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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41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1) 결과

제104차 법률위원회(LEG 104) 결과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8) 결과

국제해사소식

EU의회,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승인(Lloyd's List, 3.16)

지중해에서 38년된 노후 화물선 침몰, 선원 7명 실종 (Lloyd's List, 3.17)

USCG, 2021년까지는 평형수관리장치 설치 요구(Lloyd's List, 3.22)

Maersk,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4% 증가 예상 (Lloyd's List, 3.30)

보험업계, 10년전 대비 선박손실 45% 감소(Lloyd's List, 4.10)

IMO의 연료유 규제, Tanker 수요 증가시킬 것 (Lloyd's List, 4.27)

Forwarders(화물중개업자), 아시아-유럽 물동량 증가 예상 '

(Lloyd's List, 4.27)

마셜제도, IMO에 기후변화 1.5도(온도) 상한 설정 촉구 (Lloyd's List, 5.4)

ABN AMRO(덴마크 은행) 평형수설비 설치 Financing 제공

(Lloyd's List, 5.3)

MTCC(해사기술협력센터) 해운분야 기후변화대응에 중추적 역할 

(Ship-technologe, 5.10)

아시아-유럽 장기 컨테이너 운송계약요율 크게 상승 (Lloyd's List, 5.17)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선원 6명 해적에 피랍 (Lloyd's List, 5.18)

Panamax 벌크선 지수 최근 5개월내 최저치 기록 (Lloyd's List, 5.24)

英, 대형선사의 등록 선대 이탈 우려 (Lloyd's List, 5.24)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LNG 연료 컨테이너선 관심고조 (Lloyd's List, 6.1)

Offshore 마켓, 2019년부터 반등 예상 (Lloyd's List, 6.1)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바다에 관한 안전 정보, 한 권으로 만난다

해양수산부,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만전 기한다

해양안전 관련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 세계 해사분야 전문가 모여 해사 미래 논의하다

해사안전소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남항 서구지역 수제선 정비사업 설계 착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수산인 대상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 광양항 해사안전 길잡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회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한 등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수산인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름 휴가철, 안전한 바다여행 즐기세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무더위에도 해양사고 무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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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해상교통간소화협약의 협약설명서(Explanatory Manual) 개정안 마련

•	 (논의내용) 용어정의, 일반규정, 전자전송시스템 사용 의무화 규정 등 전면 개정된 FAL 협약                       

(FAL 40차, ‘16)과 맞지 않는 현행 협약설명서 개정 논의

•	 (논의결과) 협약설명서에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고, 협약설명서 작업범위 확대가 

승인되어 향후 추가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 예정

2. 밀항자 승선장소 세부 기재에 대한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 발행 

•	 (논의내용) 밀항자 관리를 위해 밀항자 발생시 승선장소를 ‘Place of Boarding’에서 ‘Port, 

Berth, Terminal’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약부록 보고양식 개정 논의

•	  (논의결과) 대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밀항자 승선장소 보고양식 개정이 결정되어, ‘Place of 

Boarding’ 용어에 대한 통일해석 회람서를 발행하여 개정함

•	 회의명 : 제41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The 41st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1)

•	 일시/장소 : 2017. 4. 4 ~ 7 (4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Yury Melenas (러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0개국, 30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약 360명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1*) 결과
* Facilitation Committee, 41st Session

제 41차
3. 해상용 싱글윈도우(MSW) 기본모형(Prototype) 개발 논의

•	 (논의내용) 해상용 싱글윈도우 프로토타입 개발 방식(①기존의 시스템 활용하여 개발 ②완전히 

새로운 프로토타입 개발 ③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 논의

•	 (논의결과) 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옵션②를 지지하였으며, 개발 구체화를 위해 사무국은   

각국의 MSW 시스템의 개발소요예산 등 관련 정보제출을 요청함

4. FAL 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개정안 채택

•	 (논의내용) 의장에 대한 중성적 용어(Chair) 사용 및 다른 위원회들과 임기제한 규정 통일 (최대 

6년), 위원회 의결 정족수 증원 등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중성적 용어사용 및 임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회원국의 1/4(44개국)으로 합의 증원하였으나, 특별회의개최 규정삭제 여부에 대해서

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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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HNS 협약 발효 및 이행을 위한 총회 결의서 승인

•	 (논의사항) HNS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약 이행에 따른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초안 검토

•	  (논의결과) 결의서 초안을 일부 보완하여 승인하고, HNS 워크숍을 ‘18년 IOPC Fund 또는 LEG

회의와 연계하여 본부에서 2일간 개최하기로 결정

2. FAL협약 부록 지위 명확화에 대한 FAL 위원회 요청사항 검토 

•	 (논의사항) FAL협약에는 협약 및 부속서 개정 외에 부록만의 개정에 대한 절차가 없어, 부록의 

적절한 개정절차 결정을 위해 LEG에 요청한 부록의 지위 논의

•	  (논의결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차기 LEG 105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비공식  통신

작업반을 개설하여 논의 필요사항을 사전에 식별하기로 함

•	 회의명 : 제104차 법률위원회 

                (The 104th Session of the Leal Committee, LEG 104)

•	 일시/장소 : 2017. 4. 26 ~ 28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ofi Mbiah (가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7개국, 21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300명

법률위원회(LEG 104*) 결과
* Legal Committee, 104th Session

제 104차

9 

3. LEG 위원회 의사규정(Rules of Procedure) 개정안 채택

•	 (논의사항) 의장에 대한 중성적 용어(Chair) 사용 및 다른 위원회들과 임기제한 규정 통일  (최대 

6년), 위원회 의결 정족수 증원, 특별회의 개최국수 등 논의

•	  (논의결과) 중성적 용어사용 및 임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회원국의 25%로, 특별회의 개최국수는 20개국으로 하였음

4.

