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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소식

英, Hard Brexit 정책에 따라 관련 업계 우려제기(Lloyd's List 등)

유조선 폐선 (Tanker Scrapping) 캠페인 개시 (Lloyd's List, 1.20)

EU, "Port Services Regulation' 채택(Lloyd's List, 1.24)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지수 급락 (Lloyd's List, 1.26)

EU,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추진 (Lloyd's List, 2.1)

CMA CGM 저유황유 공급자 선정 (Lloyd's List, 2.1)

미국의 ‘travel ban’, 선원의 안전과 인권도 침해 (Lloyd's List 등)

Maersk 그룹, 2016년 19억달러 손실 기록 (Lloyd's List, 2.8)

Yang Ming 유동성 악화, 하지만 붕괴는 없을 것 (Lloyd's List, 2.9)

EU, 미국의 신규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듯 (Lloyd's List, 2.14)

EU의 배출권 거래제, EU 의회 통과 (Lloyd's List, 2.15)

국제선주단체(ICS) 기국 평가 연례보고서 발표 (Lloyd's List, 2.21)

폐선 수익률, 올해 1분기 7% 증가 예상 (Lloyd's List, 2.23)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사고 예방교육, 보다 흥미롭게 받는다

해양수산부, 안전한 바닷길 위해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시설 3,179개소 '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관리대책 전파하여 우리 선박 출항정지 예방한다

해양수산부, 봄철 선박안전 지키기 나선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사고예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실시한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확충하여 안전한 뱃길 만든다

선박 안전운항 지킴이 등대, 국민 행복 위해 새롭게 변신!

해사안전소식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 확보! 「선박 구명설비 훈련」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시설 해빙기 안전대진단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봄 안개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날씨는 풀려도 해양안전은 풀면 안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바다 안전지킴이 출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 해역 등대설치로 통항선박 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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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의 이행 방안 논의

•	  (논의 내용) 항만국통제 검사시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BWMS)의 정상 작동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BWMS 운전기록 및 출력 표준 양식’ 개발* 논의

* MEPC 70차에 제출되었으나, 시간 제약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PPR 4로 이관

•	   (논의 결과) MEPC 70차와 PPR 4차간 시간이 짧아 표준화 양식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

토하지 못해, 추가 검토 후 PPR 5차에서 재논의 예정

2. 선박용 배기가스 블랙카본 저감을 위한 연구 

•	  (논의 내용) 북극항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관련 정책* 및 저감 기술 연구결과를 소개하

고, 블랙카본 저감 규제 도입을 논의

* 선박운항효율정책, 북극지역에서의 HFO 사용에 대한 단계적 제한 등

•	   (논의 결과) 북극지방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블랙카본 저감을 위한 작업계획* 수립이 

최종 결정됨

* 2018년까지 블랙카본 측정기술 선정(PPR 5차), 2019년까지 블랙카본 저감 기술 및 규제 마련(PPR 6차) 등

•	 회의명 :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 PPR 4)

•	 일시/장소 : 2017. 1. 16 ~ 20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3개국, 41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총 544여 명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PPR 4*) 결과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 4th Session

제 4차
3. 디젤엔진에 장착된 SCR* 관련 지침서 개정

*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선택적 촉매산화, NOx 저감장치)

•	  (논의 내용) NOx Techinical code에 따라 Scheme A*를 적용하여 SCR 장착시 Scheme B**

와 동일하게 선상 질소산화물 검사 적용 여부 논의

* Scheme A : 디젤엔진 공장시험 시 SCR 장착하여 질소산화물검사 수행

* * Scheme B : 엔진과 별도로 SCR 공급 · 장착하여 선상에서 질소산화물검사 수행

•	   (논의 결과) Scheme A와 Scheme B를 동등한 SCR 검증절차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NOx 

Techinal code 개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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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 유효화

•	  (논의 사항) 사무국에서 정리한 표준훈련과정 개발·개정 우선순위 승인 논의, 9개의 표준훈련

과정에 대한 유효화 작업 진행

•	   (논의 결과) 9개의 표준훈련과정 중 8개는 유효화되었고, 기관유능부원에 대한 표준훈련과정은 

차기 회의에서 검토 후 유효화하기로 함

2.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	  (논의 사항) 협약의 현재 적용 기준 단위를 미터에서 톤수로 변경 여부 및 미터에 대한 동등 톤

수 결정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협약 적용 기준 단위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차기 회의에 각국의 

어선길이에 대한 톤수 정보를 제출하여 검토 및 논의하기로 함

•	 회의명 : 제4차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4)

•	 일시/장소 : 2017. 1. 30 ~ 2. 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s. Mayte Medina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4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540여명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 4*) 결과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4th Session

제 4차

9 

3. 피로에 관한 지침(MSC/Circ.1014) 개정

•	  (논의 사항) 선원 피로 완화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모듈 추가에 대한 논

의 및 ILO 등 관련 기구의 규정 참조 여부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기타 이해당사자를 위한 모듈에 대해서는 모듈 추가 없이 기존 것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구의 규정 참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4.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

•	  (논의 사항) NCSR4에 코멘트하기 위해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에 대해 인적 요소 및 사용

자 측면에서 검토

•	   (논의 결과) 현 단계에서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에 대한 코멘트 제공은 이르며, 추후 훈련과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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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규정 개정

•	  (논의 사항)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해설서 개정 및 열에 민감한 파이프의 수밀격벽 관

통 승인을 위한 화재시험 추가시행 필요성 논의

•	   (논의 결과)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해설서 개정*을 완료하였고, 열에 민감한 파이프

에 대한 추가 화재시험은 A-Class 요건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선박에 적용하는 것으로 MSC 98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2. 여객선 손상제어도와 선장 정보제공에 대한 지침 개정 

•	  (논의 사항) 여객선 손상제어도 관련, 화재제어도 기호와 상이한 일부 그래픽 기호 개선 논의

•	   (논의 결과) 신조 여객선 및 중대한 개조를 한 여객선에 적용되는 MSC.1/Circ.1245(여객선 손

상제어도 지침서) 3항 개정 초안을 완성하였고, MSC 98차에 승인 요청 결정

•	 회의명 : 제4차 선박설계·건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4)

•	 일시/장소 : 2017. 2. 13 ~ 17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0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60여명

선박설계·건조전문위원회(SDC 4*)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4th Session

제 4차

11 

3. 2011 ESP Code 개정

•	  (논의 사항) ESP Code 통합본의 채택과 발효를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ESP Code 통합

본 발효 전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통합본 채택과 발효를 위한 향후 일정에 동의*하고, 통합 ESP Code가 발효될 때까

지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벌크선, 유조선 선체검사시의 적용 기준**을 결정

* SDC 6차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MSC 승인 요청하되 발효일과 관련하여 4년의 개정 주기를 따르지 않고 채택 

후 18개월 이후 발효되도록 함

* *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적용 기준에 대한 서면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한 IACS UR Z10을 시행하

기로 함

4. WIG선에 대한 기준 초안 작성 현황 보고

•	  (논의 사항) WIG선 안전기준 잠정지침서인 MSC/Circ.1054를 최종지침으로 개정하기 위한 

회기간 비공식 협의에 대한 보고

•	   (논의 결과) 선원의 자격, 충돌예방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MSC의 검토를 요청한 사항 관련, 지

침의 통합본을 우선 개발하여 다른 전문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 지

침 최종화를 위한 통합본(안)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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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통신장비를 통해 수신된 항해정보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	  (논의 사항) 제출된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및 통신작업반 구성, 임무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초안 완성도 부족으로 통신작업반(의장:노르웨이)에서 차기 회의까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하고, 통합항해시스템(INS) 성능기준에 추가될 ‘정보전시’ 모듈도 검토하기로 함

