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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협약 2017. 9. 8. 발효

Brexit, “IMO에서의 영국입지 강화 계기될 것”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선복량 과잉 해소에 도움될 것

선박평형수협약, 벌크선 시황 회복에 도움될 것

세계 최초 LNG 연료추진 자동차운반선 취항

MEPC,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논의할 것

초대형 LPG 운반선, 해체 가속화

주요 선박등록국가들, 선박평형수협약 시행연기 주장

글로벌 해운산업, 위협적인 세 가지 도전에 직면

IMO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산업계 우려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인수합병 확대 추세

Trump 美 대통령 당선, 해운·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심화

유럽·아태지역 항만당국, sulphur limit 검사 강화

파나막스 벌크 운임지수, 최근 2년내 최고치 경신

평형수 협약 발효로 Tanker 폐선 증가 전망

0.5% Sulphur cap, 선박 건조시장에도 영향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안전 위한 동아시아 국제협력 강화

2016년 IMO 모의총회 개최

2016 해양안전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 전략물자 수송로 안전 확보에 앞장서

해양수산부, 방파제 친수공간 활성화 및 안전강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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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 및 선박안전관리자 해양안전 교육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3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내진취약 항만시설 보강 가속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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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2015년 ITCP 사업 보고서 검토

•	  (논의 내용) 케냐, 필리핀, 베트남 등 28개 회원국은 ‘15년 ITCP 사업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 동 사업의 지속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

•	  (논의 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아프리카의 3개 지역사무소 사업의 통합 시행 필요성

이 제안되어 사무국에서는 지역사무소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TC 67)에 제출하기로 함

•	  회의명 : 제66차 기술협력위원회 (Committee on Technical Cooperation, TC 66)

•	  일시/장소 : 2016. 10. 10 ～ 1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Z. Ayub (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5개국, 6개 정부간 기구, WMU 등 총 270여명

기술협력위원회(TC* 66) 결과
* Committee on Technical Cooperation, 66th Session

제 66차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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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검토

•	  (논의 내용) 최근 4년간(2012∼2015년)에 걸쳐 시행된 ITCP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보고서

를 검토하고 ITCP 개선사항 등을 논의

•	  (논의 결과) 영향평가 보고서의 권고사항 검증 및 반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차기 

회의(TC 67)에서 세부적으로 논의

3.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기술협력사업 이행현황 보고

•	  (논의 내용)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 보고

•	  (논의 결과) 회원국 감사&이행지원국장은 회원국 감사 보고서(19개)가 GISIS를 통해 확인 가능

함을 언급하고 회원국은 참조하도록 독려
* IMSAS 감사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MO와 협력하여 선임 감사관, 감사관 및 참관인 교육 지원에 

지속 노력할 것임을 아국에서 발언

4. 2012∼2015년 통합기술협력사업 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	  (논의 내용 및 논의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에 걸쳐 시행된 ITCP 사업에 대한 영향평

가결과 보고서의 권고사항 검증 및 반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차기 회의(TC 67)에

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5. 작업계획

•	  (논의 내용 및 논의 결과) 2030 SDGs와 12∼15년 기술협력사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TC 67

차 회의 전까지 정비가 필요한 기술협력 총회 결의서의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해 이사회에 회기간

작업반(ISWG)회의 개최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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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BWM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위한 비상대책방안 수립 지침 마련

•	  (논의 사항) 아국은 BWMS 처리가 불가능한 해역에서 처리없이 평형수 주입후 처리 가능 해역

으로 이동 후 처리된 물로 평형수 교환하는 방안을 지침에 상정 제안
* MEPC 68에서 Early mover 비처벌과 협약 이행 Roadmap에 동의하였으며, Roadmap 중 비상대책방안 

마련의 한 방안으로 아국의 제출문서가 고려되었음

•	  (논의 결과) 위원회는 비상대책방안 수립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였고, MEPC 71에서 예상되는 경

우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문서제출 요청 

2. BWM협약 면제관련 위해도 평가방법 중 하나로 SRA 방법론 인정

•	  (논의 사항) SRA(Same Risk Area, 동일위험지역)에 대한 싱가포르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협약 

적용관련 제안

•	  (논의 결과) SRA는 면제를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G7의 일부

개정을 MEPC 71에 제출하기로 함 

•	 회의명 :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MEPC 70)

•	 일시/장소 : 2016. 10. 24 ～ 2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Arsenio Dominguez (파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60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1,073여명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0) 결과
*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70th Session

제 70차
3. 평형수 관리의 기타 방법으로 BWTBoat 사용

•	  (논의 사항) BWTBoat를 B-3.7의 기타 평형수 관리방안

    (other method)로 승인해줄 것을 제안

•	  (논의 결과) BWTBoat는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형수 취수항 및 배출항 양쪽 모두 BWM협약 증서가 

    발급된 BWTBoat 필요
* BWTBoat에서 평형수를 받는 선박이 BWMS를 설치하지 

       않고 BWTBoat를 이용하는 경우 항만통제국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4. 연료유 황함유량 0.5% 제한치 적용일자 결정

•	  (논의 사항)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량 0.5% 제한치의 적용일자를 2020년 혹은 

2025년 중 결정이 필요 

•	  (논의 결과) 2020년으로 시행일을 결정하고 현실적인 문제 및 지역적 불균형에 관해 PPR 4에

서 검토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시행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 아국은 2020년 시행에 이견이 없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피력함.    (아국의 의

견을 MEPC 70/5/2 및 70/5/26 문서로 제출)

5. 북해 및 발틱해 NOx ECA 지정 (2021.1.1.~)

•	  (논의 사항) 북해 및 발틱해를 NOx ECA* 로 지정하자는 제안
* 현재 NOx ECA 는 북아메리카 및 푸에르토리코 지역임

•	  (논의 결과) 위원회는 북해 및 발틱해 당사국들의 제안이 절차에 따른 적합한 제안임을 확인하

였으며 NOx ECA로 지정 결정함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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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북한 미사일 관련 IMO 회람서 채택

•	  (논의 사항)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 항행안전 위해행위 방지를 위한 IMO 회람문 

제안
* 아국의 초안(외교부 작성, 우리부 검토)에 공동참여국(미국, 일본, 프랑스, 마셜아일랜드)의 의견을 반영하

여 최종확정 후 문서제출

•	  (논의 결과) 대다수의 회원국이 항행 안전강화 측면에서 아국 문서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

명하여 이견없이 채택됨 
* 호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영국, 스페인 등 총19개국에서 지지하였으며, 북한은 아국 문서가 정치적 이슈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지지 받지 못함 

•	 회의명 :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MSC 97)

•	 일시/장소 : 2016. 11. 21 ～ 2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Bradley George Groves (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16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882여명

해사안전위원회(MSC* 97) 결과
*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97th Session

제 97차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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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개조 엔진의 NOx Tier III 적용 기준 확인

•	  (논의 사항) 주요개조 엔진의 ECA 지역 내 운전여부에 따른 NOx 배출 기준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해석 제안
* 교체 및 새로 설치되는 엔진의 경우 Tier III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이 설치되어야 하나 ECA 지역 내 미운

전 시 기준 적용이 모호함

•	  (논의 결과) 현행 협약에 따라 Tier II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통