•	 (논의사항) 연안 탐사 및 개발활동으로 인한 월경 오염 피해의 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한 IMCA와 

인도네시아/덴마크 안 중 최종개정안 결정 요청

•	  (논의결과) 인도네시아 및 덴마크의 안이 최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향후 양자 또는       

지역적 협의 및 협정 개발에 참고될 것임

연안탐사·생산활동 기인 월경성 오염피해 배상 및 책임에 대한 양자/지역

협의 또는 협정 지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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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강제규정의 조기이행 적용 지침 개발

•	 (논의사항) 조약의 임시적용 및 조약의 오류 수정 방법에 대한 논의 및 SOLAS 및 관련 강제문서

의 자발적 조기이행* 관련 사항 검토

* 기 채택된 규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국의 판단에 따라 발효일 이전에 조기시행을 권고

하는 제도

•	  (논의결과) “1974 SOLAS 및 관련 강제문서 개정의 자발적 조기이행에 관한 지침”과 관련 MSC 

회람서 서식을 개발하여 승인하고, 동 서식을 사용해 SOLAS II-2/1 및 II-2/10 규칙 개정에    

관한 자발적 조기이행 MSC 회람서를 작성·승인함

2. 사이버보안 등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	 (논의사항) 선박대상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에 대응하여 사이버 위험성을 선사 및 선박의 안전  

관리시스템 위험성 관리 항목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ISM 코드의 안전관리시스템상 기능적 요건으로 해상사이버리스크관리(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를 비강제사항으로 포함하고, ‘해상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침

•	 회의명 :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98)

•	 일시/장소 : 2017. 6. 7 ~ 16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 Groves (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11개국, 54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840명

해사안전위원회(MSC 98*) 결과
* Maritime Safety Committee,98th Session

제 98차

11 

(‘16.06 발효)’을 ISM코드에 언급된 목록(MSC.1/Cir.1371)*에 포함

* List of codes,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other safety and security-related non-mandatory 

instruments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적합성 승인

•	 (논의사항) 기 시행된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한 공통선급규칙의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적합성 검증을 위한 감사에서 식별된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최종 검토

* 2016.7.1. 이후 건조 계약되는 150미터 이상의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적용

•	  (논의결과) 감사시 식별된 모든 부적합사항들이 GBS에 적합하게 교정되었음을 확인하고, IACS 

및 회원 RO의 산적화물선과 유조선 구조규칙에 대한 GBS 적합성 검증 감사가 성공적 으로 완료

되었음을 공표함

4. 기타 주요 결정사항

•	  IMO 선박식별번호 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한 결의서 A.1078(28) 개정 승인

   (논의결과) 자발적 시행사항인 IMO 선박식별번호의 적용범위 확대에 찬성하여, 동 결의서  개정

초안*을 협약이행위원회(III) 4차(‘17.9)에서 상세 검토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여객선, 이동식시추선 및 100톤 미만의 여객선, 관할수역 밖을 항해하는 전장 12미터 

이상 100톤 미만 동력어선까지 적용

•	 SOLAS II-1장 개정안 채택

  (논의결과) 항해 중 여객선 수밀문 개방가능 여부 판단 주체를 확대*, 여객선 요구구획지수**        

R값 계산식(II-1 6규칙 2.3항) 삽입 등을 반영한 SOLAS II-1장 개정안 채택

* 주관청→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선주/선박운항자

* * 침수시 여객선의 침몰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획의 개수 및 배치 정도를 지수화한 것

•	 IMO에서 공인하는 전세계전파항해시스템(WWRNS)의 인정범위 명확화 

  (논의결과) 선박대상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에 대응하여 사이버 위험성을 선사 및 선박의 안전    

관리시스템 위험성 관리 항목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

•	황함유량 0.5% 미만 연료유의 인화점 관련 안전성 문제* 논의

   (논의결과) 저유황유 사용을 변경 없이 ‘20.1.1부터 강제 적용하고, PPR에서 저유황유 안전성 

문제를 기술적 논의 후 MSC에 보고하도록 결정

* 현 SOLAS 규정은 인화점 60도 이상 연료유만 사용하도록 하나, 저유황유 제조를 위한 연료혼합 과정 중 규정 

미달의 연료유 공급 가능성 우려 제기(브라질, 칠레)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EU의회,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승인(Lloyd's List, 3.16)

지중해에서 38년된 노후 화물선 침몰, 선원 7명 실종 (Lloyd's List, 3.17)

USCG, 2021년까지는 평형수관리장치 설치 요구(Lloyd's List, 3.22)

Maersk,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4% 증가 예상 (Lloyd's List, 3.30)

보험업계, 10년전 대비 선박손실 45% 감소(Lloyd's List, 4.10)

IMO의 연료유 규제, Tanker 수요 증가시킬 것 (Lloyd's List, 4.27)

Forwarders(화물중개업자), 아시아-유럽 물동량 증가 예상 

(Lloyd's List, 4.27)

마셜제도, IMO에 기후변화 1.5도(온도) 상한 설정 촉구 (Lloyd's List, 5.4)

ABN AMRO(덴마크 은행) 평형수설비 설치 Financing 제공

(Lloyd's List, 5.3)

MTCC(해사기술협력센터) 해운분야 기후변화대응에 중추적 역할 

(Ship-technologe, 5.10)

아시아-유럽 장기 컨테이너 운송계약요율 크게 상승 (Lloyd's List, 5.17)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선원 6명 해적에 피랍 (Lloyd's List, 5.18)

Panamax 벌크선 지수 최근 5개월내 최저치 기록 (Lloyd's List, 5.24)

英, 대형선사의 등록 선대 이탈 우려 (Lloyd's List, 5.24)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LNG 연료 컨테이너선 관심고조 (Lloyd's List, 6.1)

Offshore 마켓, 2019년부터 반등 예상 (Lloyd's Lis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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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회가 3.16 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질유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이 조치가 

MARPOL 협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와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촉구함

•	 지난 2.1 EU의 외교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회원국 선박들이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을 금지    

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한 바 있음

•	 동 결의안은 MARPOL 협약 및 Polar Code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는 7월 

MEPC 회의에서 동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EU의회,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승인

(Lloyd's List, 3.16)

•	 터키-리비아 항로를 운항하는 소형 컨테이너선(선명 “Tinaztepe S”, 터키 국적, 터키선원 13명 

승선)이 리비아 연안에서 침몰하여 선원 7명이 실종됨

•	 1979년 건조된 동 선박은 황천 항해 중 전복 후 침몰하였으며, 정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리비아 등 연안국 5개의 구조팀이 수색구조 중임

지중해에서 38년된 노후 화물선 침몰, 선원 7명 실종 

(Lloyd's List, 3.17)

•	 IMO와 별개로 평형수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강화기준을 요구하는 USCG는 평형수관리장치의 

설치유예를 개별 선박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유 등을 검토하여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이를 불허할 방침임을 밝힘

•	 따라서, 설치 유예가 되는 기간은 최대 2021년까지이며, 2022년부터는 USCG 기준을 충족하는 

평형수관리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미국 항만에 입항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USCG는 현재까지 3개(스웨덴의 AlfaLaval, 노르웨이의 Optimarin, OceanSaver)의 설비에 