2. GMDSS 현대화 계획 

•	  (논의 사항) GMDSS 현대화 프로젝트 세부사항 실행계획에 대한 통신작업반 검토 결과 및 관

련된 의견 검토

•	   (논의 결과) 성능검증이 안 된 NAVDAT의 성능표준 개발은 GMDSS 현대화 계획에서 제외되

고, 모든 현행 GMDSS 무선설비에 대한 IMO 성능기준은 모두 개정대상에 포함됨

•	 회의명 : 제4차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4)

•	 일시/장소 : 2017. 3. 6 ~ 10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0개국, NGO 및 IGO 등 600여 명 참석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NCSR 4*) 결과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4th Session

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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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적인 모바일 위성시스템 수용을 위한 SOLAS 4장과 부록 검토

•	  (논의 사항) 새로운 이동위성시스템이 GMDS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OLAS 4장 및 부록

(증서 양식 P, R, C) 문구 개정 및 A3 해역 정의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문구 개정에 대한 검토를 다음과 같이 완료하여 위원회 승인을 요청하고, A3 해역 

정의에 대한 자료를 MSC 98차에 제출하도록 제안함

4. IAMSAR 매뉴얼 개정

•	  (논의 사항) IAMSAR 매뉴얼에 특정시스템인 인마샛트(Inmarsat) 대신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

도록 개정 논의

•	   (논의 결과) IAMSAR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 ‘Inmarsat’을 ‘recognized mobile-satelite 

communication service’로 변경*하도록 승인하고, ICAO/IMO 합동작업반에 재검토를 요청

함

* 개정절차 : ICAO/IMO 합동작업반 검토 후 ‘18년 NCSR 5차 및 MSC 99차에서 승인

초안 개정안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a ship earth station providing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ystem ship earth station
ship earth station providing recognized mobile satel-

lite service 

III. 기타사항
1. IMO-IHO e-Navigation 표준화 공동작업반에 아국 의장 선출

•	 e-Navigation 표준화에 대한 IMO-IHO 공동작업반 구성을 위해 노르웨이, 미국, 호주, 독일, 

IHO 등과 공조하였으며, 아국의 홍순배 e-Navigation 팀장이 의장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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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MODU Code, LSA Code 및 MSC.1/Circ.1206/Rev.1 검토

•	  (논의 사항) ‘09 MODU Code* 개정안 및 MSC 결의안 초안 승인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하여, 초안 원안대로 MSC 98차에 승인을 요

청하기로 함

* MODU Code : 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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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사항) 안전작업하중(SWL) 적용, 현존 하역설비에 적용되는 기능요건 제외, 매뉴얼 비치, 

기능요건의 적합성 등 세부사항 논의

•	   (논의 결과) 시간 제약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SOLAS 개정안에 대한 초안 마련 후, 통신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진행 예정임

•	 회의명 : 제4차 선박시스템·설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SSE 4)

•	 일시/장소 : 2017. 3. 20 ~ 24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ta(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11개 회원국, NGO 및 IGO 등 443 명 참석

선박시스템·설비전문위원회(SSE 4*)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4th Session

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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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위치제어장치 선박에 대한 지침서(MSC/Circ.645) 개정

•	  (논의 사항) 통신작업반 지침서 승인 여부 논의 및 지침서 제출 방법 논의

•	   (논의 결과) 본회의 및 작업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통신작업반의 지침서를 승인하고, 신

조선 적용을 위해 MSC/Circ.645 개정이 아닌 새로운 지침으로 MSC 98차에 승인을 요청하기

로 함

* 운전요건을 현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적용, 현존선에 대해서는 기존 MSC/Circ.645 규정이 유효, 신뢰성

(reliability) 용어 삭제, 연차기준일은 DPVAD 증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동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최초 검사일

4. SOLAS 및 관련 기준상 탈출로표지 및 장비위치표시 요건 개정

•	  (논의 사항) 사무국에서 마련한 총회결의서(안) 및 표지 설명 문구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

•	   (논의 결과) 총회결의서(안)의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MSC 98차에 승인 요청하기로 하였고, 중

국이 제안한 표지 설명문구 추가 건은 반영되지 않음

*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조 또는 SOLAS II-2 및 III 적용범위 내에서 설비의 수리 개조가 이루어지는 선박에 적

용하기로 결정함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英, Hard Brexit 정책에 따라 관련 업계 우려제기(Lloyd's List 등)

유조선 폐선 (Tanker Scrapping) 캠페인 개시 (Lloyd's List, 1.20)

EU, "Port Services Regulation' 채택(Lloyd's List, 1.24)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지수 급락 (Lloyd's List, 1.26)

EU,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추진 (Lloyd's List, 2.1)

CMA CGM 저유황유 공급자 선정 (Lloyd's List, 2.1)

미국의 ‘travel ban’, 선원의 안전과 인권도 침해 (Lloyd's List 등)

Maersk 그룹, 2016년 19억달러 손실 기록 (Lloyd's List, 2.8)

Yang Ming 유동성 악화, 하지만 붕괴는 없을 것 (Lloyd's List, 2.9)

EU, 미국의 신규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듯 (Lloyd's List, 2.14)

EU의 배출권 거래제, EU 의회 통과 (Lloyd's List, 2.15)

국제선주단체(ICS) 기국 평가 연례보고서 발표 (Lloyd's List, 2.21)

폐선 수익률, 올해 1분기 7% 증가 예상 (Lloyd's List,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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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Hard Brexit로 정책기조를 정하고, 

EU와의 탈퇴협상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영국의 해운 및 항만업계(BPA; British Ports Associa-

tion)도 우려를 표명

	- 이주(移住)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갖는 Soft Brexit를 배제하고, 

Hard Brexit로 정책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런던에 소재한 HSBC 등 주요 금융권과 로이드 그

룹 등도 영국외 유럽지역 지사 설립, 사무소 이전, 직원 이주 방침 등을 잇달아 발표

•	 Hard Brexit로 EU 및 제3국가들과 관세, 부과세 재협상이 필요함에 따라, 영국의 해운 항만 업

계도 협상경과에 따라 영국 주요항만에서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물동량이 줄

어들 것을 우려

英, Hard Brexit 정책에 따라 관련 업계 우려제기(Lloyd's List 등)

•	 발틱해운거래소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지수가 1.26기준 1,287 포인트를 기록하여 1주일

전 1,665 포인트에서 급락함

•	 전문가들은 음력 설 명절로 인한 중국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	 다만, 동 운임지수는 2016년초 200선에 비하면 크게 오른 수치임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지수 급락 (Lloyd's List, 1.26)

•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Tanker Scrapping 캠페인이 시작되고, 수년간 지속적인 선복량 과잉과 

운임 하락에 시달려온 선주들이 올해를 폐선의 적기로 보고 있음

•	 전 세계 유조선의 18% (59.3백만 DWT)에 달하는 선령 15년 이상 유조선이 우선 대상이 될 것

이며, 올해 선박평형수협약의 발효가 노후 유조선 폐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하고 있음

유조선 폐선 (Tanker Scrapping) 캠페인 개시 (Lloyd's List, 1.20)

•	 EU는 회원국 각 항만의 경쟁력,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항만 법령을 채택하고, 2

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2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실제 각 항만에 법령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9년 3월부터이며, 

이에 따라 모든 항만은 항만별 독립 예산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 운영사항을 

관련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올해 3월부터 Brexit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것으로 예

상됨

EU, "Port Services Regulation' 채택(Lloyd's Lis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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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가 2020년부터 저유황유(Sulphur 0.5% 이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에 따라, 주요 선사

들은 안정적인 저유황유 수급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음

•	 세계 3대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은 ‘Total' 정유사와 연료유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저유황유, LNG 연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CMA CGM 저유황유 공급자 선정 (Lloyd's List, 2.1)

•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함

에 따라, 동 7개국에 해당하는 국적(이중국적 포함)을 가진 선원들의 경우, 미국내에서 선원교

대, 외출 등이 불가능해졌음

•	 이에 따라 관련 글로벌 해상노조단체 등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기본적인 선원의 안전과 인권

이 위협받게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미국의 ‘travel ban’, 선원의 안전과 인권도 침해 (Lloyd's List 등)