일해석은 만들지 않기로 합의함 
* 아국의 통일해석 마련 제안은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규칙 적용의 공통이해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선

주들의 유연한 규정 적용 근거가 마련됨

7. 데이터수집 방법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	  (논의 사항)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 방법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및 주관청 

검증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작업반 논의

•	  (논의 결과)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주관청 검증가이드라인은 제71차 

MEPC까지 개발 완료하기로 함
*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 방법 및 전자적 데이터보고 양식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8.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GHG) 감축

•	  (논의 사항)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Global GHG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IMO GHG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회기간 작업반 위임사항 논의
* 감축방안 수립 시기 및 방법을 두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 대립  

•	  (논의 결과) 3단계 접근방식(데이터수집-분석-전략개발)을 수용한 “IMO GHG 감축전략 개발 

로드맵(2016~2023)”을 수립하고 위원회 승인  
* 제3차 IMO GHG Study, IMO 및 회원국 검토자료를 토대로 2018년에 초기전략 개발 후, 데이터분석 

결과 반영하여 2023년에 감축전략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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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2018-23년 IMO 전략계획(Strategic Plan, SP) 수립을 위한 비전(Vi-
sion Statement) 및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SD), 우선원칙(Over-

arching principles) 승인
•	  (비전) 해운산업 발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만족시킬 수 있

는 국제규정 제정자로써의 역할강조

•	  (전략방향) IMO가 추진할 7개 전략방향(SD) 채택

	- SD 1 : 협약이행(IMO 회원국감사제도와 데이터 기반을 통한 협약이행과 발효촉진, 통일해

석,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강조)

	- SD 2 : 기술융합(IMO 규정작업은 해운산업이 직면한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진보된 기술발전을 반영)

	- SD 3 : 기후변화(파리의정서를 반영하고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해운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수립)

	- SD 4 : 해양거버넌스(장기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공간의 보존을 위

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

	- SD 5 : 국제무역의 촉진과 보안강화(선박, 항만, 관계당국의 효과적인 전자정보의 교환과 무

역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형성)

•	 회의명 : 제117차 이사회 (Council, C 117)

•	 일시/장소 : 2016. 12. 05 ～ 0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Jeffrey G. Lantz(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40개국), 옵저버(43개국) 회원국 등 480여명 참석

이사회(C* 117) 결과
* Council, 117th Session

제 117차
2.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검증지침서 개정작업 착수

•	  (논의 사항) IMO 감사팀은 GBS 검증지침서에 따라 선급규칙에 대한 적합성 검증 작업 시행후 

식별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GBS 검증지침서 개정 논의시행
* GBS 검증지침서 개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침서 Part A 개정 초안 작성, 감사 실행 및 예산 계획 등 

검토

•	  (논의 결과) 지침서 Part A 개정 및 감사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MSC 

98) 추가논의를 통한 작업완료 예정
* GBS 적합성 검증 지침서 개정은 Part A(범위, 제출문서, 승인, 유지관리, 감사팀 구성 등 검증절차 수록)과 

Part B(각 기능요건별 필요정보/문서요건/평가기준 수록)로 구분, 각각 MSC 98차, 100차 까지 완료 예정 

3. 산업인력운송선(12인 초과)의 안전기준 결의서 및 로드맵 채택

•	  (논의 사항) 12인을 초과하는 산업인력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을 논의하

고,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로드맵 검토
* MSC 96차에서 산업인력에 대한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기로 결정, 금번 회기에는 단기 해결방안으로 MSC 

결의서 채택 검토

•	  (논의 결과) 산업인력운송선(12인 초과)에 대한 국제협약 채택 및 발효 전*까지 안전규정 적용을 

위한 MSC 결의서 채택
* ‘24.1월 발효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SDC)작업 및 목표에 대한 로드맵 확정 

4. 기타 주요 결정사항

•	  IGC Code(국제 액화가스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 규칙) 개정안 통보를 위한 MSC 회람서 발행  

(논의 사항) 협약 개정안 채택을 회원국 및 산업계에 통보하고, 협약 발효전 개정안의 적절한 적

용을 위한 MSC 회람서* 승인
* 동 협약은 ‘20.1.1일 발효될 예정이나, 해당 기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조기 적용이 가능하도

록 관련 근거 마련 

•	  SOLAS II-1장(건조-구조, 구획 및 복원성) 통합개정안 채택 연기                                                                                                        

(논의 결과) 협약 개정안 채택을 회원국 및 산업계에 통보하고, 협약 발효전 개정안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MSC 회람서* 승인

•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유예기간 종료(‘17.1.1일)에 따른 회람서 발행                                                                             

(논의 결과)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에 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

하고, 혼란 방지를 위한 유예기간* 결정
* PSCO 및 RO에 ‘17.7.1일까지는 증서 최신화 미비 등 관련 문제 발견시 특별한 조치 없이 당사국에 통보

하도록 권고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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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 6 : 규정의 효과성 확보(진보된 기술을 반영한 국제규정 제정절차의 효과성과 협약이행, 

조화, 통합을 고려한 법적 효과성 분석)

	- SD 7 : 조직의 효율적 운영(비전 달성,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프로세스 정립,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운영, 기술협력기금 운용)

•	  (우선원칙) 전략계획(SP) 수립시 반영될 중요 고려사항 채택

	-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도국 및 특히 저개발국

가의 필요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인적요소를 바탕으로 선원복지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교육훈련의 중요성, 

성평등 및 여성인력 역량강화의 증진 고려         

2. IMO 회원국 분담금* 체납관련 규정적용 강화

•	  분담금 체납국가에 대한 IMO협약 제61조(분담금 미납국가 투표권 제한)의 더 엄격한 적용을 촉

구
* 총 174개국(171개 회원국, 3개 준회원국) 중 128개국 전체 납부, 31개국 부분납부, 15개국 미납

3. IMO 명예대사제도* 운영현황 검토

•	  사무총장은 IMO 명예대사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행정적 지원 및 명예대사를 현재 임명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제도 참여를 당부

	- 아국은 ‘IMO 모의총회’ 개최를 통해 대학생들의 해사분야 관심과 기구의 역할 인식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발언
* 미래 해사분야에 진출할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에게 IMO의 역할 및 해운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15.2월 

신설한 제도

4. ‘18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 선정

•	  IMO협약 채택 70주년, 해사안전위원회(MSC) 100번째 회기를 기념하여 사무총장이 제안한 

"IMO 70: Our Heritage - Better Shipping for a Better Future" 을 ‘18년 세계해사의 날 주

제로 선정함

•	  ‘16년 터키의 성공적인 세계해사의 날 병행행사 개최사실 확인 및 차기 병행행사 일정을 기존과 

변동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함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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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년 국제해사상 수상자 선정 

•	  일시/장소 : ‘16.12.5(월) 18:00~19:00/ IMO 본부

•	  수상자 : 국제해사위원회* Dr. Frank Lawrence Wiswall Junior
*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CMI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나마 폴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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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협약 2017. 9. 8. 발효

Brexit, “IMO에서의 영국입지 강화 계기될 것”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선복량 과잉 해소에 도움될 것

선박평형수협약, 벌크선 시황 회복에 도움될 것

세계 최초 LNG 연료추진 자동차운반선 취항

MEPC,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논의할 것

초대형 LPG 운반선, 해체 가속화

주요 선박등록국가들, 선박평형수협약 시행연기 주장

글로벌 해운산업, 위협적인 세 가지 도전에 직면

IMO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산업계 우려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인수합병 확대 추세

