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객선안전증서를 받

은 여객선"을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

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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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항로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

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

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

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란 「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

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이력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 정보를 말한다)를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운조합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

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을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

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

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2까지를 각각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5까지로 하고, 제15조의4부

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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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의 대체(代替)

  2.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 항로의 변경

  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

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

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

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

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7(종전의 제15조의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

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

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

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

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8(종전의 제15조의5)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

제15조의9(종전의 제15조의6)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

자"라 한다)"를 "운항관리자"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승선경력이 3년"을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5조의7제

2항"을 "제15조의10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10(종전의 제15조의7)제1항 중 "한국해운조합"을 각각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제15

조의6"을 "제15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한국해운조합"을 "선박안전기술공단"

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의11(종전의 제15조의8)제1항제1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여객의 인적 사항이 적힌 

승선권"을 "여객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해운조합 지부장"을 "국민안전처 해양

경비안전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의5 서식의"를 "선장

으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3. 선장 등이 수행한 출항 전 점검의 확인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제15조의12(종전의 제15조의9)제1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으로, "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를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해운조합"을 "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15조의15(종전의 제15조의12)제1항 중 "법 제22조제6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해운조합"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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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

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또는 한국해운조

합의 공제 가입.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

박과 부선(艀船)은 제외한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

장계약의 체결

  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 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

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

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

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

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내항 화물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

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

7서식"으로 본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8"을 "제15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종전의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라목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바목 중 "구간"을 "구간 및 구간의 좌표 병기"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에 마

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8호

나목 중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출항 전 여객선"을 "출항 전 여객선"으로 한다.

  마. 선박의 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바. 차량 및 일반화물 적재에 관한 사항(차량대수, 화물의 적재톤수 등)

여객정원, 총 화물 적재톤수, 차량종류별 

적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의3(종전의 별표 2의2)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 중 "비상시 여

객"을 "비상시 대피도면을 포함한 여객"으로 한다.

  가. 선원 직책별 비상시 임무와 행동 시나리오

별표 3의 제목 중 "(제19조 관련)"을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14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

목ㆍ라목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기한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14일 이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선 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령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

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조(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에 따

라 자격을 갖춘 사람[「여객선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제54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5

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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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7.12]
[해양수산부령 제195호, 2016.7.12., 일부개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원격영상심판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동영

상 및 음성 송수신 장치의 요건과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개정에 맞추어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심판장치의 요건 및 원격영상심판의 절차(안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원격영상심판장치는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를 양쪽에 갖추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

에 전송할 수 있고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양사고

관련자는 교통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영

상심판을 하는 경우 조서에 그 이유 등을 적도록 하는 등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월 소득 기준 조정(안 제17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각종 급여의 기준이 종전의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

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빈곤 등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의 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조사관 신분증 등 서식 신설(안 제19조의2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조사관이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경우에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관 신분

증의 서식을 정하고, 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 제2심청구서 등 법령에 따른 청구 등에 필요

한 서식을 정함.

  라. 해기사 또는 도선사 면허에 대한 재결의 집행시기(안 제22조제1항)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승선 등의 이유로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그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도록 면허증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19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

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사관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

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

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심판원장에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원격

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원격영상심판을 하는 이유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재결서 등본의 청구) 영 제61조에 따른 재결서 등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

2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3(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4(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른다.

I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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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 중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지정된 날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을 "지체 없이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심판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안전

심판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제출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16.8.1]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

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

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

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

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

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

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

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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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

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

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

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

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

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I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

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

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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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

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험관리위원회

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13453호, 2015. 7. 31. 공포, 2016. 8.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임직

원 겸직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구체화(제6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

개회사 등으로 정하고,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법률 중 일부 사항을 적

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상호저축은행은 7천억원 미

만으로,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조원 미만으로 각

각 정함.

  나.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요건 구체화(제7조제1항)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

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정함.

  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1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

는 경우 등을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

우로 정함.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라. 임직원 겸직기준 내용 구체화(제11조제1항)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과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마련

할 것으로 정함.