•	 세계 최대 선사를 운용중인 Maersk 그룹이 2015년에 9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6년

에는 1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적자규모는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3.7억달러, offshore 분야 12억달러, drilling 분야 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탱커 및 터미널 분야는 다소 흑자를 기록함

•	 offshore, drilli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Maersk 그룹은 관련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등 구조개선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자체적

인 사업구조개선과 올해 컨테이너 운임 회복 등으로 다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Maersk 그룹, 2016년 19억달러 손실 기록 (Lloyd's Lis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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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 그룹 연도별 수익

•	 EU의 외교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회원국 선박들이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

(Resolution)을 채택하였음

•	 동 결의안은 MARPOL 협약 및 Polar Code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오는 3월 2일 EU 의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임 

EU,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추진 (Lloyd's Lis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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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분야를 포함토록 한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2.15 EU 의회에서 비준되었음 (찬성 379, 반

대 263)

•	 이에 따라 EU는, IMO가 2021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운분야 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할 예

정임

	-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 거래제)

* 개념: 온실가스를 일정규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간 배출 상한선(cap)을 정하고, 이 상한선에 넘거나 

남는 부분을 사업장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적용범위: 총 31개국 (EU 28개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 적용사업장: EU내 발전소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및 EU 지역을 기항하는 항공사, 해운사 등 총 11,000

개 이상이 적용대상임

EU의 배출권 거래제, EU 의회 통과 (Lloyd's List, 2.15)

•	 영국을 포함한 EU국가들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

음

•	 핵포기 선언으로 2016년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EU국가들은 이란과

의 물류, 금융, 해상보험 등 교역 확대에 주력해 왔으며,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미사일 개발과 관련 있는 이란의 12개의 회사와 13명의 인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EU, 미국의 신규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듯 (Lloyd's List, 2.14)

•	 세계 8대 컨테이너 선사인 대만의 Yang Ming사가 최근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동 선사는 160만주(주당 10.48달러)의 증자를 통해 17억달러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대주주인 대만정부가 적극 나서, 유동성 자금 공급에 나서고 있으므

로 한진해운과 같이 동 선사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16년말부터 회복세를 보여, 2월 3일 현재 1년전에 비해 

67%가 상승한 948.08포인트를 기록하여 Yang Ming을  비롯한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의 수익

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Yang Ming 유동성 악화, 하지만 붕괴는 없을 것 (Lloyd's List, 2.9)

23 

2017.2.3.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선복량(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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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소식

•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가 국가별(flag)에 IMO 협약 비준·이행, 항만국통

제 수검 등에 대한 2016-2017 평가 결과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덴마크, 독일, 홍콩, 일본, 라이베리아, 마샬아일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영국 등이 18개 전 평가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국제선주단체(ICS) 기국 평가 연례보고서 발표 (Lloyd's List, 2.21)

25 

•	 선주가 선박을 폐선할 경우, 고철값 등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경하톤수 당 폐선수익은 지난해 말 300달러 선에서 2월 현재 340달러 선으로 10% 이

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폐선 수익률, 올해 1분기 7% 증가 예상 (Lloyd's List, 2.23)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사고 예방교육, 보다 흥미롭게 받는다

해양수산부, 안전한 바닷길 위해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시설 3,179개소 '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관리대책 전파하여 우리 선박 출항정지 예방한다

해양수산부, 봄철 선박안전 지키기 나선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사고예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실시한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확충하여 안전한 뱃길 만든다

선박 안전운항 지킴이 등대, 국민 행복 위해 새롭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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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월 9일(월) 그동안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해양사고 및 준(準)해양사고* 사례

를 바탕으로 제작한 해양사고 예방 동영상(6편)을 유관기관과 업·단체 등에 배포했다.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

해를 미칠 수 있는 사태

  최근 선박사고 등 해양사고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사례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실제 사례를 드라마(3편)와 만화영화(3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작과정 전반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등 민간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문하였다. 또한 외국인 선원 교육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영문의 두 

가지 언어로 제작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동영상에 담아 사고 예

방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어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한 해양사고 예방 동영상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사례 교육동영상 제작하여 배포

해양사고 예방교육, 보다 흥미롭게 받는다 해양사고 예방 동영상 내용

선종별·유형별 해양사고 사례(실사 3편, 한글·영문)
화물선·예부선 충돌, 어선·화물선 충돌, 화물선 기관손상

선내 작업유형별 준해양사고 사례 (애니메이션 3편, 한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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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올해 항로표지 30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노후된 항로

표지에 대한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위치한 수중암초, 방파제, 수심이 낮은 곳 등을 표시하여 항해자

가 위험한 곳을 피해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업

을 해 왔으며 작년까지 3,352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항

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항로표지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부산항, 평택항 등 도심 인근 14곳과 신안군, 고흥군, 남

해군 등 도서지역 16곳이다. 이번 표지 설치대상지 선정 시 대형 선박이 운항하는 큰 항구 외에도 소

형 어선이 조업하는 소규모 항구나 포구도 함께 대상지로 선정하여 영세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경우, 항로 안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여 개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려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안공항 인근에 위치한 전남 톱

머리항에는 비행기 형상을 한 조형 등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선박 안전 운항과 지역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로표지시설 신규 설치 사업 뿐 아니라 기존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노후 설비 개

선사업도 함께 실시하여 선박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올해 계획한 항로표지 신규 설치 및 노후설비 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중암초, 방파제, 주요항로 등에 항로표지 30기 신규 설치

해양수산부, 

안전한 바닷길 위해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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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로표지 신설 현황

번호 종류 설 치 위 치 비고

1 방파제등대 부산시 남구 용호부두 방파제 끝단 조형등대

2 방파제등대 제주시 애월읍 미수동항 방파제 끝단

3 방파제등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1리항 방파제 끝단

4 방파제등대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항방파제 끝단

5 방파제등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항 전면 방사제

6 방파제등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항 남측방파제 끝단 특색있는 등대 

7 방파제등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항 북측방파제 끝단

8 방파제등대 경남 남해군 남면 향촌항 방파제 끝단

9 방파제등대 전남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항 방파제 끝단 조형등대

10 방파제등대 전남 해남군 한산면 두모항방파제 끝단

11 방파제등대 전남 완도군 보길면 통리항방파제 끝단

12 등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남측 인공구조물

13 등표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서측해상 암초

14 등표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막금도 서측해상 암초 

15 등표 충남 태안군 천리포항 전면해상 암초

16 등표 남해군 이동면 원전마을 남서측 해상 암초

17 등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저도 북측해상 암초

18 등표 전남 신안군 하의면 신도선착장 북측해상 암초

19 등표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항 남측해상 암초

20 등표 전남 고흥군 과역면 진지도 북측해상 암초

21 등표 전남 완도군 고금면 초완도 북측해상 암초

22 레이콘 충남 보령시 오천면 호도리 북측 오탁서등표

23 레이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항 선착장

24 조사등 부산시 기장군 공수항방파제등대

25 조사등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북방파제등대

26 등부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비경도 남측 해상

27-30 등부표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아래 마산항로상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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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부는 2월 6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선박,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총 3,179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취약성을 고려

하여 민 · 관합동점검, 자체점검 등 점검방법을 차별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시설물 뿐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관행 등도 함께 점검하여 개선 필

요 여부를 파악했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소속기관(지방청, 항만공사 등) 등에 ‘안전신고함’을 설치하

여 국민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양수산 분야 안전신고 문화 확산에 힘썼다. 