Trump 美 대통령 당선, 해운·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심화

유럽·아태지역 항만당국, sulphur limit 검사 강화

파나막스 벌크 운임지수, 최근 2년내 최고치 경신

평형수 협약 발효로 Tanker 폐선 증가 전망

0.5% Sulphur cap, 선박 건조시장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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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가 2016. 9. 8(목)부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협약 가입국은 총 52개

국, 선복량은 세계 선박톤수의 35.1441% 수준으로 동 협약 발효요건을 충족하게 됨 (발효요건: 

30개국, 35%)

•	 이에 따라 동 협약은 동 발효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후인 2017.9.8. 발효될 예정임 이며, 동 협

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은 ▲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하고 ▲ 선박평

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평형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 국제선박평형수관리증서를 선박에 비치

하여야 함

•	 선박평형수처리장치는 협약 발효 이후 첫 번째 도래하는 IOPP 증서 갱신일까지 설치하여야 하

며, 해운·조선 산업계에서는 많은 선주들이 노후선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장치 설치 대신 

폐선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미국은 IMO의 동 협약 기준에 따른 평형수처리장치의 승인과 별개로 USCG의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USCG가 승인한 처리장치가 없어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선주들에

게 우려를 주고 있음

선박평형수관리협약 2017. 9. 8. 발효 (IMO / Lloyd's Lis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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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2017년 발효하게 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노후선의 조기 폐선이 가

속화되어 선복량 과잉 해소 및 운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비용은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만달러, 보통 100~3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별도의 검사 및 관리·유지 비용도 발생함

•	 한 분석업체(Arctic Securities)는 동 협약의 발효에 따라 벌크선 1,550척, 컨테이너선 1,300

척, 유조선 1,600척 등을 포함하여 총 약 6,600척의 선박이 2018~2020 기간 중 조기 폐선될 

것으로 추정함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선복량 과잉 해소에 도움될 것 (Lloyd's List, 
9.15)

•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운회의에서 영국 선주협

회 회장(Guy Platten, chief executive of the 

Chamber of Shipping)이 Brexit를 계기로, 

IMO에서의 영국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고 주장함

•	 또한 Brexit가 당장 영국의 해운산업에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며, 향

후 정부의 free trade 협상, 해운 산업계의 능

동적인 대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함

Brexit, “IMO에서의 영국입지 강화 계기될 것” (Lloyd's Lis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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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와 벙커유를 주기관의 연료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duel-fuel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운

반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노르웨이 UECC사에 인도됨 

•	 LNG 연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용이하므로 LNG 연

료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세계 최초 LNG 연료추진 자동차운반선 취항(World Maritime News, 
9.28)

•	 2017년 예정된 선박평형수협약의 발효로 노후 벌크선의 폐선이 가속화 되어 선복량 공급 과잉 

상태인 벌크선 시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협약요건을 충족하려면 벌크선의 규모에 따라 50만달러~200만달러에 달하는 평형수관리장치를 설치하여

야 함

•	 관련 전문연구기관(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은 2019년까지 벌크선의 조기폐선으

로 1억 DWT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선박평형수협약, 벌크선 시황 회복에 도움될 것(Lloyd's List, 9.28)

•	 IMO 사무총장은 9.29 Lloyd's List와의 인터뷰에서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로드

맵을 구상중이며 오는 10월 MEPC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동 로드맵에서는 우선 선박의 CO2 배출량 데이터를 면밀히 수집하여 해운산업계의 CO2 배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연료세 부과 및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기반조치가 대책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임

MEPC,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논의할 것(Lloyd's List, 9.29)

•	 글로벌 해운시장 불황에 따라 초대형 LPG 운반

선(VLGC)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번주 발틱해운거래소의 LPG 톤당 운송료는 

20달러 선으로, 지난해 10월 80달러 선에 비해 

큰 폭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선령 20년 이상의 

VLGC 최소 40척이 조만간 폐선하게 될 것으

로 전망함

초대형 LPG 운반선, 해체 가속화 (Lloyd's List, 10.13)

•	 선박평형수협약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내년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계 및 편의치적국

들이 동 협약의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그리스에 기반을 둔 Marine Technical Managers Association (Martecma, 120개 이상의 선

박관리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은 IMO 규정과 미국 USCG 규정 불일치에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협약의 시행을 5년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세계 3번째 등록등가인 마샬아일랜드는 Martecma 주장에 동조하며, 2017년부터 5년간의 시

범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하자고 주장함

•	 또한 세계 2번째 등록국가인 라이베리아는 평형수 처리관련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현

존선의 처리장치 설치에 필요한 수리조선소 용량 부족 등의 사유를 들며, 2020년까지 협약의 시

행을 유예하자고 주장함

주요 선박등록국가들, 선박평형수협약 시행연기 주장 (Lloyd's List, 
10.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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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덴마크 선주협회는 최근 글로벌 해운산업이 처한 상황

에 대한 분석 발표를 통해, 세 가지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함

•	 첫째, 예상 속도보다 빠른 자동화·디지털화 등 기술의 진보, 둘째,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를 꼽음, 

실제로 최근 WTO의 2017년도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1.7%로 지난해의 예상치 2.8%에 비

해 크게 후퇴하였음

•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을 꼽음, 그간 지나친 자유무역주의추구에 대한 반발로 지역주

의·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의 Brexit, 美 대선과정에서 대두된 보호무역 이

슈, 2008년 이후 G20 회의에서 1,200건 이상의 무역 규제 조항이 채택된 점 등을 예시로 언급함

글로벌 해운산업, 위협적인 세 가지 도전에 직면 (Lloyd's List, 10.26)

•	 중국의 Cosco와 China Shipping 합병에 이어, 11.7 일본의 NYK, MOL 및 K line이 컨테이

너 부문을 통합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또한 대만의 Evergreen과 Yang Ming이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사 고위 경영층이 이를 부인하고 있음

•	 Yang Ming은 대만정부가 35%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어서 순수 사기업인 Evergreen과의 합

병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Hapag-Lloyd와 아랍에미리트의 UASC도 이미 지난 4월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EU에 합병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인수합병 확대 추세 (Lloyd's List, 11.3)

•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0.5% 이하로 제한)를 2020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유럽 정유

사 및 연료유 공급업계를 제외한 전세계 해운산업계 등에서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우려

를 나타냄 

•	 MEPC 70차 회의에서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2020년 및 2025년 시행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

나, 다수의 회원국들이 2020년 시행안을 선호함에 따라 2020년 시행으로 결정되었음

IMO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산업계 우려(Shippingwatch,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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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틱해운거래소의 파나막스 벌크선 운

임지수가 1,263 포인트, 일일 용선료는 

10,075달러를 기록하여 초강세를 보임

•	 지난해 같은 시기 500포인트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최근 

2년내 최고치를 경신함

•	 관련 전문가들은 호주-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항로의 화물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함

파나막스 벌크 운임지수, 최근 2년내 최고치 경신 (Lloyd's List, 
11.16)