  마.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구체화(제13조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

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구체화(제19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

기 위한 절차나 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사.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변경승인 절차(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

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대주주

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

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등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I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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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부 칙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8.31]
[총리령 제1318호, 2016.8.31., 일부개정]

 -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잠수사 및 총리령으로 정

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

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자격증 발급(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신설)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수상구조사 교

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

에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등(제12조의5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시

설ㆍ장비 및 강사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

청서에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

육기관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범위(안 제12조의1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

수기능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으며, 중앙구조본부의 

장 등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해양구

조대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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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318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

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

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

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시

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

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

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

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

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

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

III. 개정문 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자격증 발급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

다.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

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

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

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

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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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

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

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

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

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

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를 해양경비

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2.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

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

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11(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

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

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신체검사의 대상) 법 제30조의10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

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을 것

  3. 구조본부의 장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 업무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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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9.1]
[해양수산부령 제199호, 2016.9.1., 일부개정]

 -  해군의 연합작전 등으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제해사기구(IMO)

가 각 회원국에 국제해운단체가 해적위험해역을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 권고기준에 맞게 축소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9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4호, 2016.9.5., 일부개정]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담당 업무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에서 해양수산 분

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로 조정하고, 해당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까지에

서 2018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며,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통령령 제2748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을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2016년 9월 11

일"을 "2018년 9월 1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9월 11일"을 "2020년 12월 31

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2016년 9월 11일"을 "2018년 9월 1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16년 9

월 1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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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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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9.5]
[해양수산부령 제200호, 2016.9.5., 일부개정]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담당 업무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에서 해양수산 분

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로 조정하고, 해당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까지에

서 2018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며,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484호, 2016.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한시정원의 담당 업무 및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항만물

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하던 국

가물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관련 업무를 같은 국 항만물류기획과장

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2013년도 이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된 지방해양수산청 9급 

정원 1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복원하며, 어업관리단 7급 정원 5명의 직급을 6급으로, 8급 정원 4

명의 직급을 7급으로,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8급으로, 지방해양수산청 7급 정원 1명을 6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6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0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 제33호, 제34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가물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5. 물류관련 법령·제도 및 위원회 운영

[별표 3의2]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제17조제3항 관련)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A지점 남위 05도 00분, 동경 039도 00분

B지점 남위 05도 00분, 동경 065도 00분

C지점 북위 22도 00분, 동경 065도 00분

D지점 북위 22도 00분, 동경 059도 40분

E지점 북위 15도 00분, 동경 043도 00분

F지점 북위 15도 00분, 동경 040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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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

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의 정원 중 5명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1의

2의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

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

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운전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

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

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의 정원 중 1명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

하며, 201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

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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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및 인증제도 운영

  1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국외거점 확보

  18.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물류공동화 지원

  19.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관리·운영

  20. 국제물류관련 동향 조사·분석 및 전략수립

  21.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22.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 육성 및 지원

제4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3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45조제1항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2016년 9월 11일"

을 "2018년 9월 1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9월 11일"을 "2020년 12월 31

일"로 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5 중 총계 "1,131"을 "1,13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

반직 계 "1,129"를 각각 "1,130"으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

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66"을 "367"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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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89"를 "288"로, 행정서기보·시설

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

기보 "81"을 "82"로 한다.

별표 31 제1호 중 "2016년 9월 11일"을 "2018년 9월 1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16년 9

월 1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월 1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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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7호, 2016.3.29., 일부개정]

 -  이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것임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목적규정에 여

객ㆍ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행위무능력 및 파산 등을 이유로 여객운송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자체가 다시 면허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어 이중제한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개

선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의 법

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가. 목적 규정에 여객ㆍ화물의 안전운송 근거를 마련함(제1조).

  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제8조).

  다.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1조).

  라.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

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3조).