  이 밖에도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들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산업 현장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선내 방송 및 여객선터미널에서의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안전 대진단 과정에서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 요인이 발견될 시 즉시 보수·

보강조치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

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

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신고함 설치, 안전점

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2.6∼3.31까지 항만·어항시설·여객선 및 관련법령·제도 등 일제점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시설 3,179개소 '안전 대진단' 실시

33 

2017년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안전대진단 개요

•	 기 간 : ‘17.2.6(월) ~ 3.31(금), 54일간

•	 주 체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체 등

•	 대 상 : 항만시설·다중이용선박 등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해양수산 

◆ 2017년 진단개요

•	 (안전점검) 시설, 건축물, 운송수단 등 총 3,179개소 점검

	- 위험물 하역시설(45개소), 도매시장(2개소) 등 민간시설 집중점검

	- 지자체 관리대상인 국민 여가활동시설(낚시어선 1,491척, 유어장 177개소)은 지자체 중심의 안

전점검 실시

	- 항만 · 어항시설(334개소), 여객선(194척), 여객선터미널(25개소) 등은 시설 위험도에 따른 점

검방법 차별화(민관합동, 자체)

* 위험시설은 전수 민관합동점검, 일반시설은 자체점검 및 표본점검 실시

•	 (국민참여 활성화) 안전신고함 설치 등 안전신고 참여 유도

•	 (안전산업 육성) 보수 · 보강 투자 수요 발굴, 대학생 점검단 운영

•	 (홍보) 집중홍보기간 설정(‘17.2.1 ~ 3.31), 다양한 매체(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SNS 등)를 활

용하여 홍보

◆ 추진일정

•	 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 ‘17.2 ~ 3월

•	 점검결과 정밀 안전진단, 보수·보강 소요예산 확보 : ‘17.3월 ~

•	 안전대진단 최종보고서 작성                               : ‘17.4월

분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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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안전 · 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우리 국적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설명회’를 2월 17일(금) 오후 3시부터 부산 한진해운빌

딩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국적선사, 선주협회, 검사기관 

등 150여 명의 업 ·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항만의 관할국은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 · 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결함이 발견될 경우 출항정

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음(항만국통제)

  이번 행사에서 해양수산부는 유럽 ·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국적선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 2017년 국적선 안전관리대책과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최신 국제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업계에서 ▲ 미국, 유럽 등 주요지역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점

검 대응방안 ▲ 선사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소속 선박 안전관리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 수출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 자료를 선사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 7월 도입

  현재 우리나라 선박들은 국제적으로 안전 · 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인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는 비율

이 매우 낮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국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선박평형

수 관리협약** 발효(9월 예정) 등 해사분야 국제규범 관련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최근 해운산

업의 불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제규범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지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 세계 2대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인 아태지역(Tokyo MOU), 유럽지역(Paris MOU) 협의체에서 안전관리 최우수

국가 지위 유지, 미국 연안경비대((USCG)에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 유지

* * 선박평형수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항 전 육지로부터 최소 50마일, 수심 200m 이

상의 수역에서 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적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개별 선사는 물론 

전체 국적선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번 설

명회 이후에도 우리 선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박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월 17일(금) 부산서‘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개최

안전관리대책 전파하여 

우리 선박 출항정지 예방한다

35 

국적선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설명회 개요

•	 (일 시) 2017. 2.17(금), 15:00 ~ 16:40

•	 (장 소) 부산 한진해운빌딩 28층 대강당

•	 (참 석)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주재), 국적선사, 선주협회 및 검사기관 등 업·단체 약 150명

•	 (주요내용) 2017년 국적선 안전관리대책 및 2016년 국적선 외국항 항만국 통제 수검결과 설명, 

     최신 국제기준에 대한 항만국 통제 대응방안 및 주요지역 항만국통제 점검 주안점 등 설명

•	 세부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5:00~15:05 인사말씀 해사안전국장

15:05~15:35 ① ‘17년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및 ’16년 외국항항만국통제 수검 결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15:35~15:50 ② 선박평형수협약 등 최신 국제기준에 대한 항만국통제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15:50~16:05 ③ 주요지역 항만국 통제 점검 주안점 및 대응방안 한국선급

16:05~16:20 ④ 자체 안전관리대책 및 소속선박 항만국 통제 대응방안 포스에스엠

16:20~16:40 업·단체 의견수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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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

◆ 추진배경

•	 국지성 안개 및 선박교통량(출어선)이 증가하는 봄철에 대비하여, 기상 및 해양사고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시행 

* 기간/참여 : 3.1 ~ 5.31(3개월) / 유관부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취약요인(충돌, 유류유출, 기관손상) 점검 철저(중점)

	- (충돌) 레이더, AIS 등 항해기기 유지 · 보수 상태, 연안항해시 2인 항해당직 및 항해계획 수

립 등 선교 근무자 안전수칙 이행확인

	- (유류유출) 연료 보급 · 수급설비(호스, 배관 등) 노후 · 부식 등 관리상태, 방재자재 적정 보유여

부, 수급절차 준수 및 비상대응 훈련이행 여부 등

	- (기관손상) 냉각수 · 윤활유관 누유 · 부식 및 연료유 계통 이상여부, 어선 등 소형선 주기관 시

동용 축전지 충전상태 중점점검

•	 종사자 역량강화 및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 (교육) 농무기 항해 중 견시철저 및 안전 속력 준수, 레이더 사용법 등 현장 방선교육 및 지방

청별 집체교육을 통한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 (캠페인) 지역행사와 연계한 해양안전캠페인 지속 실시, 다중이용시설 주변 홍보 현수막 · 게시판 설치, 

해양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해빙기 해역 및 시설물 안전관리(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항내 개항질서 단속 강화 등 교통질서 확립,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청별 해양안전 위해요

소 발굴 · 개선, 시설물(항만, 위험물) 사전 점검

•	 현장중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 향후계획

•	 기관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행(`17.2.27.), 이행실태 현장점검(’17.4)

  해양수산부는 선박통항과 어선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해양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3월 1일(수)부터 5월 31일(수)까지 3개월 간 추진한다. 

  3월은 겨울철 한파, 설 연휴 등으로 인해 활동이 뜸해졌던 어선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출어하는 시기*

로서, 사용하지 않던 선박기관을 갑자기 작동시키면서 기관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교차가 커 

국지성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 (‘16년) 겨울철 조업 7,9341척/일 ⇒ 봄철 조업 11,199척/일, 41.2% 증가

* * 봄에는 겨울철 안개 발생빈도인 월 1.3일에 비해 4배 이상 잦은 월 6일 안개가 발생(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

센터 자료)

  또한 봄철 기상 및 해양사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취약요인(충돌, 유류유출, 기관손상) 집중점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대국민 해양안전 문화 활성화, △해빙기 해역 및 시설물 안전관리(국가안전대진

단 병행) 등을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점검을 통해 상당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봄철에 잦은 안개, 선박 통항량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 안전

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잦은 안개, 선박통항 증가 대비해 대책 마련,, 3월 1일(수)부터 3개월 간 시행

해양수산부, 봄철 선박안전 지키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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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항 및 해외기지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 90척에 

대한 지도 ·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남극, 베링해 등의 위험수역에 출어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안

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양어선은 북태평양, 베링해, 남극 등의 먼 바다에서 8m 내외의 높은 파도 등 불규칙한 해황과 거

친 환경에서 장기간 항해하며 조업하므로 출항 전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항한 원양어선 35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문제가 발견된 14척에 대하여 소화설비 교체 등 시정 후 출항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가 발생한 해외수역*을 직접 방문해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중서부태평양 마샬제도 수역 2척 및 인도양 세이셜 수역 3척

 

  이와 같은 원양어선 현장점검 강화에 따라 원양선사 및 어선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어 제501오룡호 

침몰사고(14.12) 이후 현재까지 원양어선관련 대형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항에서 출항하는 78척의 원양어선 

및 해외기지에서 출항하는 12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남극, 베링해 

등 위험수역에 출어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 준수 여부 △선체/기관/배수

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구명 · 소화 · 통신장비 구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먼 바다

에서 장시간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선원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베링해 등 위험수역 조업 어선과 안전관리 취약요소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사고예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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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양어선 안전 지도ㆍ감독 계획

◆ 2016년 원양어선 현장점검 결과

•	 국내 출항어선 35척 안전점검 실시(연승21,선망4,봉수망10)