《Baltic Exchange Panamax Index, 2016.11.16》

•	 2017.9월 선박평형수협약이 발효될 예정임

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원유운반선 74척, 

석유제품운반선 114척이 2018-2021 사이에 

네 번째 정기검사 (5년마다 실시)를 앞두고 있

어, 주요 폐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장기 용선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쉽

게 폐선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유조선 공급과

잉과 이에 따른 저조한 해운시황,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운데 상

당수 선박들이 폐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평형수 협약 발효로 Tanker 폐선 증가 전망 (Lloyd's List, 11.16)

•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최고경영층은 트

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 해운과 글로벌 무역

에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힘

•	 경선과정 중 밝힌 정책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보

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글로벌 제도·

규제 보다는 USCG의 평형수 규제와 같이 자국 중

심의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

졌다고 평가함

Trump 美 대통령 당선, 해운·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심화 (Lloyd's 
List, 11.9)

•	 Paris MOU와 Tokyo MOU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

갈 것이라고 밝힘

•	 지난, MEPC 70차 회의에서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키로 결정됨에 따

라,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되며, 2018년도에는 집중점검 캠페인을 통해 

이를 미리 점검해 나갈 예정임 (2020년 이전까지 현행 규제는 황함유량 3.5% 이하)

유럽·아태지역 항만당국, sulphur limit 검사 강화 (Lloyd's List, 
11.11)

•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가 2020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연료사용비용 증가로 선

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황함유량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배출저감장치(Scrubber)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며, 현재 싱가포르 급유시장 기준으로 배출저감장치는 톤당 440달러, 저유황유는 톤

당 280달러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황함유량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LNG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수요·투자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 경우 건조 비용 또한 증가하여 신규 발주가 억제되므로, 선복량 과잉해소에는 오히려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0.5% Sulphur cap, 선박 건조시장에도 영향 (Lloyd's List,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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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동아시아 지역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해 10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제25차 극동전파표지협의회(FERNS; Far East Radio navigation Service)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3개 회원국 대표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부사무총장, 

국내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동 회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한 전파표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 강

화를 위하여 매년 3개 회원국이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중점 추진 중인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 체계인 ‘e-내비게이션

(Navigation) 기술 개발’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지상파항법

시스템(eLoran)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전파표지 분

야의 최신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16 IMO 모의총회”를 개최하였다.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사분야의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상안전과 보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UN 산하 특별국제기구이다.

  지난 2015년 세계 해양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IMO 수장에 임기택 사무총장이 당선되면서 국민적

인 관심을 가진바 있다.

  “2016 IMO 모의총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경진대회로 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정책, 교육, 물류 및 기타 해사분야 사안에 대한 참신한 생각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

해 대학생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미래 해양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

되었다.

  이번 모의총회는 9월27일까지 참가팀을 접수하며, 예선을 거쳐 11월 10일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서 본선과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참가대상은 4년제 이상 대학의 재(휴)학생이며, 3인 1조의 팀을 구성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 졌다.

  시상은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특별상(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등) 8팀이며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도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영국 런던

에 있는 IMO본부를 견학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세계 각국은 글로벌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현재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

고 있다”며, “이번 IMO 모의총회를 통해 차세대 해양인재들이 해양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출신의 해양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9 

부산에서 극동전파표지협의회(FERNS) 회의 개최 차세대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경연의 장

선박안전 위한 동아시아 국제협력 강화 2016 IMO 모의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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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해양안전공모전’의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국민제안 등 4개 부문별 대상으로 김윤정 학생(

대구 경명여고), 송동근 씨(서울), 박수열 씨(경북), 전중양 씨(부산)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실천본부와 공동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해

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양안전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국민제안의 4개 부문에 총 533개의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각 부문별 대상 4점을 포함하여 총 42점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김윤정 학생의 포스터는 전통적 기법을 벗어나 재기발랄하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표현한 점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송동근 씨의 웹툰 작품은 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적절하게 전

달하였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박수열 씨의 체험수기는 재미와 교훈을 적절히 혼합하였으며, 표현 기

법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해양안전국민제안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중양 씨의 ‘해양안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방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안전체험과 안전교육에 가상현실을 

활용한다는 참신한 발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출품작 수도 늘고 작품 수준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

라, 주제도 물놀이나 여객선 안전에 한정되지 않고 해양오염, 바다여행, 선박점검, 음주운항, 등대 등

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볼 때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재능을 반영하여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신한 발

상이 정책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상작들은 11월 25일부터 해양안전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com)에서 공개하였다.

포스터, 웹툰, 국민안전 제안 등 553개 작품 응모, 총 42명 입상

2016 해양안전공모전 수상작 발표 수상자 명단

구분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국민제안

대상
김 윤 정

(대구 경명여고 2)
송 동 근

(서울 대학생)
박 수 열

(경북 일반)
전 중 양

(부산 일반)

최우수

초등

양 유 빈
(경기양주 덕계초 5)

정 다 연
(인천 대학생)

김 화 순
(서울 일반)

이 근 홍
(경남 일반)

구 태 희
(대전목상초 6)

중등

허 사 랑
(경기광주 경화여중 2)

박 종 명
(서울 대학생)

김 민 경
(서울 일반)

김 원 래
(대전 일반)

김 민 서
(전북 전주오송중 2)

고등

김 유 진
(경기성남 분당경영고 1)

이 재 윤
(대구 고등학생)

우 경 민
(인천 일반)

백 효 주
(대구 운암고 1)

우수

초등

박 수 호
(서울장평초 1) 조 가 영

(전남 고등학생)
이 지 희

(인천 고등학생)
정 재 욱

(제주 일반)

심 찬 희
(경기 성남매송초 5)

전 대 현
(전남 일반)

이 성 은
(광주 일반)

정 재 우
(서울 일반)김 민 영

(강원태백 황지초 6)

중등

이 윤 아
(인천 구월여중 1) 태 민 수

(서울 일반)
황 선 오

(대전 일반)
김 종 규

(인천 일반)

박 유 빈
(경기광주 탄벌중 2)

김 보 은
(서울 일반)

박 명 서
(경기 일반)

-윤 연 경
(서울 역삼중 2)

고등

복 지 은
(서울 동덕여고 1) 박 민 지

(강원 일반)
김 기 영

(서울 일반)
-

구 혜 란
(충북 청주여상 1)

박 사 라
(부산 일반)

김 철 경
(경남 일반)

-김 한 설
(경기용인 동백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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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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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및 배경

•	 연안 3국(싱가포르, 말련, 인니)은 해협의 해상교통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협 

이용국 등의 공동 참여·관리 제안(’05) 

•	 연안 3국의 제안에 따라 해협 이용국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

계(Cooperation Mechanism)」 구축(’07.9)

◆ 주요 활동 및 아국 참여

•	 (주요 활동) 해협의 해상교통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항로표지시설 설치·교체·

보수, 침몰선박 제거 등 추진

•	 (아국 참여) 주요 해협이용국으로서 MOU 체결*을 통해 ’09년부터 해양안전기금(Aids to 

Navigation(ANF) Fund)에 매년 1억원 기여
* 우리나라는 ANF와 2차례(’09.10, ’13.4) MOU를 체결(유효기간 3년)하였으며, ’15년까지 총 7

억원 협력기금 출연

◆ 협력체계 운영조직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계 개요

 해양수산부는 원유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의 핵심수송로인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의 항행안전 증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지속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와 3년 단위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