  마.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

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법률 제14117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I. 개정문

제1조 중 "원활한"을 "원활하고 안전한"으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다)"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

어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31조제3항 중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권익보호를"을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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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현장점검 실시

해운ㆍ항만업체 경영자, 해양안전리더로 양성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세미나」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실시

「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제도 본격화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대상 해양안전 교육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특별점검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휴가철 해양안전 캠페인」실시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등대 관리운영시스템 특별점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시민 참여형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물류업계 해양안전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회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명절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한ㆍ중 국제여객선 2016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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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6일(목) 청사 대회의실에서 여객선사, 해운

대리점 및 선박관련 업·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민 관 해양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맞춤형 해양안전 대책 설명과 함께 안전 저해요소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최근 해양사고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해양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름철은 태풍, 장마·국지성폭우 등 기상악화와 피서철 선박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계절로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

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하

게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설물점검 등 해양안전 대책 설명 및 해양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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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6년 울산항 여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6월 23일(목)~24일(

금) 양일간에 걸쳐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 지역 및 내항 유조선 등의 현장을 직접 방

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 : 동북아 오일허브(2단계) 및 남항지역 5개 선석 전면의 정 

온 수역 확보를 위해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을 차단하는 남방파제(3.1km) 축조공사 중 첫 번째 사

업(0.9km)

 여름철(6~8월)은 태풍내습, 장마 및 국지성 폭우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절이다.

 이에 따른 여름철 안전교육의 방안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3일(목)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

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만공사 현장종사자들로부터 애

로사항 청취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공사 현장종사자들에게 여름철은 태풍 및 장마 등으로 인하여 기상여건

이 크게 악화되는 계절이니 안전관리에 각별히 집중하여 2012년 울산항에서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

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날인 24일(금)에는 SK부두에 접안 중인 내항 유조선 한길호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안전관리실태

를 점검하였으며, 무더워지는 여름철 승선 중 선박안전관리 당부 및 선물 증정 등을 통해 선원들의 노

고에 격려를 표하였다.

 내항 유조선 한길호의 선장 김정호씨는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관리가 대두

되는 시점에서 청장의 방문은 선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의 기회가 되었다며 안전관리 이행 철저를 다시

금 약속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현장점검 실시

｜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지역 및 내항 유조선 점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다양한 대책과 노력이 있는 만큼 울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아

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태풍내습 등으로 인한 기

상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현장 및 해·육상 관계자

들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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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28일 관내 해운ㆍ항만업체 경영자 30여명을 해양안전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체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대학교, 해운조합의 전문가와 교수가 리더쉽과 안전경영, 선박 안전관리제도 등

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해양안전리더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업계 경영자들이 안전을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해운ㆍ항만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소통 시간도 가졌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존에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안전교육을 경영자를 대상으

로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운ㆍ항만업체 경영자,  
해양안전리더로 양성한다!

｜내항여객ㆍ화물선사, 항만하역사, 선박급유사 경영자 안전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분야 육·해상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 내·외항 선박안전관리

자를 대상으로 「부산항 해양안전 세미나」를 6월 29일(수) 중앙동 ‘STX 빌딩’에서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정보 전달을 위해 관 중심으로 개최한 기

존 「해양사고 예방교육」과 달리 민간 협회인 “한국선박안전관리자 협의회”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안전

의식 제고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가오는 태풍철에 대비한 기상정보 및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등에 

대해 기상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심도 있게 소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세미나를 포함하여 주기적인 해운분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

여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함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세미나」개최

｜선박안전관리자 등 150여명 대상, 안전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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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29일 오후 범월갑 방파제 일원에서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

사 해상사고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동 훈련은 재난 대응 가상훈련의 일환으로 해상 공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연출하여 사

전훈련을 통해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금회 훈련은 울산지역에 태풍이 다가오는 시점에 공사용 선박이 적기에 피항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여 선원 비상탈출, 익수자 구조, 부상자 후송 등의 모의훈련과 비상연락망에 따른 유관기관 및 

내부기관에 사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보고 대응 훈련을 병행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응 태세를 점검

하는 것은 물론,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며, “훈련 상황별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반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실시

｜태풍 시 피항하지 못한 선박의 선원 구조 훈련, 반기별 1회 실시

선원구조 작업 익수자 구조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울산신항 남항지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	 사 업 량 : 남방파제 900m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27,011백만원 / 2013. 12.  ~ 2017. 06.