•	 원양어선 14척에 대해 개선권고 47건 조치

업종별 선박척수 점검실적(회) 개선권고(건) 출항전 시정조치

소 계 35 60 47 47

원양연승 22 48 40 40

원양선망 4 8 5 5

원양봉수망 8 3 2 2

원양명태 1 1 0 0

•	 원양어선 소화기 전수조사(39개사, 207척, 소화기 3,402개)

* 제조년월 미 표기 소화기 738개 파악 (노후 소화기로 추정)

* 소화기 수압테스트 실시 후 노후 소화기를 교체토록 시정조치(‘16.11.21)

•	 어선설비기준 개선추진 요청(소화기 수압테스트실시)

* 선박소방 설비기준에는 소화기 압력용기에 대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수압테스트 실시를 강제하고 있

으나 어선설비기준에는 없음

•	 소화기 사용법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연회 실시

* 632동원,사조알렉산드리아,101소진,1칠성호 외국 선원대상으로 각종 소화기 사용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	 선망선은 신조선으로 안전설비 및 안전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연승어선은 선령의 노후화가 심하고 

해기사 인력부족 등으로 선박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시 대응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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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반 구성

•	 수시감독반 : 해사안전감독관 2명(본부 1명, 부산청 1명)

•	 특별감독반 : 해사안전감독관 2명 외, 선박기술안전공단, 한국선급, 원양산업협회, 조업감시센터 

참여

* 특별감독반 구성은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시행

◆ 향후계획

•	 원양어선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감독 강화지속

•	 원양선사 자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등 안전관리체계 시스템 및 제

도정비

•	 원양어선분야 해사안전감독관 추가인력 확보 노력

◆ 2017년 지도 · 감독계획

•	 기 간 : 2017. 1. 1 ~ 12. 31

•	 대상 : 부산항 및 해외기지 출항예정 선박 (90척)

월
업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연 승 3 3 4 4 3 5 6 5 6 7 3 3 52

선 망 1 1 2 1 1 1 2 9

봉수망 5 5 2 12

트 롤 3 3

저연승 2 2

채낚기 10 10

이빨고기 2 2

합 계 3 4 4 7 10 11 10 6 7 8 5 15 90

* 부산항(78척) : 연승(52척),선망(9척),봉수망(12척),트롤(3척),대구저연승(2척)

* 해외기지(12척) : 오징어채낚기(10척)  이빨고기(2척)

•	 점검항목

	-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 준수 여부확인(선박직원법시행령)

	- 안전설비점검(선체,기관,배수설비) (어선법, 어선설비기준)

	- 구명,소화,통신,항해,기관설비 등 유효기간 및 정상작동확인

	- 소화기 점검강화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및 방재자재 보유확인

	- 원양어선 어선검사증서 전수조사

◆ 감독수행 절차

•	 출항 1일 전 해사안전감독관의 선체,기관,항해,통신,소화,구명해양오염방지 설비 등 안전관리에 대

한 점검 및 감독수행. 출항당일 선박증서 및 서류. 최저승무정원 승선여부 확인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위충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정남주

조업감시센터(FMC) 방송통신주사보 미 정

한국선급(KR),선박기술안전공단 책임검사원 미 정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산지부 지부장 김대원



42 「해사안전소식」 봄호

해사안전정책동향

43 

원양어선 현장점검 사진 원양어선 사고현황 내역

◆ 사고현황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고 건수 34 9 5 7 3 5 2 3

구 분 합계 ‘10 ‘11 ‘12 ‘13 ‘14 ‘15 ‘16

건수 31 9 5 7 3 5 2 3

사고 내용 화재6, 침몰3 화재5 화재7
충돌1, 

화재1, 실종1
화재1, 

실종1, 침몰2
기관고장,

좌초
좌초1

화재1,기타1

발생

년도

선박명

(업체명)

선령

(업종)
발생해역 사고 개요 피해규모

2014

(5건)

준성호

(한성기업)

42년

(북양트롤)
부산 감천항 감천항 3부두 정북 중 화재 발생 없음

파이어니아

(신라교역)

25년

(원양선망)
태평양 스피드 보트 이용 이동 후 실종 사망 2명

레이디마리온호

(동원산업)

32년

(원양선망)
태평양 조업 중 본선 연돌에서 폭발음 침몰/없음

501오룡호

(사조산업)

36년

(원양트롤)
서베링해 기상악화에 따른 해수유입으로 침몰

구조 7, 사망 27,

실종 26

유니버스김

(동원산업)

33년

(원양선망)
태평양 태평양 조업 중 원인불명 화재발생 없음

2015년

(2건)

제88인성호

(인성실업)

28년

(원양연승)
태평양 기상악화로 대피 중 기관고장(부산) 없음

썬스타

(선우실업)

15년

(원양저연승)
대서양, 남빙양 남극수역 조업 차 항해 중 유빙에 좌초 없음

2016년

(1건)

오리엔탈김

(동원산업)

35년

(원양선망)
인도양, 태평양 세이셸(빅토리아항) 입항 중 좌초 없음

606해창호

(해창수산)

38년

(꽁치봉수망)
태평양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서방 약285해리

조업 중 기관실 화재
인명피해없음

아그네스83

(아그네스수산)

28년

(원양연승)
태평양 태평양 수역 조업 종료 후 귀항중 소화기 폭발 사망1

◆ 사고내역(최근 3년)

소화기 사용법시연회 소화기 카트리지 교체방법

구명조끼 보관상태 확인 소화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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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과 ‘업계 관계자 대상 해양안전교육’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학생 등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지역 내 교사, 해양소년단 연맹 직원 등을 강사로 양

성한 후 이들이 다시 학교,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에는 해양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방법, 화재 시 대응 요령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며 심

폐소생술 및 구명조끼 착용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에서는 120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5만 명의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하며, 1인 당 실습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3백 명의 

경영자와  4만5천 명의 해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리더교육’과 ‘해운업 종사자 사고예방교

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박소유자 등 경영진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해양안전리더교육’은 토론, 사례위주의 열

린 강좌로 구성하여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교육내용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

련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강의하는 ‘해운업 종사자 해양

사고예방교육’은 비상보고체계 및 주요 안전장비 사용법  습득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감 있는 교육

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년 수립한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특

히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3만 명이 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안전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교, 기업 등은 해양안전교실 누리집(www.marinedu.or.kr)과 

전화안내센터(1800-7145)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교육과정 수강생은 지방청 공고 

등을 통해 별도 모집한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장 활

용성이 높은 체험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관련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비상 시 대응요령을 습득한다면 해양사고와 인명피해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

올해에도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해양안전 관련 교육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민간/업계 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전국민 해양안전의식 고취에 앞장서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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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대국민 대상“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추진

◆ 배  경

•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13.12.)」 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 및 해양안전문

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지속 추진(‘14.8. ~ )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안정적 운영

◆ 주요내용

•	 (추진방식) 교사, 해양소년단연맹 직원 등을 강사로 양성하여 관할 학교(지역)에서 학생, 일반인 등

을 대상으로 전파교육 실시

* 홈페이지 구축 · 콜센터 운영 등으로 수요기관(학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

반 구축 완료

•	 (교육목표) 강사 120명 양성, 학생ㆍ일반인 등 50,000명 교육(양적 성장 → 질적 내실화 도모)

* (’16년도 목표/실적) 강사 120명 양성, 학생 등 70,000명 교육 / 강사 124명, 73,349명

•	 (교육시간) 강사양성은 3일 또는 4일, 해양안전교실은 교육내용을 압축하여 2시간 내외의 수업으

로 운영

•	 (교육내용) 비상 시 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해상 생존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심폐소생

술 실습, 구명조끼 착용법 등

* 해양안전에 대한 기본이론 강의(20%)와 실습 · 체험(80%)으로 구성

◆ 향후계획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실시 : ‘1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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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뱃길을 위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성능 고도화 사업’에 향후 8년 간 175

억 원을 투입한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의 상태를 원격으로 감

시하고 무인관측장치를 통해 조류 등 해양기상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항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1,354개소의 무인관측장치를 설치하여 운

영 중이며, 등대의 상태를 원격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수리

할 수 있는 무인 관리체계도 마련하였다. 