대해 형식승인을 한 바 있으며, 추가로 1개 설비가 형식승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짐(업체 미공개)

USCG, 2021년까지는 평형수관리장치 설치 요구

(Lloyd's List, 3.22)

•	 머스크 최고 경영진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전세계 주요 30개 항만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1.5%  

증가, 2016년 1.8%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음

•	 머스크 경영진은 컨테이너선의 수급 조절, 글로벌 선사의 인수합병(최근 수년간 글로벌        

Top20개 선사가 Top 12개 선사로 이미 재편된 바 있음)이 장기적인 컨 시장 회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함

Maersk,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4% 증가 예상 

(Lloyd's List,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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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정된 IMO의 연료유 규제(0.5%이하 low-sulphur cap)가 Tanker 수요를 증가         

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싱가포르에서 열린 ‘Maritime Week’에서 Tanker 시황 분석가들은 IMO 규제를 충족하는      

연료유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전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중소규모 Tanker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함

IMO의 연료유 규제, Tanker 수요 증가시킬 것 (Lloyd's List,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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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14,828건의 해상보험 클레임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선박사고로 인한 손실률이 45%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	 또한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박보험사고의 최소 75%가 인적과실에 의한 것이며, 확대    

해석할 경우 96%가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보험업계, 10년전 대비 선박손실 45% 감소(Lloyd's List, 4.10)

•	 최근 중국계 기관의 조사에서, 약 70%의 글로벌 화물중개업자들은 향후 3개월 후에는 아시아- 

유럽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올해 매월 해운물동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북미-아시아 물동량에 대해서는 화물중개업자의 

43%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함

Forwarders(화물중개업자), 아시아-유럽 물동량 증가 예상 

(Lloyd's List, 4.27)

•	 마셜제도와 솔로몬제도 등은 IMO가 2018년 수립예정인 기후변화대응로드맵에 온도 상승       

제한치를 1.5도로 명시하여 수립하자고 제안함

•	 이에 대한 사전논의가 오는 7월 MEPC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동 제안을 비롯한 회원국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18년 로드맵 수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거쳐 2023년         

공식적인 IMO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채택될 예정임

마셜제도, IMO에 기후변화 1.5도(온도) 상한 설정 촉구 

(Lloyd's List, 5.4)

•	 평형수협약이 오는 9월 발효예정이고, 선박당 1~1.5백만 달러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ABN AMRO 은행이 세계 최초로 전용 Financing 서비스를 시작함

•	 DNV GL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9,000척의 현존 선박에 평형수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 435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ABN AMRO(덴마크 은행) 평형수설비 설치 Financing 제공

(Lloyd's Lis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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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21마일 해상에서 일반화물선 선원 6명이 해적에 피랍됨

•	 선명과 선원의 국적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이지리아 해군당국이 조사 중임

•	 한편, 올해 1분기까지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해적에 피랍된 선원은 총 17명이며, 1분기 중 전      

세계 선원피랍사고의 63%가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발생하여, 인근 항해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선원 6명 해적에 피랍 (Lloyd's List,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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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후원하고 IMO가 설립 · 운영을 지원하는 해사기술 협력센터(MTCCs: Maritime Tech-

nology Cooperation Centres)가 해운분야 기후 변화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

•	 IMO-GHG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0억톤에 달하며, 전체    

산업분야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분야 배출량이 2050년까지 최대 250%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MTCCs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교육훈련 등을 위한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로서, EU가 1천만 유로를 재정지원하며, ▲아시아(중국 상하이 해양대학), ▲중남미     

(파나마 해양대학), ▲캐리비안(트리니다 토바고 국립종합대학), ▲아프리카(케냐 농수산기술        

대학) 등 4개가 선정되어 운영에 착수하였으며, ▲태평양 지역 거점(대학·연구소)을 이달 중     

추가로 선정할 예정(전세계 총 5개)

MTCC(해사기술협력센터) 해운분야 기후변화대응에 중추적 역할 

(Ship-technologe, 5.10)

•	 올해 2분기 중 계약된 아시아-유럽간의 장기 컨테이너 운송계약 요율이 40피트 컨테이너당 

1,396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120% 상승함

•	  또한, 올해 1분기에 비해서도 10%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수익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유럽 장기 컨테이너 운송계약요율 크게 상승 

(Lloyd's List, 5.17)

•	 중형 벌크선인 Panamax*의 발틱해운거래소 운임지수가 올해 4월 1,600선에 비해 크게            

떨어진, 849 포인트를 기록하여 최근 5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함

*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길이 330미터, 폭 33미터 이하의 중형 선박

•	  전문가들은 중국 물동량의 증가추세가 완만하고,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경기 호조에 따라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Panamax 벌크선 지수 최근 5개월내 최저치 기록 

(Lloyd's List,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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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운당국은 자국 등록 선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Brexit 등으로 대형        

선사의 이탈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Evergreen, CMA CGM, Zodiac Maritime 등이 영국 등록 선대를 유지하는 대형 선사들이며, 

최근 Evergreen이 8,500 TEU급 컨테이너 등 21척을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 등록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짐

英, 대형선사의 등록 선대 이탈 우려 (Lloyd's List,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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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선 등 Offshore 장비의 공급과잉이 노후장비 폐선 등으로 ’18년말 해소되고, ’19년부터는 

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올해 전세계 Offshore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9%가 감소하였으나, ’18~’22    

기간에는 현재보다 총 14%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Offshore 마켓, 2019년부터 반등 예상 (Lloyd's List, 6.1)

•	 ’20년 시행 예정인 IMO의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로 인해, LNG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의 

건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유가하락으로 경제성이 낮아 큰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LNG 연료 컨테이너선은     

각종 대기오염규제를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최근 새로운 환경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연구·      

검토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LNG 연료 컨테이너선 관심고조 

(Lloyd's List, 6.1)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바다에 관한 안전 정보, 한 권으로 만난다

해양수산부,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만전 기한다

해양안전 관련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 세계 해사분야 전문가 모여 해사 미래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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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5월 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선박안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혹은 능력

  먼저, 과거에는 선박소유자에 국한되었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미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작년 7월 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 · 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및 소형선박의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 선박용 물건 : 선박에 비치 또는 설치되는 물건(기자재)으로서 구명뗏목, 소화기 및 펌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165개 대량생산 품목을 말함

  

  마지막으로,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 한도를 확대하여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                  

하였다. 과거에는 검사기관이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 수행 관련하여 ①고의 또는 ②중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기관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구상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①고의 또는 ②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 선급법인 50억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위험물검사대행기관 등 3억원 한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원성 유지의무자 확대 등 선박운항 안전성 제고 추진

「선박안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작년에 발행한 53건의 항행통보를 한 권으로 모은 ‘2016년 항행통보

연보’를 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 및 수중암초, 해상장애물 등 해상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모은 ‘항행통보’를 항해자들에게 배포하여 안전한 항해를 돕고 있다. 항행통보는 매주    

금요일에 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 게시되며, 전국 520여 개 선사 등 관련기관에 책자

형태로도 배포된다. 