•	 시공사 / 감리단 : 현대산업개발(주) 외 7개사 / ㈜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연차별 투자계획

◆ 추진경위

•	 ‘11.  7.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11. 12. ~ ’12.  4 :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12.  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일괄)

•	 '12.  6. ~ ’12. 12 : 기초조사용역 시행

•	 '13.  6.           : 일괄입찰 발주

•	 '13. 12. 19.       : 일괄입찰 우선시공분 착공

•	 '17.  9.          : 공사 준공 예정

◆ 표준단면도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공사개요

구 분
전체계획

2014까지 2015년 2016이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27,011 39,459 71,755 116,281

공사비 방파제 900m 213,432 31,458 70,055 111,919

감리비 1식 6,215 641 1,700 4,358

설계비 1식 7,364 7,36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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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책임

자 제도, 선사 안전정보 공개,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

난해 1월 해운법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5월 31일 지역 

여객선사를 초빙하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홍보 및 철저한 이행준

비를 당부하였으며 신규 시행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선사는 5급 이상 해

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해

야 한다.

 둘째, 선사의 안전정보 공개는 선령, 선박검사 결과, 해양사고 이력,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선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해당 선사

의 안전관리실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선사는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는 연안여객선의 도입부터 매각까지 운항 항로,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

사고 이력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여객선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운

항 저해요인이나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군산 및 격포항

로 여객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사의 제도 이행 여부

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제도 
본격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최근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본부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하

였다. 

 이번 교육은 공단 임직원들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주관으로 “물놀이 안

전 및 심폐소생술” 에 관해 직접 체험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단은 해양안전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직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

과목을 추가하는 등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월 7일 해양안전문화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7월 

18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단원 15명을 초청하여 우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단 해양안전문화센터에

서는 선박 안전장비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선박모의조종 체험 등 다양한 해양안전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약(044-330-2423)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대상 해양안전 교육 실시

｜ 해양소년단연맹 단원 초청 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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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완도항 인근 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를 지난 7월 

19일 야간에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번 야간점검은 완도항 인근 통항분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등부표의 야간 밝기와 점멸주기를 중점

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인근 무인등대도 함께 점검하였다.   

 통항분리(Traffic Separation)란 도로의 중앙선과 같이 선박 충돌을 방지하지 위하여 입·출항 항로의 

설정 등을 통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것으로 완도항 인근에는 완도항, 

횡간수도, 소덕우도 3개 통항분리 구역이 있으며 여기에는 총 23기의 등부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앞으로 진도 인근 정등해 항로에 대해서도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항로표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선박에게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특별점검

｜완도항 인근 통항분리구역 항로표지시설 중점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본청 중회의실에서 여수·광양

항 선박종사자 및 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청직원 등 총 58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제2차 급유선(급수

선 포함)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해양안전교육지원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전문강사 및 남영선박설비(주) 소속 구

명설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각각 초빙하여, 해양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방안과 조난시 비상신호 작동

법등 실무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상시 소화기 사용법 및 팽창식 구명뗏목 진수방법에 대해 직접 실

습하게 함으로써 친숙도를 제고하였고, 해양안전실천 전남동부지역본부 주관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교육에서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에 대해 재인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해양사고 예방 방안 및 팽창식구명뗏목 사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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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제2차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집합교육 사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28일, 청사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여객선사, 해상공사 업체 등 선

박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해양사고예방 안전교육’과 ‘해상공사 예부선 종사자 간담회’를 개

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원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해양사고의 원인분석(해양사