년 기여금 1억원을 출연하였다. 지난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간

(2016～2018년)의 기여금 출연을 위해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해협
이  용국가, 해운단체 등으로 구성, 항로표지시설 유지관리·증설, 침몰선 제거 등을 수행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은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잇는 중요 통항로로서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90%

와 수출입 물동량의 약 3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해양안전협력사업에 계속 참여하여 안정적 

물자 수송, 국적선박의 항행안전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통항 안전 위해 3년간 총 3억원 출연

해양수산부, 전략물자 수송로 안전 확보에 앞
장서

구분 주요역할 및 운영방법

협력포럼
(Co-operation Forum)

‣사업 발굴 및 해협관련 공통관심 의제 등 해양안전 전반에 대해 논의
‣연안3국, 해협 이용국 및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기구

전문가 그룹
(Tripartite Technical Experts Group)

‣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업 검토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 
결정

협력위원회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협력포럼에서 발굴된 해협 항행안전증진 사업계획의 승인 및 조정
‣연안3국, 사업참여 이용국, 산업계, 단체 등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

해양안전기금 위원회
(Aids to Navigation Fund Committee)

‣해협 내 항로표지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담당
‣연안3국이 3년을 주기로 의장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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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방파제 친수공간 활성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12월 8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항만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방지 홍

보 UCC(사용자 직접제작 영상물)와 방파제 시설물을 활용한 여가활동 아이디어 2개 부문에 대해 진

행하였다. 

* 테트라포드 : 중심에서 사방으로 발이 나와 있는 뿔 모양의 대형 콘크리트 블록으로 바다에서 파랑
으로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총 63편을 심사한 결과, UCC 부문 대상(상금 200만원)은 여수항을 비롯한 항만시설의 위험사례를 

생동감 있게 소개한 ‘안녕, 여수’(전남대 이호진 외 3명)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방파제

별 특성에 맞춘 관광객 유치 방안을 특색 있게 제시한 ‘新  방파제 재생 프로그램’ (경성대 김영현 외 1

명)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항만기술안전과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생

활에 밀접한 공간인 방파제가 위험한 공간이 아닌 국민들의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 당선작 목록은 한국항만협회 게시판(www.koreaports.or.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방파제 친수공간 활성화 및 안전
강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시상식 개최 배경

•	 방파제 친수공간 활성화 아이디어 및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방지 UCC 공모전 실시

에 따른 수상자 시상식 개최

◆ 시상식 일정 및 장소

•	 일   시: 2016년 12월 8일 오후 2시

•	 장   소: 한국항만협회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7호)

•	 참석자: 공모전 수상자(대상 2명, 우수상 3명)

•	 식   순

시상식 개요

일정 시간 비고

14:00 ~ 14:10 인사말 한국항만협회

14:10 ~ 14:40 수상작 시상식 각 대상자

14:40 ~ 14:50 사진촬영 -

14:50 ~ 15:00 시상식 정리 -

◆ 오시는 길

•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인근(도보 10분)

관련 문의: 항만협회 김용희 대리(02-2165-0132, 010-5225-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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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내용당선작 명단

구분 방파제 친수공간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방지 UCC 공모전

대상
김영현 외 1명

(新방파제 재생 프로그램)
이호진 외 3명

(안녕(安寧), 여수)

우수상

윤승현 외 투지투현팀
(벚꽃등대길)

허지수
(해안의 블랙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원요한 외 3명
(방파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다)

손현지 외 1명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예방해보아요!)

가작

이수진 외 1명
(빛나라 테트라포드)

신요한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함께 만들어가요!)

김성환 외 3명
(방파제 바닷길)

조현욱
(방파제를 부탁해)

남정훈
(2030 연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파제 타임캡슐존)

정준영
(누군가에겐 위험한 방파제)

윤형렬
(지역별 대표 수산물 조형물 설치와 IT 기술을...)

송은석
(Right Now)

배다혜 외 1명
(Musical Seawall with M.E.F.)

강희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 대상 수상작

•	 김영현 외 1명 : 新방파제 재생 프로그램

◆ 대상 수상작

•	 이호진 외 3명 : 안녕(安寧),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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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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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수상작

•	 손현지 외 1명 :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예방해보아요!

◆ 우수상 수상작

•	 허지수 : 해안의 블랙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우수상 수상작

•	 윤승현 외 투지투현팀 : 벚꽃등대길

◆ 우수상 수상작

•	 원요한 외 3명 : 방파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다.



국내해사동향

44 45『해사안전소식』가을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교육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 및 선박안전관리자 해양안전 교육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3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내진취약 항만시설 보강 가속화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의 날(11.1.) 행사」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1월「해양안전의 날」캠페인 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예정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시교육청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교육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휴대용 소화기 시연회」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대산항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

해사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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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본청 중회의실에서 여수·광양

항 선박종사자 및 안전교육에 관심있는 청직원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제3차 해양사고 예

방 선박종사자 집합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공사작업선(예부선 포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해양안전교육지원단(한국해양수산연수

원 교수) 전문강사 및 남영선박설비(주) 소속 구명설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각각 초빙해 진행되었으

며, 해양사고 사례 소개 및 분석과 조난시 비상신호 작동법등 실무위주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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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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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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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13일 인천지역 선원과 선박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교

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항의 특성, 항로 여건, 안전운항 방안을 자세히 소개하고 선박에 비치된 구명뗏목과 

소화장비 사용법을 실물을 가지고 직접 시연하여 비상상황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사고 교훈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능력을 제고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육, 해상 선박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하

여 해양사고의 가장 큰 요인인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

으로도 해양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 및 선박안전관리자 해양안전 교육

｜13일 약 30여명 참여, 안전의식 제고

16년도 제3차 해양사고 예방 선박종사자 집합교육 사진 해양안전 교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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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의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3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을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제3회 사진공모전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인식

이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해양안전을 테마로 해서 찍은 사진을 대상

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과한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가작(5), 입선(10) 등 총 21명

이여, 수상자에 대해서는 총 49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됐다. 입상작품은 향후 해양안전캠페인 및 

홍보자료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3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개최

｜해상안전ㆍ레저/물놀이 안전ㆍ항만안전 부문 공모 (1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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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 경주지진과 같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항 권

역내 내진취약 항만시설의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서남해권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2014)’ 결과에 따르면 1995년 준공한 

연평도항 물양장의 경우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지력 부족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이 미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16년 예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연평도항 물양장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연평도항 물양장의 내진 안정성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키로 하였다.

 또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인천항 권역내 보강이 필요한 주요항만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 예

산을 확보하여 지진을 대비 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

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취약 항만시설의 내진보강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내진취약 항만시설 보강 가속화 추진

｜연평도항 물양장 내진보강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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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황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일원

•	 공사규모 : 물양장 지반보강 L=90m(그라우팅 ∮1.2m 76공)

- 구)여객부두 L=50m, ∮ 1200mm, 시공공수 42공

- 물양장 4구간 L=40m, ∮ 1200mm, 시공공수 34공

-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350,000,000원

•	 공사기간 : 착수 후 3개월

◆ 연평도항 물양장 내진보강 추진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물양장 내진보강 계획도

연평도항 물양장 내진보강공사 개요

구분 총사업비 ‘16년 장래 비고

합계 794 350 444

시설비

공사비 794 350 444

공사물량
보강길이 L=265m

그라우팅 221공

보강길이 L=90m

그라우팅 76공

보강길이 L=175m

그라우팅 14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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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일 오후 2시~5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국립해양박물관과 동삼동 하리항 

등에서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양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학계·업계·선원단체·해양계 학생 등 부산지역 60여개 업·단체 200여명이 참석하

며,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해양안전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영도 동삼동 하리항 및 다

대포해수욕장 동측해변 일대를 찾아가 낚시 행락객 및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양안전헌장 낭독, 항만기상과 항해안전 등 주제발표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강의 및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양 안전퀴즈가 진행되었다.