  이번에 발행하는 ‘2016년 항행통보연보’에서는 그동안 항행통보 정보를 놓쳤거나 항목별로 정보

를 확인하고자 하는 항해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등대, 등부표, 암초 등 주요 항목을            

해역별 · 주제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또한, 한국연안 해상사격 훈련구역과 항만별 해상교통관제     

서비스(VTS) 구역 등 항행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 과장은 “국내외 운항자들이 보다 쉽게 해상교통안전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 항행통보연보’는 5월 18(목)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 ‘항행안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 관련기관 및 국제수로기구 회원국 등에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

이다.

국립해양조사원, 항해안전정보 종합서‘2016 항행통보연보’발행

바다에 관한 안전 정보, 한 권으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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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항행통보연보 참고자료

2016년 항행통보연보 목차 및 수록된 VTS 정보 예시

2016년 항행통보연보 표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6월~8월) 태풍·장마 등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사고 및 해양수산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여름철에는 태풍·장마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와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의 운항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및 해양사고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5년 간 발생한 8,404건의 해양사고 중 2,241건(월평균 150건)의 해양사고가 여름철에 발생하여 가을철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음

  이번 대책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 취약요인 점검 △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 해수욕장·여객터미널을 통한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 태풍내습 대비 정박지 및 시설물 사전

점검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화물선 등 안전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선박 검사 시 선체 두께, 선박 구조 등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악천후 시 선박 피항 요령 등 비상대응요령과 위치발신 장치 · 통신설비 

작동법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대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태풍의 내습에 대비하여 정박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항만 순찰 등을 진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양

안전 종합관리 TF 회의’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긴급보고 및 상황관리체계를 유지  

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여름철 해상교통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름철에는 태풍·장마 등으로 해상의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바다를 찾을 때 기상정보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태풍 · 장마 등에 대비한‘해상교통 안전대책’마련하여 6월~8월까지 추진

해양수산부, 

여름철 해상안전 지키기에 만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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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6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7)’를 개최했다.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인 본 엑스포는 2015

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바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엑스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민안전처, 해군, 수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15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양안전 ·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국제 해양

안전 콘퍼런스 등의 행사와 함께 450여 개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다. 

  ‘해양안전 · 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정책과 최신 안전기술을 홍보하는 전시관 및     

방문객이 응급처치(구조)요령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특별관 등이 운영되었다. 특히 부스에   

수조를 설치하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구명정에 탑승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에서는 선박항해통신장비, 구조 및 수색을 위한 로봇 · 드론 등 

장비, 인명구조 및 소화방재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6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양일간 개최된 ‘국제 해양안전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해양경비대    

해양안전센터의 존W모거 사령관을 비롯한 국내외 해양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 인명 · 재산      

안전과 해양안전산업의 비전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대행사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베스트 라이프자켓 

콘테스트’가 개최되었으며, 업계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군용품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도 열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해양안전 엑스포를 통해 해양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해양      

안전산업이 우리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해양 

안전 엑스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안전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해양안전 관련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요

◆ 추진배경

해양안전문화 확산,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전시회 개최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참여제고 필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7)

•	 (기간/장소) ‘17.6.14.~16.(3일간), 부산 벡스코(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 위험시설은 전수 민관합동점검, 일반시설은 자체점검 및 표본점검 실시

•	 (주최/주관) 우리부, 부산시 / 드림코리아 · 부산전람 컨소시엄

•	 (후원) 국민안전처, 대한민국 해군, 수협중앙회, 대한민국해양연맹,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 산 · 학 · 연 및 업·단체(36개)

•	 (행사구성) 

구성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170부스)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280부스)
국제 해양안전 콘퍼런스

(6.14.~15.)

내 용

정부, 업·단체 홍보부스
- 해양안전 정책·기술 발표
(부대행사)
해양안전 체험특별관 운영*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전시
- 통신장비, 구명설비, 구조·구난

설비 등

해양사고와 인적요인

해양안전 기술 및 산업

* 체험관내 수조(Pool) 설치를 통한 구명정 등 탑승체험,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 · 구명줄 매듭짓기 · 구명     

조끼 착용 등 실습

* * (우리부 홍보부스 운영) 해양안전 정책 소개, 기초해양안전 동영상 상영 등

•	 (소요 예산) 10억(국비 2억, 시비 2억, 민간부담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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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안전 콘퍼런스 프로그램

◆ 6.14.(수) - Maritime Safety on Personnel and Asset 해양 인명 · 재산 안전 비전

Time Program

09:00-09:30(30’) Opening Ceremony (개회식)

Maritime Safety on Personnel and Asset
인명과 재산에 관한 해양안전 비전

09:30-10:10(40’)
해양안전산업 혁명비전

드라코스 바살로스 소장(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해양안전연구센터)

10:10-10:50(40’)
역사에서 배우는 미국 그리고 국제 해양안전 비전
존 W 모거 사령관(미국해양경비대 해양안전센터)

10:50-11:10(20‘) Break (휴식)

11:10-11:40(30’)
IMO의 해양안전 규정에 대한 이행

남창섭 사무관(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시행 지원부)

11:40-12:10(30’)
해일의 공격을 받은 선박의 안전 운항

이치 코바야시 교수(고베대학교 해사과학대학원)

12:10-12:40(30’)
Plenary Discussion(종합토론)

좌장 : 김광수 교수(목포해양대학교)

12:40-13:50(70’) Lunch (오찬)

Maritime Laws and Marine Insurance
해양사고와 해상보험

13:50-14:20(30’)
해양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

윤민현 박사

14:20-14:50(30’)
MV SALOOS호 사고와 인양 분쟁
알렉스 매킨스 변호사(타탐매킨스)

14:50-15:20(30’)
해양사고에 관한 법률적 분쟁 사례

서영화 변호사(법무법인 청해)

15:20-15:50(30’)
Plenary Discussion(종합토론)