고 통계, 인적과실)과 그 대처방안(교육, 훈련의 중요성, 황천시 조선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

으며, 참석자의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구명뗏목 작동 시연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직접 참

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해상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

취하고 선박의 안전관리 및 기상악화에 따른 비상대응요령을 함께 교육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진 해양안전문화는 선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및 업체 감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점검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직접 보

고 느낀 전문지식을 선박안전관리에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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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29일(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일 오전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백사장 정화활동

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해양안전부스를 설치하여 해저수압체험, 해양동물 모형 만들기, 여름바다 부

채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의 재미와 참여 유도를 위해 해양안전부스를 찾은 피서객들에게는 카약체험 기회도 제공

했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양안전

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휴가철 해양안전 캠페인」실시

｜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대상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자연재해 및 선박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주요 항로상 무인등대의 항로

표지 관리운영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 중순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은 무인등대에 설치된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 상태를 원격으로 

제어·감시하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항로표지의 신뢰성 제고와 기능유지는 물론 무인표지 사고

현황의 신속한 발견 및 복구로 해상교통안전 분야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이번 점검은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함께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주변 항행선박에 제공하는 해양기상

신호표지시스템 7개소와 항로표지 집약관리시스템 32개소, 무인화등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2개소

에 대하여 실시됐다.  

 또한, 장기간의 해상 운용으로 장비의 성능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 안테나 등 교체가 필요한 예비 

부품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교체하였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무인등대의 철저한 관

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등대 관리운영시스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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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1일∼12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경북해양안전실천본부 소속 10개 기관 

합동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16년「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해양안전 캠페인」은 일반인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련되었

으며 구명조끼, 모형유회수기, 해저탐사로봇 및 해양안전 홍보물 등을 전시함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실제로 구명조끼를 착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경북해양안전실천본부는 포항지역의 해양수산관련 29개 업·단체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 및 분기별 해양수산 안전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민참여·체험형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유관 기

관·단체 간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일반시민들의 해양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시민 참여형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 구명조끼 착용체험 및 해양오염방제설비 등 전시

 8월 30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역 내항화물/여객운송선사, 선박안전관리업체, 급유업 및 대량 

위험물 취급 하역사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리더교육이 실시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규제위주의 안전대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업계 경영진의 안전경영의식을 높이

기 위하여 해양안전리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전에서 배우는 안전리더십 △인적요인과 선박경영 실무 등 경영 관련 내용, △과적

에 의한 해양사고의 예방 등 실무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도에 비해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약 50여개 업체 경영진이 참석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이 안전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에도 선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양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물류업계 해양안전교육 실시

｜ 50여 개사 경영진 참여, 안전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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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업계 안전경영 문화정착을 위하여 관내 연안 해운선사 경영진을 대상으

로 부산항「제2회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9월 1일(목)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실시했다.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경영진의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해양사고 저감의 전제 요건임을 착안

하여 관내 해운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150여 명의 해양안전리더

를 양성하였다. 

 특히, 금번 교육은 ‘안전은 투자다. 안전은 경쟁력이다’라는 부제로 선사의 안전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운금융·해사법규·선원교육 및 선박검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였다.

 교육 마지막 시간에는 선사 경영진 및 선박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학 종합토론 시간을 갖

고 진정한 안전경영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양안전리더 교육」에 참석한 경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해양안전리더증서’가 수여했

으며,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안전문화 저변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선사 경영진이 안전은 ‘귀찮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형의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에 목적이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회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 연안 해운선사 경영진을 해양안전리더로 양성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흘간 주요 항만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기간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터미널 3개소 및 관련 접안시설)과, 새만금 방파제 축조공사 등 대규모 공사현장(14개소)을 중

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추석명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해요소를 사전 조치하기 위한 점검

으로 방화 시설, 구조물 추락방지 시설,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대금 및 현장 근로자 임

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철저한 점검으로 군산항 이용객과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즐거운 추석 명절

을 앞두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명절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 안전한 귀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건설현장 대금 지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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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에 대하여 2016년 하반기 안전점검이 실

시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한·중 국제여객선의 90%(총 10척 중 9척)가 선령 20년 이상임을 감안하여 

선박 주요설비의 점검·정비 상태, 예비부품 보유 현황 등 선사의 정비지원 체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

였다.