  다만 포항, 인천 등 일부 권역에서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 중 일부가 

노후되어 시설 확충 및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175억 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산(52개소), △인천(91개소), △동해(47개소), △포항(82개소) 해역에 단위 

시스템 27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연차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합된 해양기상관측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9년까지 해양기상신호표지센

터 구축을 추진하며 우선 올해 안에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등대 항로표지 원격관리

장치의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는 새로운 단말장치 개발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항

행선박들에 해양기상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파하고,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의 시설 상태 점검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확충하여 안전한 
뱃길 만든다

해양수산 CEO 대상 및 선원 등 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 배  경

•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운업계 최고경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 현장형 해양

안전교육 확대 시행

* 해양안전에 대한 기본이론 강의(20%)와 실습 · 체험(80%)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 등 해양수산 경영층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안전리더교육 추진(‘17.2. ~ 12., 300명)

	- 선사 경영진에게 안전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시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 문화

가 업계에 정착되도록 유도

	- 일방적 주입식이 아닌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사례 

위주의 열린 강좌로 구성

* 우수사례 토론, 체험 실습, 브레인스토밍,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육·해상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사고예방교육 추진

(‘17.3.~12., 45천명)

	- 비상보고체계, 주요 안전장비 사용법 등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요령을 교육함으

로써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제고

	- 유사·중복교육으로 인한 참가자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교재 지속 개발

◆ 향후계획

•	 해양수산 CEO 및 종사자 해양안전교육 실시 : ‘1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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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성능 고도화 및 구축 계획

◆ 배  경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상태정보*를 감시 및 이용자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

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

* 항로표지원격감시(舊 집약) + 해양기상 + 항로표지용 AIS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구성도

49 

◆ 운영현황: 동·서·남해 권역에 총 1,354기 설치·운영 중

구분 계

동해권 (12.1%) 서해권 (38%) 남해권 (50.1%)

부산 동해 울산 포항 인천 군산 평택 대산 제주 여수 마산 목포 진도

계 1,354 33 22 81 28 45 118 59 42 159 234 285 125 123

기

구

축

원격감시 900 - - 57 - - 78 43 - 143 159 236 84 100

AtoN AIS 370 21 18 20 26 28 31 14 38 11 68 45 34 16

기상신호 84 12 4 4 2 17 9 2 4 5 7 4 7 7

* 부산, 인천, 동해, 포항 자국 미설치 기수: 272기('17∼'20)

* AtoN AIS: aids to navigatio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항로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 시스템 성능 고도화 및 추가 구축 계획

•	 (기간/사업비) '99∼'24년/ 572억원(기 구축 397억원/ 추가 소요 175억원*)

* 신설 40억원, 개량 80억원, 유지보수 · 통합운영 등 55억원

•	 (사업대상) 13개 권역 ‘24년까지 단계별로 구축(보강) 추진

	- 미설치 권역(4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추가 구축: ‘17∼’21년

* (∼'13까지) 서해권 7개소 → ('15) 마산 → ('16∼'21) 부산 · 인천 · 동해 · 포항

	-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시스템 기능 고도화: ‘20∼’24년

	- 관리운영시스템  S/W 개선,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 ‘17∼’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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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 

구 분 계 ‘17 ‘18 ‘19 ‘20 ‘21 ‘22 ‘23 ‘24 비고

총 계 175 17.5 20 24.5 24 35.5 31.5 13.5 8.5

1. 확 충 40 6 12 15 7

부 산 8 4 4

인 천 14 1 5 5 3

동 해 7 2 3 2

포 항 11 3 4 4

2. 개 량 80 9 29 26 10 6

제 주 13 5 5 3

여 수 20 7 7 6

목 포 11 6 5

진 도 12 6 6

군 산 9 5 4

평 택 8 4 4

대 산 7 4 3

3. 유지보수 28 3.5 4.5 4.5 3.5 3.5 3.5 2.5 2.5

축전지 개량 21 2 3 3 3 3 3 2 2

통신망 개선 5 0.5 1 1 0.5 0.5 0.5 0.5 0.5

원격단말장치 개발 2 1 0.5 0.5

4. 통합운영 27 8 3.5 5 4.5 3 2 1

S/W 표준화 3 1 1 1

S/W 개선 5 1 1.5 2 0.5

센터 S/W 개발 4 1 1 2

센터 구축 5 5

센터구축 10 4 3 2 1

  경치 좋은 등대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운 바다에 내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일일 등대지기가 된 기분으로 등대지기의 잠자리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어떨까? 이

러한 낭만적인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근해 선박들의 안전운항 지킴이로 활약하는 등대가 영토수호 및 불법조업 감시 기지, 해양문

화공간으로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전국 38개 유인등대기능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해양영토 관리 · 불법조업 감시 지원

  

  독도, 마라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한 7개 등대에 권역별 무인도서 관리 등 해양영토 관리 관련 기능

을 부여하고, 서해 및 남해 영해기선 부근에 위치한 소청도, 홍도 등대 등 7개소에서 불법조업감시 지

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무인화 등대 · 다중이용 등대 중심으로 해양문화공간 조성

  현재 운영 중인 유인등대 중 일부(13개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원격제어시스템을 활

용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 무인화를 추진한다. 무인화된 등대의 숙소, 사무실 등 부대시설물은 관할 

지자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ㆍ위탁하여 미술관, 레스토랑 등 국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휴양공

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영도, 오동도, 우도, 울기등대 등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다중이용 

등대 9개소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는 옛 등탑 복원사업, 공간 정비 등을 통해 해양문

화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해양관측 및 통신 기지로 활용 

  기온 · 강설 · 수온 등 기상 및 해양의 상태를 관측하는 해양관측기지로등대를 활용하고, 이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휴대전화 중계기 등 통신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주요 항

로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인가가 드문 도서지역 등대에는 비상구호 물

품 등을 비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 대피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7년까지 전국 38개 유인등대 대상‘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추진

선박 안전운항 지킴이 등대, 국민 행복 위해 

새롭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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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38개 등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까지 국

립해양측위정보원에 전국 등대 운영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감시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등대 

본연의 기능인 선박안전 운항 지원에도 충실하기 위해 항로표지 정보 ·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안전정

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형 등대관리시스템을 2022년까지 도입한다.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대표적인 항로표지시설인 등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영토 지킴이, 

문화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등대가 국민들께 더 가

깝고 친숙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유인등대 복합기능화 전략 요약자료

◆ 추진배경

•	 1903년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1998년 독도등대까지 총 49기의 유인등대를 건립, 현재는 11기를 

무인화(`94.~`12.)하고 38기 운영 중

* 미국(`90)ㆍ영국(`98)ㆍ일본(`06)은 100% 무인화 완료, 프랑스ㆍ중국ㆍ스페인은 60～76% 무인화 추진 중

•	 전통적 항행보조시설로서의 유인등대의 기능 이외에 영토수호, 불법조업 감시, 해양문화공간으로

서의 중요성 증가

◆ 추진전략

•	 유인등대 13개소의 무인화 단계적 추진(`18.~`27.)

	- 항로표지 기능, 권역관리 효율성, 국가정책의 조화성, 해양문화공간 활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무인화 등대 선정(연구용역 `14.~`15.)

* (부산) 오륙도 (제주) 산지, (인천) 선미도, (여수) 소리도, (동해) 대진ㆍ주문진, (군산) 말도, (목포) 목포구ㆍ당사

도ㆍ가사도, (포항) 울릉도ㆍ송대말, (대산) 옹도

* * 무인화된 등대의 원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근에 권역관리등대 지정ㆍ운영

	- 무인화등대 부대시설물은 지자체 위임 및 민간 위탁을 통해 카페, 미술관 등으로 활용 추진(`17

년 세부계획 수립)

•	 유인등대 13개소의 무인화 단계적 추진(`18.~`27.)