좌장 : 이권희 회장(한국해기사협회)

15:50-16:10 Break (휴식)

Joint Seminar on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Due to Human Errors
“해양 인적사고 예방 세미나” 공동주최

16:10-16:40(30’)
인적 실수와 문화적 무지에 기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인길 교수(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

16:40-17:10(30’)
선박운항 안전을 위한 선상 문화 다양성 관리
최진철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글로벌학부)

17:10-17:40(30’)
어선 안전 운항을 위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실태와 문화적 차이 극복 방안

이유원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운영팀)

17:40-18:10(30’)
Plenary Discussion

종합토론

◆ 6.15.(목) - Maritime Safety Industry 해양안전 산업 비전

Time Program

Maritime Safety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한 해양안전 비전

09:00-09:30(30’)
브라운 유전지의 미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플랜트 해체산업 현황

누르 아밀라 완 압둘라 자와이 교수(페트로나스공대 토목환경공학과)

09:30-10:00(30’)
선박평형수의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안전 문제점 및 해결책

이승환 주임(테크로스 영업부)

10:00-10:20(20‘) Break (휴식)

10:20-10:50(30’)
말레이시아와 인접 지역에서 가동중인 해양플랜트 보안과 해양안전

모드 샤히르 리우 연구혁신부총장(페트로나스공대)

10:50-11:20(30’)
고망간강 LNG연료 탱크를 탑재한 LNG연료추진 산적화물선 개발

김기환 수석연구원(포스코 PosM-CS 철강산업팀)

11:20-11:50(30’)
Plenary Discussion(종합토론)

좌장 : 이강기 교수(한국해양대학교)

11:50-13:00(70’) Lunch (오찬)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ritime Safety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안전산업 혁명

13:00-13:30(30’)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산업 발전방향

루이스 베니토 책임자(로이드선급협회 혁신전략연구팀)

13:30-14:00(30’)
무인 자율운항 선박 개발 현황

탐 이스토 부사장(콩스버그 마리타임 AS)

14:00-14:30(30’)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등장과 법률적 고찰

김인현 교수/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국해법학회)

14:30-15:00(30‘) Break (휴식)

15:00-15:30(30’)
해양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선성 대사증후군의 관리

최병관 교수(부산대학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

15:30-16:00(30’)
해양안전 확보에 관한 선급협회의 역할

제임스 도미닉 스미스 대표(로이드선급협회 북아시아지역본부)

16:00-16:30(30’)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조득재 책임연구원(한국형 e-Navigation 사업단)

16:30-17:00(30‘)
Plenary Discussion 종합토론

Chair: Prof. Jinsoo Park 좌장: 박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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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채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16.12.27 공포)」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9일부터 7월      

19일(40일 간)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등 주요 해운국은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공격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 아덴만 여명작전 : 2011.1.21.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 삼호해운 소속    

선박 삼호주얼리호를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사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

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하기 전에 위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원대피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화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법령제정을 통해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함       

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7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 법률과 함께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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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화)부터 6월 30일(금)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한국해사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6.27∼29) 정책·산업·학술포럼 / 해운대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

        (6.30) 모의 IMO 총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층 다목적강의실

  한국해사주간은 2007년부터 개최해 온 국제해사포럼과 2013년부터 개최해온 선박평형수 국제     

포럼 등을 연계하여 올해 처음 진행된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와 주요 석학들이 참여하여 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6월 27일(화)에는 해사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이행'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해사기구 · 국제표준화   

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국 · 덴마크 등 각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선급 등 민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후 참석자 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28일(수) 열리는 산업포럼에서는 올해 9월 8일 본격 발효될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이행    

방안을 주제로,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산업 동향 및 미국의 선박평형수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     

었다.  이후 선박평형수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해외 선주들을 

초청하여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목)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미래의 해사정책’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①국제기구와 

정부의 역할 ②항해 관련 주요 현안 ③해양환경 보호와 행정이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10개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온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사주간 마지막 날인 30일(금)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다루는 해사안전, 환경, 법규, 정책 등에       

대하여 국내 대학생들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의 국제해사기구 총회’ 본선대회를 치렀다.     

대회 종료 직후 현장심사를 통해 총 11개 팀*에 시상하였으며, 대상 1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6월 27~30일 부산에서‘한국해사주간’개최

전 세계 해사분야 전문가 모여 해사 미래 논의하다

상장 구분 수상 시상내역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1팀 상금 500만원 + IMO본부 견학

최우수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1팀 상금 500만원

우수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 1팀 상금 300만원

특별상 기타후원기관장상(8개) 8팀 각 상금 150만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해사분야 미래 이슈를 선점하고,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     

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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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산업·학술포럼 프로그램

◆ 27th  June, 2017(10:00~17:30)

    Policy Forum    

•	  Implementation of MARPOL Annex VI : 
     Enforcement of the Global Sulphur Cap and Data Collection System

TIME SCHEDULE SPEAKERS

09:30~10:00 Registration

10:00~10:10 Opening Remark Minister of Oceans & Fisheries

10:10~10:20 Congratulatory Remarks Suh Byung-soo
Mayor, Busan Metropolitan City

10:20~10:30 Photograph

1st Se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olicies on Air Pollution Prevention

10:30~10:50
1. IMO’s View and Strategy on MARPOL An-

nex VI
Dr. Flavio da Costa Fernandes 
Vice Chair, PPR, IMO

10:50~11:10
2. Standardization & Updated Revision of ISO 

Related to Air Pollution Prevention
Mr. Fan Wei 
Representative, ISO

11:10~11:30
3. Views and Actions on Air Pollution Pre-

v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hip 
Owner’s Society

Mr. Tim Wilkins 
Director, INTERTANKO

11:30~12:00 Question & Answer

12:00~13:30 Lunch

2nd Session
Individual State’s Policy on Air Pollution Prevention

13:30~13:50
1.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Hong-
kong

Mr. Nelson CW Ho 
Senior Surveyor of Ships, Marin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13:50~14:10
2.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USA

Capt. John Mauger 
Captain, US Coast Guard

14:10~14:30
3.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Jordan

Engineer Walid Ismail Al Hannini 
Head, PSC Department, Jordan Mari-
time Commission