 아울러 항해 중 화물의 이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20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화물 고박장치’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CIC)*도 같이 실시했다.

  * 항만국통제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 기간(9∼11월) 동안 특정 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제도

 이번 점검에는 선급 검사원 및 선사 안전관리자 등 민간전문가도 점검에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 3척*에 대해서는 선체·기관 항만국통제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뉴골든브릿지2호(인천-위해), 천진호(인천-천진), 화동명주6호(인천-석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국제여객선에 대하여 연중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선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점검결과 나타나는 결함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국제여객선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중 국제여객선 2016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다중 이용 국제여객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 9개사, 10개 항로, 10척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 현황 ('16. 8월 기준)

항 로
사 업 자

(한국대리
점)

선 명 총톤수 수송능력 운항횟수
건조일
(국적)

항 로
개설일

인천/위해
(238마

일,440㎞) 위동항운유
한공사

(위동항운)

New Golden 
Bridge II

(뉴골든브릿지2)
26,463

여객 : 731명
화물 : 

295TEU 

주 3회
(13H)

‘90. 5
(파나마)

‘90.9

인천/청도
(330마

일,611㎞)

New Golden 
Bridge V

(뉴골든브릿지5)
29,544

여객 : 660명
화물 : 

325TEU 

주 3회
(20H)

‘97. 2
(파나마)

‘93.5

인천/천진
(460마

일,852㎞)

진천국제객
화항운

(진천항운)

Tian Ren
(천인)

26,463
여객 : 800명

화물 : 
279TEU 

주 2회
(25H)

‘90. 2
(파나마)

‘91.12

인천/대련
(292마

일,540㎞)

대인훼리
(주)

(대인훼리)

Bi Ryong
(비룡)

14,614
여객 : 510명

화물 : 
145TEU

주 3회
(17H)

‘96. 1
(파나마)

‘95.10

인천/단동
(284마

일,526㎞)

단동국제
항운

유한공사
(단동항운)

Oriental
Pearl Ⅵ

(동방명주6)
16,500

여객 : 800명
화물 : 

159TEU

주 3회
(16H)

‘95. 6
(파나마)

‘98.7

인천/석도
(220마

일,407㎞)

영성화동
해운

유한공사
(화동해운)

Huadong
Pearl Ⅵ(화동명

주6)
19,534

여객 : 
1,000명
화물 : 

253TEU

주 3회
(14H)

‘88.6
(파나마)

‘02.7

인천/연운항
(393마

일,727㎞)

연운항중한
윤도

유한공사
(연운항훼

리)

Zi Yu Lan
(자옥란)

16,071
여객 : 392명

화물 : 
293TEU 

주 2회
(24H)

‘95. 8
(중 국)

‘04.12

인천/연태
(267마

일,494㎞)

연태중한
륜도

유한공사
(한중훼리)

Xiang Xue Lan
(향설란)

16,071
여객 : 392명

화물 : 
293TEU 

주 3회
(15H)

‘96. 3
(파나마

‘00.10

인천/영구
(420마

일,778㎞)

범영훼리
(주)

(범영훼리)

Arafura Lily
(자정향)

12,304
여객 : 394명

화물 : 
228TEU

주 2회
(22H)

‘96. 5
(마샬군

도)
‘03.1

인천/진황도
(400마

일,740㎞)

진인해운
유한공사

(진인해운)

Xin Yu Jin Xiang
(신욱금향)

12,304
여객 : 348명

화물 : 
228TEU

주 2회
(21H)

‘95. 11
(중 국)

‘04.4

*             RO-RO카훼리선,             LO-LO 화객선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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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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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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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mokorea.org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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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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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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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

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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