 또한 온 국민이 소원하는 ‘소중한 바다,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이루기 위해 참석자 모두가 해양

안전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주요기관 참석자들이 영도 및 다대포로 나뉘어 낚시 행락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형선박 안전수칙 및 구명조끼 착용 등의 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안전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번 해양안전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양 안전문화를 한 단계 더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의 날(11.1.) 행사」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27일 여수 · 광양항 관내 해양수산분야 CEO 총 35명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리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안전실천을 위

한 리더십, 효율적인 의사소통,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등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특히 이번교육에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동 교육에 참여한 CEO간에 간담회 및 종합토론의 시간

을 갖고 외항선원의 내항선에 대한 조종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가 토의되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동 교육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

기로 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소유자 등 경영층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통한 업계 안전문화 정착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

｜ 안전의식 내재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도모｜ 해양안전세미나 및 결의대회 / 찾아가는 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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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양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

수산 유관기관, 업·단체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안전캠페인을 펼쳤다.

   * 매월 1일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해양안전의 날로 정함(「해사안전법」제97조의3)

 금번 행사는 해양안전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15년 해양안전 공모전에서 입상한 포스

터, 웹툰, 체험수기 작품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인천항 愛 갤러리”에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시된 작품들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초등학생이 응모한 포스터 

10점과 일반국민이 응모한 웹툰 9점, 체험수기 9점 등 총 28점이며 전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캠페인 참석자들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인천항 해상안전체험관에 들러 구명뗏목 등 

전시된 비상장비들을 직접보고 사용법을 배우는 기회도 함께 가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 선박종사자 뿐 아니라 많은 일반시민들께서 찾아와 보

시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부대행사로‘15년 해양안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일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현지 여객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해양안전의 날」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제정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안전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번 달 「해양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안전실천 전남동부지역본

부 주관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 캠페인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특히 연안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안전, 함께 해

(海) 보아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여객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

하였으며, 현지 승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매월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을 대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해양

안전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1월「해양안전의 날」캠페인 개최

｜여객선 승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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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의 항내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11월 7일(월)부

터 11월 18일(금)까지 2주간 「울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항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

로서, 항로나 정박지 부근 등 통항선박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어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

을 수리 및 공사하는 행위, 위험물 하역을 할 때 자체안전관리계획 준수여부, 항법 위반 행위 등에 대

해 집중 단속 하였다.

 특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고발조치 등)을 진행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많은 취약 해상 구역과 시간

대에 순찰선 집중 운용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는 항내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에 앞서 해양 · 수산 종

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울산항을 이용하는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불법어로·무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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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평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이 859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

-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불법어로의 어망부이 (780건) 철거가 대부분

으로서 현지시정 완료한 것임

- 위험물취급 위반(46건) 등으로 위험물 안전취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이 필

요

•	 유해물 투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행위(17건)  및 기타 법령 위반행위는 주로 선원법, 선

박직원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반 사례임

연도별 울산항 개항단속 현황

연도별
법령별

‘13년 ‘14년 ‘15년 전년대비 증감(%)

계 997 741 937 △26

선박 입·출항법 525 608 859 △41

항만법 4 2 4 △100

해양환경관리법 31 27 17 37

선박안전법 19 21 9 57

선박법 2 - 1 △100

도선법 - - - -

기타 법규 416 83 4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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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순찰선 기본 순찰코스

선명 순찰코스 소요시간

해청1호
(본항 및 정박지)

Ⅰ코스
소형선 부두 - SK부두 - 동방파제 - M정박지 - 본항부두 - 석탄부두 - 자동차부
두 - 소형선부두

1시간 30분

Ⅱ코스
울산신항 북항 - SK 부이 - 도선사 승선구역 - E 3, 2, 1

1시간 30분

Ⅲ코스
미포항(전하만,미포만) - 항계 부근

1시간 30분

해청호(온산항)

Ⅰ코스
온산항부두 - 처용리, 성외·세죽부락 앞 - 아 이포트부두

1시간 30분

Ⅱ코스
신항남방파제 - 이진리·당월리 전면 - 석유공사 · S-Oil · SK 부이

2시간

◆ 순찰코스별 기본 점검·확인사항

* 타 과 소관(선박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등) 발견 시 타과에 통보 및필요시 지원

순찰코스 장소(부두) 주요 점검·단속 사항 비고

본항순찰
(Ⅰ코스)

SK·용잠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SK·가스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선박 통항로상 어구설치

항로상 설치된 어구는 즉
시 철거 법위반 처벌

해양안벽 계류선박의 폐기물 투기여부

M1~7 정박지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정박상태 및 정박중 신호기 게양 

신호기 미게양
과태료 부과

자동차부두 급유선박 하역작업시 해양오염예방관련 점검 해양오염사고 예방

석탄, 1 ~ 2부두 수면상 하역화물 탈락으로 인한 오염발생여부

3 ~ 5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여부
위험물 하역작업 인근 수리작업

6 ~ 9부두, 일반부두
노후선의 불법수리작업 승선점검
(기관실, 화물창 등 위험구역 점검)

노후선박에 대한
불법수리 점검

장생포 부두 및 호안
대기 선박들의 정박상태 (선박통항 방해 여부 등)
방치폐선 발생여부(선박침수 등)

본항순찰
(Ⅱ코스)

울산신항
북항

환적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대기선박들의 정박상태(선박 통항 방해여부 등)
방파제 인근 낚시배·조업단속

SK 원유부이
제1항로 통항선의 항법준수여부
원유부이 인근 어선 조업단속

관제센터 협조
법위반 강력 처벌

항계 부근
(도선사 승선구역)

항계 인근 어로작업선박 진입예방
- 선박통항에 영향이 있는 선박은 안전구역으로 이동조치

필요시 울산시, 해경서와 
협조 관련법 위반 처벌

E3, E2, E1
노후선의 불법수리작업 점검
정박상태 및 정박중 신호기 게양

본항순찰
(Ⅲ코스)

E3, E2, E1 동쪽
(방어진항 앞해상)

방어진항 앞의 정박지 부근 어로선박 항내진입 예방 지도

미포·전하만 항법, 정박상태, 기타 점검사항

온산항순찰
(Ⅰ코스)

S-Oil·유화 ·
OTK·태영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처용리, 성외부락 전면
어구설치 등 어로행위 단속
방치폐선 발생여부

법 위반 처벌
육상순찰 병행

동북·효성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화물 탈락방지 시설 사용여부

정일컨부두 급유선박 하역작업 시 오염예방

온산1 ~ 4부두
수면상 하역화물 탈락으로 인한 오염예방
화물 탈락방지 시설 사용여부

정일1 ~ 2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온산항순찰
(Ⅱ코스)