14:30~14:50
4.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Denmark

Mr. Per Sonderstrup 
Director, Maritime Regulation, Denmark 
Maritime Authority

14:50~15:30 Question & Answer

15:30~16:00 Coffee Break

정책·산업·학술포럼 프로그램

3nd Session
RO’s Approach to Air Pollution Prevention

16:00~16:20
1. DNVGL’s Countermeasure for  Reinforce-

ment of Air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

Mr. Jung Mun-hwa 
Head, Det Norske Veritas-Germanisch-
er Lloyd

16:20~16:40
2. KR’s Countermeasure for Reinforcement of 

Air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
Mr. Moon Gun-feel 
Senior Researcher, Korean Register

16:40~17:00
3. BV’s Countermeasure for Reinforcement of  

Air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

Mr. Cho Yoon-je 
Senior Surveyor, Bureau Veritas

17:00~17:30 Question & Answer

◆ 28th  June, 2017(10:00~18:00)

    Industry Forum    

•	  Technologies and Implementation of BWM Convention

TIME SCHEDULE SPEAKERS

09:30~10:00 Registration

10:00~10:05 Opening Remarks
Mr. Park Kwang-youl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0:05~10:10 Photograph

1st Session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BWM Convention
Chair : Prof. Choi Keun-hyung(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0:10~10:45
1. The Current Issues and Prospective of IMO 

for the Implementation of BWM Convention
Dr. Flavio da Costa Fernandes 
Vice Chair, PPR, IMO

10:45~11:20
2. Harmonization of D-2 Compliance     Moni-

toring among Member States
Dr. Guillaume Drillet 
President, Global TestNet

2nd Session
Ballast Water Management Policy of US after BWMS Type Approval

Chair : Prof. Kim Jong-myoung(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1:20~11:55
1. US Regulations on BWM and Updates on 

Extension Program
Capt. John Mauger 
Captain, US Coast Guard

11:55~12:30
2. BWMS Type Approval Testing and Compli-

ances Monitoring of Ballast Discharges
Dr. Mario Tamburri 
Director, MERC

12:30~14:00 Lunch

3nd Session
Technology Public Relation

Chair : Mr. Lee Mike J.W.(Executive Director, Techcross)

14:00~15:15
Current Status of Retrofitting Technology for 
Existing Ships and New Ships /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BWM Technology

NK BMS, Panasia, Samsung Heavy 
Industries, Techcross

15:15~15:4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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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산업·학술포럼 프로그램

4th Session
Panel Discussion

Chair : Prof. Rhie Ki-tae(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15:40~16:50

Perspectives 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Regulations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BWM 
Convention, Revised G8 Guidelines, and USCG 
Type Approval

Dr. Flavio da Costa Fernandes 
Vice Chair, PPR, IMO 

Dr. Guillaume Drillet 
President, Global TestNet 
Capt. John Mauger 
Captain, US Coast Guard 
Dr. Mario Tamburri  
Director, MERC

 5th Session
Marketing

16:50~18:00 BWMS Marketing KABWMS and Shipowners

◆ 29th  June, 2017(10:00~17:00)

    Academy Forum    

•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Future of Maritime Policy 

TIME SCHEDULE SPEAKERS

09:30~10:00 Registration

10:00~10:20 Keynote Speech Dr. Kwon Suk-jae President, Korean Soci-
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10:20~10:30 Photograph

1st Session
The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lag States

Chair : Dr. Adolf K.Y.Ng(Professor, Manitoba University)

10:30~10:50
1. Role and Function of World Mari-

time     University in Relation to In-
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Dr. Daniel S.H. Moon 
Professor, World Maritime University

10:50~11:10
2. Improving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 The Need for Reform

Dr. G.Reza EMAD 
Professor, Tasmania University

11:10~11:30
3. Current Issues and Future Develop-

ments for an Enhanced Concept of 
Flag State Performance

Dr. Jens-Uwe Schroder 
Professor, World Maritime University

11:30~12:00 Panel Discussion, Question & Answer

Dr. Park Jin-soo 
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
sity 

Dr. Jeong Jae-yong
Professor,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12:00~13:30 Lunch

정책·산업·학술포럼 프로그램

2nd Session
Issues on Maritime Navigations

Chair : Dr. Stephen de Mora(President, Plymouth Marine Laboratory)

13:30~13:50
1. Issues in Arctic Shipping and Trans-

portation
Dr. Adolf K.Y. Ng 
Professor, Manitoba University

13:50~14:10
2. Application of PARK Model in Ko-

rean Waterways

Dr. Park Young-soo 
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
sity

14:10~14:30

3. Consideration of User Needs on the      
Guidelines for the Harmonized 
Display of Navigation Informa-
tion Received via Communications 
Equipment

Dr. An Kwang 
Professor,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14:30~15:00 Panel Discussion, Question & Answer

Dr. Kim Deug-bong 
Professor,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Dr. Cho Ik-soon 
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
sity

15:00~15:30 Coffee Break

3nd Sessi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s

Chair : Dr. Daniel S.H. Moon(Professor, World Maritime University)

15:30~15:50 1. The Environmental Impact of Ships Dr. Stephen de Mora 
President, Plymouth Marine Laborator

15:50~16:10
2. The Reduction of Ship GHG Emis-

sions through the IMO : Retrospect 
and Prospect

Dr. Aldo Chircop 
Professor, Dalhousie University

16:10~16:30
3. Vietnam Maritime Sector for Im-

proving the Enforcement and Effec-
tiveness of Maritime

Dr. Le Quoc Tien 
Vice President, Vietnam Maritime University

16:30~17:00 Panel Discussion, Question & Answer

Dr. Park Han-seon 
Director, Korea Maritime Institute 

Dr. Park Joo-sung 
Managing Director, Korean Register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남항 서구지역 수제선 정비사업 설계 착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수산인 대상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 광양항 해사안전 길잡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회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한 등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수산인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름 휴가철, 안전한 바다여행 즐기세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무더위에도 해양사고 무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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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 · 관 합동 해양안전 간담회’를 유관기관 

및 해양관련 업 ·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목) 오후 3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봄철 계절특성 및 다양한 해양사고 취약요인 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된 우리 청 

해양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아울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사고에 취약한 위험선박을 사전에 식별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함선박 감시(신고)체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상선-어선 간 충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봄철은 농무기 등 기상악화와 성어기·행락철에 따른 선박교통량      

증가로 인해 해양사고의 위험요소가 많은 시기인 만큼 종사자들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안전  

의식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안내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남항 서구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부산남항 수제선      

(방재호안)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3월 21일 착수하여 2017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태풍 “산바(2012. 9.)” 및 “너구리(2014. 7.)” 등 태풍 내습시     

월파로 인해 배후지 침수 및 배후도로 등 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산남항 서구지역 전면 