레스토랑(크즈쿨레시등대/터키)호텔(스빠티벤또등대/이탈리아) 해양박물관(바이런등대/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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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등대 및 무인화 대상 등대 위치도

•	 영토수호, 해양문화 확산 등 해양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역할과 기능 확대

	- 영해기점 무인도서 감시, 불법조업 감시, 국토 끝단 해양관측시설, 재난시 어민 구호시설 등의 

역할 강화

	- 다중이용 등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전시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18~`25), ‘우리나라 최초의 등

대’인 인천 팔미도등대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역사적 유물로 가치 재조명

*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 등대(영도, 오동도, 소매물도, 묵호, 속초, 간절곶, 울기, 우도, 마라도), 전체 등대방문객 

550만의 90%인 495만명 이용

•	 스마트형 관리체계 구축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 ICT접목 원격제어기능을 적용한 24시간 등대 상태감시, 취합정보 e-Nav 센터 제공 등 종합관

리시스템 구축(`20)

	- 유인등대 낙후시설 정비 및 인력 보강, 항로표지 분야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추진시기: `17. ~ `27.

* `17년 예산 2.6억원(무인화 2개소, 종합정비 1개소 실시설계비)

◆ 기대효과

•	 (등대업무 효율성 증대) 유인등대 복합기능화ㆍ무인화 추진, 권역관리 등대 도입, 중앙감시센터 구

축을 통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증대 및 역할 다변화

•	 (등대서비스 확대) 등대의 해양문화 관광자원화,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선박에서 국민으로 

등대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	 (등대직원 삶의 질 향상) 유인등대 노후시설물 정비, 근무체제 변경 등을 통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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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 확보! 「선박 구명설비 훈련」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시설 해빙기 안전대진단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봄 안개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날씨는 풀려도 해양안전은 풀면 안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바다 안전지킴이 출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 해역 등대설치로 통항선박 안전 지원



58 「해사안전소식」 봄호 59 

해사안전소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2017년도 해양수산분야 국가 안전대진단』에  따라 위험물 하역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수 · 광양항 위험물 하역분야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실시하였으며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

졌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비상훈련 시행, 각종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으로 안전과 밀접한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발견된 중대한 결함사항은 즉시 개선토

록 권고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금번 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위험물 하역 분야의 사고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에 더

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항만구역내 위험물 하역시설 등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항만시설, 대형건설현장, 다중이용선박,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위험과 국가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을 제거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시설, 국가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대형건설

현장, 여객터미널, 여객선 등 172개소에 대해 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신고 국민운동, 공

익신고 유도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해양수산분야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안전점검 등을 통해 해양수산 시설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31일까지 항만·국가어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진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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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20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항만(어항)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

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월 17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지자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점

검 ·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등 건설현장 3

개소와  항만(어항)시설물 37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각종 사고방지 및 안전사각지

대를 해소하는 한편,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약화 등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도 병행하여 점검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나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하는 등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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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중대사고 발생 대비하여 2월 24일 오후 부산항 4부두에서 급유선(대경

호, 총톤수 534톤)에서 구명뗏목 팽창시험, 신호탄과 휴대용 소화기 등 선박구명 설비 사용법에 대한 

훈련 및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양안전문화 정착추진」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박에서 퇴선, 익수자 발

생 시 초등대응과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사용되는 휴대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집중하여 이루어졌

다. 선원들이 실제로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서 설비 작동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

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은 “이번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선원들이 직접 구명

설비 및 장비 등의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 선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해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여객선 및 화물선에도 시연 및 훈련을 지속

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선박보호에 기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 확보! 「선박 구명설비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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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말까지 해양수산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해빙기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선박,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과 건설현장 총 69개소에 대하여 안전취약성과 

시설이용률을 고려, 민 · 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관련 제도·관행 등도 점검하

여 개선 여부를 파악하였다.

  안전 대진단 과정에서 시설물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 요인이 발견될 시  보수·보강 및 계획을 수립하

고, 필요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민 및 시설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 발굴과 해양수산 분야 안전신고 문화 확산을 위

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과 국제 · 연안여객터미널에 ‘안전신고함’을 설치 · 운영하고,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방송, 안전홍보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 · 장항항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주민 및 시설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진단이 되도록 최

선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3월 30일까지 항만 · 어항시설·여객선 및 건설현장 등 일제점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시설 해빙기 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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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 및 항만시설물에 대

한 안전점검을 3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2017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

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 2종 시설물 15개소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10개소 등 총 52개소이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인 여수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리

해야 할 1 · 2종 시설물에 대하여 수중조사를 포함한 정밀점검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현장 2주간 안전점검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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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17년 부

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를 2월28일(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 안전관리체제 :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번 설명회는 관내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해사안전법」 하

위법령 개정사항, 금년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행계획 및 안전관리체제 이행 의무를 위반

한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파하였다. 

* 안전관리대행업 :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부터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의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안전경영 의

식 고취는 물론,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전파하여 민간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부산항 해양

사고 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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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3월 한 달간 한 · 중 국제여객선 10척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

시했다.

  금번 점검은 한·중 국제여객선의 90%(10척 중 9척)가 선령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선박 주요설

비의 점검·정비 상태, 예비부품 보유 현황 등 선사의 정비지원 체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민간전문가인 선급 검사원 및 선사 안전관리자를 점검에 참여토

록 하고 특히, 선령 25년 이상된 선박 2척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

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양국 선박검사관을 교차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

천에서 2척, 평택에서 1척, 중국항만에서 3척 등 모두 6척*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6척 : 뉴골든브릿지2(인천-위해), 동방명주6(인천-단동), 향설란(인천-연태), 그랜드피스(평택-위해), 

스테나에게리아(평택-연태), 시다오(군산-석도)

  한 · 중 항로 국제여객선 정부 간 합동점검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네 번째 실시하는 것으

로 점검절차와 방법을 서로 공유하여 점검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

제여객선 안전수준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금번 국제여객선에 대한 중국정부와의 합동점검 및 일제점검을 실

시함으로써 양국 간 해사안전 협력 강화는 물론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선사 입장에서도 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복점검에 대한 부담이 경감할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 중 양국 정부 합동 안전점검 병행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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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낮과 밤의 기온 차로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충돌사고, 유류유출사고,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해양시설, 항로표지시설, 항만시설 및 인천항내 주요 건설 현

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과 선박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내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월 중에는 해양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천해사고, 인천해양과학고 학생 등 미래의 해양 인

력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과 홍

보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봄철은 행락철과 성어기이기 때문에 해상에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국지성 안개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안전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

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봄철 해양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 선박, 항로표지, 건설현장 등 점검,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등 전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봄 안개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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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월까지 봄철 기상 및 해양사고 특성을 반영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

책을 시행한다.

  봄철은 행락철과 성어기로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일교차로 인한 국지성 안개 발생빈도가 높아 선

박의 충돌등 사고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돌, 유류유출, 기관손상 사고를 봄철 중대사고로 지정하고 선박점검 시 이

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해장비, 오염방재자재, 주기관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며, 해빙기 관

할해역 및 시설물 안전 대비를 위하여 여객터미널, 항만건설현장, 항로표지시설, 위험물하역시설 등

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육·해상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상대응요령 

및 주요 사고사례 등을 교육하고,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홍보와 대국

민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등을 시연·체험토록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 선박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봄철 해

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날씨는 풀려도 해양안전은 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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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잦은 안개, 관광객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봄철 해

상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한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관광객 이용이 증가하는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선 기항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객선 종사자 교

육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험물 운반선 및 하역시설로부터 유류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현장과 항만하역시

설에 대하여도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고 해양안전실천문화 확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수산인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하는 봄철 해양안전 종

합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잦은 안개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에 집중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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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대비하여 아산만과 평택ㆍ당진항의 항로주변에 설치되

어 있는 항로표지시설에 대하여 야간점검을 실시했다.