울산신항
남방파제

환적부두 위험물 운반선 선박수리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대기선박들의 정박상태(선박통항 방해여부 등)
방파제 인근 불법어로 단속

이진리 전면
인근 낚시배·어로행위 단속
4항로 통항선의 항법 준수여부

항계 내 해상

석유공사 · S-Oil · SK3 
원유부이

원유부이 인근 어선 조업단속
필요시 울산시, 해경서와 
협조 법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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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11월 7일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시 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등 인성·안전

교육과 교직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다

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 내용은 ▲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활동 및 진로교육에 대한 상호 협력 ▲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 지역과 연계한 교육사업 공동 참여 ▲ 각종 체험프로

그램 적극 홍보 등으로,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응 능력 함양이 크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사장은 ‘미래 세대인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

력 관계 구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해양안전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해양안전문화센터는 지난 7월 7일 문을 열었으며, 4개월 만에 20개 단체의 600여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연말까지 체험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센터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선박안전장

비 사용법 체험, 구명조끼 착용 체험 및 선박모의 조종 체험 등 다양한 해양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시교육청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3.0 기반으로 해양안전체험교육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1일 울산지역 선박안전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울산항 해양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초청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준해양사고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소화기 및 구명뗏목 작동 시연을 같이 진행하여 선박종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선

박안전관리책임자들의 해양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날 해양사고 예방교육이 끝나고 해양안전실천 울산지역본부의 해양안전캠페인의 일환으로 올

해 초에 개최하였던 해양안전 소망海 캠페인 우수 참석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금번 시상식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소정의 상품

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해양안전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종사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선박안전관리책임자들의 안전의식 증진

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실천활동에 

대한 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교육 개최

｜ 선박안전관리책임자들에 대한 해양 안전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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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화재사고 발생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11월 15일부터 18일까

지 내항선 16척(급유선 5척, 통선 5척, 일반화물선 2척, 원양어선 4척 등)에 대하여 휴대용 소화기 사

용법 시연회를 시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추진」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겨울철은 해상 기상악화

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율이 더욱 높아 화재 주의가 한층 요구되어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휴대용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대처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

국인 선원들이 출항 전에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시연을 통하여 숙지함으로써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

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휴대용소화기 시연회는 선원들이 직접 소화설비 및 장비들을 사용해 봄으

로써 비상상황 시 신속 정확한 사용을 통해 초기화재 진화 및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사고 예방

과 선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시연회 이후에도 선상 화재예방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

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휴대용 소화기 시연회」실시

｜ ‘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선박보호에 기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천항의 항만 및 어항 시설물과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인천항 역무선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물 77개소와 시공 중인 남항 국제여객부두 진

입도로 개설공사 등 건설현장 7개소를 포함한 총 84개소를 11월 16일부터 2주간 걸쳐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하강하면서 평년보다 다소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시설물 및 건설현장의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안전점검결과, 취약시설이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시설물 유지보수예산으로 즉시 보완조치하

고, 중대한 사항은 우선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재난발생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한 항만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

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 기존 시설물과 공사현장 84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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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 7개소

•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입도로 개설공사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북측교량공사

•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	 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	 용기포신항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기존시설물 : 77개소

세부대상 시설물

연번 항별 시설위치 시설명

1

무역항

역무선부두 역무선항구 방파제

2 연안부두 일반항구 남방파제

3 연안부두 일반항구 북방파제

4

남항

갑문 남방파제

5 갑문 북방파제

6 아암2교

7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8 동측교량

9 북항 영종도 투기장

10

신항p

진입도로 호안

11 인천신항교

12 관리부두 호안

13 배후단지 호안

14 신항1잔교 신항1호

15 신항1잔교 신항2호

16 신항1잔교 신항3호

17 신항2잔교 신항1호

18 신항2잔교 신항2호

19 신항2잔교 신항3호

20 신항3잔교 신항1호

21 신항3잔교 신항2호

22 신항3잔교 신항3호

23
경인항

아라잔교 아라1호

24 아라잔교 아라2호

25

연안항 연평도항

물양장(당섬)

26 물양장(본도)

27 선착장

28 동방파제

29

연안항

연평도항

서방파제

30 남방파제

31 남측 연도교

32 신설 준설토투기장 호안

33 북측 연도교

34 연평1잔교 연평1호

35

용기포항

여객부두

36 카페리 및 화물부두

37 관리부두

38 용기포1잔교 용기포1호

39 동방파제

40 서방파제

41 외곽호안

42 방파호안

43 물양장(여객부두)

44 물양장(화물부두)

45 물양장(어선부두)

46 방파제

47

어항

덕적도항

서방파제

48 동방파제

49 물양장

50 호안

51

울도항

서방파제

52 동방파제

53 물양장

54 호안

55 여객부두

56 투기장호안

57

선진포항

동방파제

58 방사제

59 물양장A

60 물양장B

61 신설물 양장

62 카페리부두

63 외곽호 안

64 경사호 안

65 선양장

66 연결인도

67 투기장호안

68 부잔교

69

어유정항

물양장(기존)

70 물양장(신규)

71 선양장

72 방파호안

73 어유정1호

74 어유정2호

75 서방파제

76 남방파제

77 장봉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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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2016년 12월부터 2017

년 2월까지 석 달간 실시한다.

 

 겨울철은 강한 돌풍을 동반하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상 풍랑에 의한 좌초, 전복 등 대형 사고발

생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한냉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 사용증가, 위험물 운반선 화물작업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 · 폭발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 내 · 외항 화물선의 특별 점검, 종사

자 교육, 기상악화 대비 시설물, 공사현장 및 항로표지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마

련 · 시행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해

상교통 안전문화 운동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선박종

사자 안전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라며, “선박 및 시설물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 · 홍보를 병행

하여 안전한 인천항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 겨울철 해상특성을 반영한 사전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총력

67 

◆ 위치도 (무역항 1, 연안항 2, 어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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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업계 안전경영 문화정착을 위하여 군산 · 대산 지역 해운선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12월 8일(목)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실시했다.

  이번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안전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전환이 해양사고 저감의 전제 요건임을 

착안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위주의 안전대책에서 탈피한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투자 및 

안전경영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안전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계 교수 및 현직 선박검사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교육하였으며, 교육 마지막 시간에는 청장 주관으로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학 종

합 토론 시간을 통해 선사 경영진과 함께 진정한 안전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안전리더 교육」에 성실히 참석한 경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안전리더 증서를 수여

하였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통해 선사 경영진이 안전이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안전은 투자이고 경쟁력’이라는 인식전환으로 해양사고 저감 효과는 물론, 민·관·학 종합 토론 

시간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대산항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

｜ 해운업계 경영진을 해양안전리더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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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을 맞아 각종 선박 및 항만시설, 항만공사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

여 해상교통 환경특성을 반영한 「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12월 9일 수립ㆍ시행하였다.