방재호안 500m(폭 50m) 건설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비 460여 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료한 후 부산         

광역시에서 2020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월파된 해수 배수를 위해 조성되는 폭 50m 투수성 완충지대에 

대해 친수적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 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방재호안 500m 설치를 통해 태풍 등 이상파랑 내습시 배후지 침수 피해 예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남항 서구지역 수제선 정비사업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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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12일(수), 인천지역 해양수산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해사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지원단*에서 온 전문가가     

봄 · 여름철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사고예방법 및 선박 화재시 조치 방법에 대한 특별강의         

후  구명뗏목, 신호탄 및 소화기 등 비상 · 소화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 해양수산부에서 육 · 해상 종사자(선원, 선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해양대, 해양수산연수원, 선박검사기관 등 해기교육 · 선박검사 등 해양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단체

  금번 교육은 해양수산계 학생들의 해양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비상 ·  

소화장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졸업 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이끌어갈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본 교육을 통해 취업 전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무에서 닥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다음 달에도 인천해양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 종사자 및 경영층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해사고 학생 대상 해양안전 특강 및 선박의 비상장비 작동법 시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수산인 
대상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

◆ 사업목적

부산남항 사하구 일원의 이상파랑 내습시 월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방재호안      

설치 등을 통한 수제선 정비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기본 및 실시설계 : 2017. 3. 21 ~ 2017. 12. 31)

•	 총사업비 : 46,171백만원

•	 사 업 량 : 방재호안 축조 500m(폭 50m)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6.09.29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반영(연안항)

•	 '17.03. ~ '17.12.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부산항건설사무소)

•	 '17.12.     : 설계도서 인계(부산항건설사무소 → 부산광역시)

•	 '18.상 ~ ‘20.하 : 건설공사 시행(부산광역시)

◆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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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에서 향후 5년간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년)이 발표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국가해사안전 기본 

계획의 비전,목표,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한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상세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및 선박통항로 안전 확보   

추진 등 울산항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계절별로 계절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해사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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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5개 전략과제 및 22개 세부추진과제 )

순번 세부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추진 내용

전략 1. 인적과실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1-1. 현장중심의 선종별 취약요인 집중안전관리 추진

1 1-1-1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선박의 승무원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안전의식 강화
여객선 안전 민관 합동연구회 운영(분기 1회)

2 1-1-2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
노후 선박(내항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해사안전감독 
강화

1-4.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3 1-4-2 위험물 운반선 안전성 제고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정부대행검사기관 합동 점검 실시(필요시)

4 1-4-3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강화

(해양시설 및 항만공사 현장 안전
성 강화)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 강화
해양시설 합동 안전점검 및 운영자 자체 안전점검 실시
항만공사 현장 안전점검 시행(분기별)

1-5. 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5 1-5-3
폐어망·로프 감김사고 예방 대책 

추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적극적 운영
각종 해양정화활동 실시 및 지원

전략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2-1.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기반·역량 고도화

6 2-1-2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
교차감독 강화를 통한 감독관 업무 역량 제고
결함지적 위주의 감독에서 지도·교육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7 2-1-3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합동점검 실시
사고발생 선사·선박에 대한 특별(수시)심사·감독 실시
종사자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2-2. 선사의 안전관리 능력제고로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정립

8 2-2-1 안전관리체제 이행 선진화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강화

9 2-2-3 선사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지원
해양수산 CEO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과
연계한 교육 실시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간담회 실시

2-3. 지속가능한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체계 구축

10 2-3-1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해양수산분야 재난대비 훈련 강화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관리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등 개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11 2-3-3 항만 및 선박보안관리 체계 공고화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
보안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 추진
선박보안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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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여수 · 광양

항의 실정에 맞는「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해상교통 · 수산 · 해양관광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공간에서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계획이며 해상종사자의 역량제고, 해상교통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6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5개 전략과제에서 2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2017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도에 약 50억원을 해양안전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동 시행계획은 대부분의 해양사고가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박 · 항만시설 · 항만공사현장 안전

점검 및 재난대응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7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 광양항 해사안전 길잡이!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
 (5개 전략과제 및 22개 세부추진과제 )

2-4. 외국선박 및 국적 외항선 관리 강화

12 2-4-1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항만국통

제 강화
노후선박에 및 고위험선박에 대한 우선 점검
정부대행검사기관과의 정기적 연구회 실시(월 1회)

13 2-4-2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

리 우수국가 지위 유지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 강화

2-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

14 2-5-1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해사안전감독 강화
계절별, 휴가철 등 대비 합동점검 실시

2-6. 비제도권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15 2-6-1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시운전선박의 임시항해검사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운전선박 사고 예방

16 2-6-3
항내운항 소형선박 및 관공선

안전관리 강화
항내운항 소형선박 해사안전감독 강화
선원 대상 방선 및 집합교육 실시

전략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3-1. 해양안전 홍보·캠페인 지속시행

17 3-1-1 해양안전문화 확산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확대 시행
여객선을 이용한 해양안전교육 실시
해양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문화 확산

전략 4. 해상 종사자의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제공

4-1. 해사안전관리 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정립

18 4-1-1 종사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현장감 있는 집합교육 실시
피교육자 맞춤형 교육 실시
어선종사자 합동교육 실시

19 4-1-3
최고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

육 강화
해양수산 CEO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
중·소형선 운항자 안전교육 강화

전략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5-2. 주요 선박통항로 안전관리 신뢰성 제고

20 5-2-1 위험물 취급항만 통항로 안전성 개선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준수 강화
특정해역 내 항법규정 준수 강화
중장기 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검토

21 5-2-2 선박통항 항로·수역 안전확보
항만순찰선 순찰강화 등 해상교통질서 유지
선박통항 위해요소 협의체 운영

5-4. ICT 기반 항행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22 4-1 항로표지 확충 및 항법시스템 고도화
선박통항 위해요소에 대한 항로표지 확충
항로표지 운영율의 국제기군 권고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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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상반기 동해 · 묵호항 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5월 15일(월)    

부터 26일(금)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     

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이었다.

 

   특히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에 대한 예방활동 및 집중 단속 계획이며,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중점 단속하였다.