  서해안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ㆍ당진항의 입ㆍ출항 항로는 경기도 화성 입파도부터 서

해대교까지 항로 폭 0.8~1.4km, 길이 약 35km의 협수로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항로 양쪽으로는 바다의 교통신호등인 항로표지(등부표1)가 60여기 설치되어 있어 밤낮으로 입ㆍ출

항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표체의 색상으로, 야간에는 불빛의 색상

과 점멸주기로 항로표지의 기능과 위치를 항해하는 선박에게 제공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로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부표의 안쪽은 충분한 수심과 장애물이 

없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으나,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저 수심, 어망 등으로 인해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이번 야간 특별점검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로표지 중 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부표의 

야간 밝기와 점멸주기 및 동기점멸2) 상태를 중점 확인하게 되며, 부근의 무인등대와 등표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관계자는 이번 야간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

시 조치하여 평택ㆍ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안전한 바닷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빙기 평택ㆍ당진항 주요항로 항로표지 야간점검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바다 안전지킴이 출동!

1) 등부표 : 선박에게 항로의 안전 수역이나 암초 등의 장애물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저에 침추(Sinker)를 고정시
켜 물에 뜨게 한 구조물로 야간에 불을 밝히는 항로표지

2)  동기점멸 : 비행장 활주로의 등(燈)과 같이 인공위성(GPS)에서 전송되는 시각정보를 전송받아 동일한 시간에 항로
표지의 불빛을 점등시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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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한·일 항

로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한·일간 4개 항로(부산-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끼, 오사카) 총 

11척(국전선 6척, 일본국적선 5척)에 대하여 2개조를 편성, 선박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대 중점항목(①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유지,  화재예방)

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추가하여 고속여객선을 대상으로 이물질 유입 및 고래충돌 등에 따른 

비상대응능력을 검증 하였다. 

  한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안전점검 이후 선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여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체제 및 비상대응능력 등 중점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등부표 전경 등표 전경

동기점멸 전경(예시) 동기점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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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통항선박과 인근해상에서 조업 하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완도군 고금면 

마도수도 해역(초완도 북단)에 등대를 설치한다.

  등대는 지름 4.5m, 높이 12m 규모로 3월에 착공하여 8월말 준공할 예정이며 국비 4억원이 투입

된다.

  완도군 고금면의 마도수도 해역은 농무가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로가 좁고 조류가 강해, 항해 

지표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특히, 인근해역은 전복 굴 등 어패류 양식장과 매생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이 많은 곳으로, 

등대가 설치되면 안전한 어업활동이 가능해지고 어획물 위판을 위해 마량항에 입출항하는 소형선박

들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 구간은 주변에 양식장이 산재해 어선의 통항량

이 빈번한 곳으로, 설치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하여 저속운항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 해역 등대설치로 통항선박 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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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등표 단면도

초완도북방등표 단면도

사업대상지 위치도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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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1.2.,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  

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

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

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의 방법과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2017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 2017년 1월 1

일

    4. 제35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2017년 1월 1일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 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2017년 1월 1일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1.2.,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

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  

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

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 칙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운항선박 명세서"를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

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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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8. 제51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2017년 1월 1일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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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발급       7일

재발급    5일

   제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1.2.,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

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

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

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 칙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선박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

터 제4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일"을 "1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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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 칙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1.2.,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

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

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

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대학"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을 "졸업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4년 이상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7년 1월 1일

II. 개정문

    3. 제73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2017년 1월 1일

    4. 제81조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93조에 따른 재검사 등: 2017년 1월 1일

    6.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별표 2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ㆍ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구ㆍ예비품류 

        1) 수리ㆍ수세ㆍ분해 등을 위한 충분한 기구와 예비품을 비치할 것

        2) 구명설비를 팽창 또는 수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공기펌프(고압호스 및 연결관을 포함

하여 청소ㆍ건조하기 위한 도구가 있을 것) 

        3) 구명설비의 주입구를 통해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스 등

      나. 검사를 위한 기구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ㆍ온도계ㆍ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

압축기 및 전동 송ㆍ배풍기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칭량 20킬로그램),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명뗏목 또는 팽창식 구명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

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ㆍ10미터 줄자 등

제1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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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3.]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2017.1.3., 일부개정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신청하거나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선박

을 구입하여 국내항으로 입항하기 전에 수리ㆍ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추

가하는 한편,

  선박출항통제의 대상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과 그 외의 선박으로 구분하여 

선박출항통제의 기준을 정비하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출항통제를 따

르도록 하며, 일정한 크기 이상인 부선(艀船)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경우에 수립ㆍ시

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체제의 내용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예선(曳船) 및 부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

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

으로 본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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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1.2.,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

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

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

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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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5)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2)의 1차위반란 중 "영

업정지"를 "경고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란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은"을 "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

다)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란 제3호를 삭제한다.

    바. 카목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별표 13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사업자 또는 운영선박이"를 "사업

자가"로 하며, 같은 목 7) 중 "보통(medium) 이하"를 "보통(medium)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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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10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상

위 1개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저사고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

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

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제37조제4호 중 "국내"를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법 제

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

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

사유 해소시 

행정처분 취소)

등록취소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

사유 해소시 

행정처분 취소)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100점) = 저사고율(60점) + 안전경영 지표(40점)

저사고율=(업체별 해양사고율)/(총 평가대상의 해양사고율)+ (업체별 사상자율)/(총 평가대상의 사상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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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

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

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등록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

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

      가) 사업자의 고용안정성

      나)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다)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

      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

      마)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

본 또는 같은 규칙 제 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 시행 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

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 · 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  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정부대행기관에 신청

하는 경우: 정부대행기

관이 정하는 수수료

첨부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

본 또는 같은 규칙 제 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 시행 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

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

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

안전법 시행규칙」 별

표 12에 따른 수수료

정부대행기관에 신청

하는 경우: 정부대행기

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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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수역 입역허가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호수역 입역허가 또는 안전관

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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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4호, 2017.1.10., 일부개정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

해진 기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경우 그 기간만료의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

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연장 사유서의 제출기한을 연

장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의

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

를 제출하여야만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78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반환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

항을 각각 삭제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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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1.17., 타법개정

 -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

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

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

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

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

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

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

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

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II. 주요내용

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

수처리시설"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 부 칙 >

⊙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I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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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1.17., 타법개정

 -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

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

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

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

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

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

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

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

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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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

수처리시설"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 부 칙 >

⊙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I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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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1.31.]
대통령령 제27747호, 2016.12.30., 일부개정

 -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을 포함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경력기준을 4급 해기사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검사원 등 선박검사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를 추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 개정이유

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해당하나 그간 해당 사례가 없어, 국내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국제항해

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

함으로써 국제항해를 통하여 해당 선박이 외국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등 원활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함.

  나.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경력기준 강화(별표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경력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승무경력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경력기준을 현실화함.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예외(별표 4 비고 제7호 신설)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법인 

등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소속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

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 확대(별표 4의2)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선

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을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추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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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747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제1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별표 3 자격기준의 경력기준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란 중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를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

급 운항사"로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로서 국제선급

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법인ㆍ기

관ㆍ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

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III. 개정문

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이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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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제1호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

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라목(종전의 다목) 중 "Society"를 "Societies"로 한다.

  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 이 표에서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4의2 제2호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4의2 비고 제1호 중 "선박검사"를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

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

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1)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원양어선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

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

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1) 위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기준의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해당 안전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

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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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3.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2017.3.15.,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가 법률 및 대통령

령 등으로 한정된 것에 맞추어 어업면허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

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삭

제하는 한편,

  「도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선사면허 신청서 등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

개 해양수산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26호(2017.3.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I. 개정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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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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지

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

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044-330-2366 / 이메일: ynkim@kst.or.kr

문의사항

전화: 044-330-2309

해사안전 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7년 봄 통권 제36호

발행일.  2017년 4월 13일

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305-343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866-3110 / Fax_042)866-3130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339-0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Tel_044)330-2309 / Fax_044)330-2366

디자인. 

  호스트센터(주)

  Tel_02)6925-5044 / Fax_02)591-1115

이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 있습니다.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M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