 겨울철은 강한 돌풍을 동반하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선박의 운항 여건이 악화되어, 충돌 · 좌초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아울러 한랭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난방기 사용증가,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 폭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절로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시행될 이 안전대책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에 대비하여 

귀성객의 이용이 증가하는 여객선터미널 및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안전기술공

단 여수지부,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외항을 운항하는 위험물선박 등 각종 화물선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각종 항만시설 · 어

항시설 및 항로표지시설 등 해양수산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박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

화하는 한편, 항만 내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제와 항만을 입 ·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모

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실천 전남동부지역본부 해양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안전대

책은 해양수산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현수막 · 홈페이지 · 포스터 등 on-off

라인을 통하여 지역본부의 회원 및 관내 내외항선사들과 합심하여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수산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대책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

｜ 여객선 및 항만건설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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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 2016.10.13.] 

항만법 시행령[시행 2016.10.1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10.1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1.1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6.11.3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시행 2016.11.30.]

한국해운조합법[시행 2016.11.30.]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시행 2016.12.1.]

해운법 시행령[시행 2016.12.5.]

해운법 시행규칙[시행 2016.12.8.]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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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10.13.]
[대통령령 제27094호, 2016.4.12., 일부개정]

 -  급유선 외에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개선

함으로써 소형선박에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급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유조차량은 유류방제 및 소화(消火)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유조차량으로 선박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보전(補塡)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유조차량을 사용한 선박급유업의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급유업의 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094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등록기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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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급유업 가. 자본금
나. 다음중 어느하나 이상
의 장비

1) 급유선
(급유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유조차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이동탱크저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억원 이상

총톤수 100톤 이상

탱크 용량
30킬로리터 이상

5천만원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탱크용량 
20킬로리터 이상

5천만원 이상

총톤수 10톤 이상

탱크용량
8킬로리터 이상

별표 6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6 비고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항은 유조차량을 이용한 선박급유업을 등록할 수 있는 항만에서 제외한다.

별표 6 비고 제5호 중 "판단한다"를 "판단하고, 유조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유조차량의 탱

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5의3.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유조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

는 장비 등을 비치할 것

    나. 유조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체결할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사용되는 유조차량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출 것

    라.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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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6.10.18]
[대통령령 제27550호, 2016.10.18., 일부개정]

 -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재 제주민군복합항 방파제의 안쪽 수역 일부가 서귀포항의 경계 밖에 있어 해당 수역을 해군작전

기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역을 서귀포항의 구역에 포함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서구의 호안(護岸)이 부산항과 부산남항으로 분리되어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호안에 대한 신속한 시설관리가 어려우므로, 부산남항의 구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서구의 호안까지 확장함으로써 해당 호안을 부산남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55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부산항의 수상구역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별표 1 제1호 중 서귀포항의 수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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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해봉 남동단 해안선(북위 33도 14분 19.82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에서 북위 33도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3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

초, 동경 126도 34분 00.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26.82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3도 14분 38.81초, 동경 126

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1.74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5분 01.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4.81초, 동경 126도 25분 06.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

의 해면과 강정한 동방파제 단부 북위 33도 13분 37.68초, 동경 126도 28분 41.51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29.66

초, 동경 126도 28분 46.4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8.93초, 동경 126도 28분 59.3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9.34초, 동경 126도 29분 41.00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0.90초, 동경 126도 29분 38.8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7.67초, 동경 126도 29분 30.55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9.10초, 동경 126도 29분 26.84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2.57초, 동경 126도 29분 26.9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별표 1 제2호 중 부산남항의 수상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동대교) 및 북위 35

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

결한 선 안의 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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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 총리령 제1329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보상금(치료)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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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0.19.]
[총리령 제1329호, 2016.10.19., 일부개정]

 -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받

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치료신청서 서식을 현행 보상금 청구서 서식과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

다.

⊙대통령령 제2744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

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선박

II. 개정문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0.]
[대통령령 제27442호, 2016.8.9., 일부개정]

 -  외국인 선원의 무단출입으로 발생하는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내 출입제한 

지 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해당

되면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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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해양수산부령 제205호, 2016.11.30., 일부개정]

 -  종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한국해운조합 조합원의 상속인 자격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한국해운조합

이 운영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05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

    다. 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ㆍ적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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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4조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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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04호, 2016.11.22., 일부개정]

 -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의 감사 중 1명을 외부전

문가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운조합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의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을 금융기관에서 

회계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운조합에 대하

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604호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을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

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

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

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

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

여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

의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후단 중 "같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하

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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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45호, 2016.5.29., 일부개정]

 -  현행법상 한국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권한과 책임

이 불분명하며, 회장이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장까지 겸임함에 따라 이사장의 역할이 축소

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율적 경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이에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

임하도록 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

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

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가.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나.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제7조).

  다.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

으로 규율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라.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

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이사장 및 상무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제22조).

  마. 이사장 등 임원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제22조의2).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4245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4

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제10

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III. 개정문

  바.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제23조).

  사. 이사장은 사업 경영 및 조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임원 사고 시 차질 없는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25조).

  아.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제27조).

  자.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제28조).

  차.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카. "대차대조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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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에 관한 사무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

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

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2호 중 "재산과"를 "회계연도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권리ㆍ의무와 가입 및 탈퇴"를 "가입 등"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정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

금"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대의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대의원"을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

6호의 사항은 대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6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

어야 한다.

제22조제7항 단서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임명될"을 "

선출할"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 및 상무이사 후

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임기"를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하며"를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총회 및 이사회의"를 "총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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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사 경영지원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25조제4항 중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

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를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

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

다.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편성"을 "회계별로 편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업실적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을 "사업실적보고서ㆍ재

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

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ㆍ수수료"를 "사용료ㆍ수수료"로, "정관 또는 업무규정"을 "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조합원"을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9조의 제목 중 "부과ㆍ징수 절차"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

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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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해양수산부령 제209호, 2016.12.1., 일부개정]

 -  어항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ㆍ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항이 지

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을 어항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09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

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22조를 삭제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89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

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

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

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바다해설사 교육과

정을 이수한 바다해설사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

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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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제26조의3 관련)

1. 기본교육: 40시간

2. 전문교육: 6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기본소양

바다해설사의 역할

10

해양수산 관련 정부 정책의 이해

바다에 대한 이해

어촌의 문화 및 역사

20바다관광 마케팅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분임토의
바다해설사의 기본소양 및 바다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분
임토의

10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해설기법

수산자원 활용 해설기법

20대상별 해설기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설기법

수산업에 대한 이해

어구 및 어업방법 등 어업 전반

12

지역별 수산물 및 어업

바다생태에 대한 이해

한국의 바다 환경과 생물 등

12

지역별 바다 환경과 생물 등

현장실습 해설 현장에서 실습 교육 16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7658호, 2016.12.5., 일부개정]

 -  「해운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법

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

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반복적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

리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65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여객운송사

업의"를 "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

선의 규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자격 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

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2년"을 "2년"으로 하고, 같

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만을 관리한 경력은 제외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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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

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제27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

여업에 관한 제27조제3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

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8]
[해양수산부령 제210호, 2016.12.8.,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받은 경우 처리기간

과는 별도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간을 통보하는 절차를 삭제하여 면허 절차를 간

소화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경영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서 회사로 완

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

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으로 명확하게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1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정기적으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15조의8제3호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15조의11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제15조의11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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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1호 본문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의 공제 가입"

을 "제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제2조제4항(내항 화물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

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

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3제8호가목 중 "여객선의 정기적인"을 "월 1회 이상 여객선의 정기적인"으로 한다.

별표 3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경영형태란 중 "주식회사"를 "회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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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

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

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

원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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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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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