    ※ ‘16년 무역항질서 단속실적 : 과태료 5건, 개선명령 2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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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업계 안전경영 문화정착을 위하여 지역 국제 해운대리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2017년도 「부산항 제1회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5월 18일(목) 한국 해양 수산        

연수원에서 실시했다.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해양 · 수산 선사 경영진의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해양사고 저감의     

전제 요건임을 착안하여 부산지역 해양수산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1명의 해양안전리더를 양성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내 연안에서 외국적 선박과 어선간의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적 선박과 긴밀한 지원 관계에 있는 해운대리점 경영진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금번 교육에는 대리점 경영진들이 외국적 선박의 선원에게 전파가 용이하도록 교육동영상       

등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배포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경영진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       

명의의 ‘해양안전리더증서’가 수여됐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금번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외국적 선박의 부산항의 해상교통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선과의 충돌 예방은 물론 부산항만의 안전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대리점 경영진 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회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최근 3년(2014~2016) 어선-상선 충돌사고 통계

◆ 어선-상선 충돌사고 통계 
< 참고 : 최근 3년간 어선-상선 충돌사고 통계 >

구 분 합계 2016 2015 2014

전체 충돌사고 건수 624 209 235 180

어선/상선
충돌

사고건수
(%)

158
(25.3)

51
(24.4)

62
(26.3)

45
(25)

인명피해 19 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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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및 무안군 해역의 수중암초에 통항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및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등대 3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대가 설치되는 해역은 신안군 하의면 및 장산면, 무안군 해제면 해상의 수중암초로 농무 

및 간조 시 통항선박에 위험이 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민원을 받아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 1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설치가 완료되면 항해위험요소(간출암) 해소로 주변을 통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은 물론 인근해역의 어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로표지과장은 “등대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항해위험요소 해소를 통하여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수중암초에 항로표지(등대) 설치로 통항선박 안전확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한 등대설치

사진대지

등표신설 위치도 (3개소)

신도북방등표저도북방등표 막금도서방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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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23일(화), 인천해양과학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안전교육지원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선박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실시한 후 구명뗏목 개방 및 소화장비 작동 등 학생들이 직접 

비상시 대처 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 해양수산부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0인        
으로 구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서 일하게 될 

인천해양과학고 학생들이 취업 전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무에서 닥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2017년도 하반기에 선원, 선박소유자 등 해양업계종사자 집합교육 등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 종사자 및 경영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과학고 해양사고예방 특강 및 선박 비상장비 직접 작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수산인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평택ㆍ당진항 및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특별 안전점검을 6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여객선 항로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인근 항로 상 설치된 모든 항로표지에 대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불빛을 내는 등명기, 충전 및 전력

공급 장비인 축전지와 태양전지의 기능상태 등이며, 기능 저하 및 노후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교체       

하여 안전한 항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의 항로표지 소등 사고에 대비해 소등 신고 접수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신속히 출동 

및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에 철저히 대비

함에 따라 항행선박의 안전한 바닷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바닷길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름철 대비 항로표지 특별 안전점검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름 휴가철, 안전한 바다여행 즐기세요!

등부표 전경 등표 전경

방파제등대 전경 입파도등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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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여름철에는 태풍·장마 등으로 인해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휴가철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선박의 운항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 취약요인 점검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태풍내습 대비 정박지 및 시설물 사전점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해양안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선내 안전사고,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노후 화물선, 예부선 등 사고 취약선박과 항만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여객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항로와 정박지 등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태풍 등 악천후 시 선박운항 요령과 해양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요령 등에 대한 선박 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활동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태풍  

내습, 선박사고, 닻끌림 사고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 ·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름철은 태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해상교통 환경이 좋지 않고 피서객 등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시기이므로 기상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양을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 태풍, 장마등 여름철 해상기상 여건 감안 취약요인 사전 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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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8월까지 여름철 기상 및 해상교통 특성을 반영한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여름철은 태풍·폭우로 인한 시정불량, 강풍과 높은 파도 등의 영향으로 해상기상이 악화되고,         

휴가철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악화 대비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화물선, 예부선, 급유선 

등 선종별 취약요인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태풍·해양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터미널 등 시설물 관리 철저와 휴가철 해수욕장·여객터미널 등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해양안전 캠페인도 시행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하여 해상종사자의 업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해상종사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무더위에도 해양사고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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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대표 수상작품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해양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을 6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는 해양안전문화 확산,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전시회로 해양안전 산업전, 사고예방 홍보전, 국제컨퍼런스로 

구성되며, 이번 행사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으로 참여했다.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 21점이며, 해상안전, 레저 · 물놀이 안전, 항만안전 등 분야별로 안전을     

테마로 하였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을 통해 해양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양안전의식 제고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행사’에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개최

배너

-

대상

당선자 : 허강한(한국해양대학교)
작품명 : 해난 생존훈련

최우수

당선자 : 차명길(일반)
작품명 : 연꽃과 같이

최우수

당선자 : 안주혁((주)포앰)
작품명 : 발연부신호와 진수된 구명뗏목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선박평형수 관리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박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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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05호, 2017.3.21., 타법개정

타법 개정(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         

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 부 칙 >

⊙ 법률 제14605호(2017.3.21)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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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34호, 2017.3.21., 제정

◇ 제정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ㆍ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      

하기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사     

원인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여 인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참사원인규명 활동에

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임.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

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제2장).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3장).

  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    

기간의 특례를 둠(제7조).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I. 제정·개정이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6. "선체조사"란 4·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체에 대한 각종    

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한다.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

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I.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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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 설계·건조·항해·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16세월호참사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

와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 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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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

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   

하면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

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선체 및 유실물, 유류품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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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

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

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 

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     

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

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2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     

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

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        

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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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

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

  3.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

  4. 그 밖에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①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 기간 및 장소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계획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4734호,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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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6호, 2017.5.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의 수습 과정을 점검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선체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보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2조 및 별표)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53명으로     

하고, 그 중 별정직 공무원은 35명, 일반직ㆍ특정직 공무원은 15명으로 함.

  나.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선체조사

위원회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두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을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13조)

      선체조사위원회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ㆍ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체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

단체 간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증인 등의 보호(제15조)

       선체조사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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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 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관 예산·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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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및 관리

  4.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수집과 분석·검증

  5.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 

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유실물·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제11조(지휘·감독) ①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    

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작성·발간·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작성·발간·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              

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4조에 따른 사무처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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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선박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타법 제정(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타법 제정(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체납액

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I. 개정이유 I. 개정이유

II. 개정문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

  (25)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 칙 > < 부 칙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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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해운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타법 제정(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의 징수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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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4107호, 2016.3.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

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생략

제82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 칙 >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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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5호, 2017.4.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보험금액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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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99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로 한다.

II. 개정문

제4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험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 18일"을 "7월 1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 셋째 주"를 "7월 셋째 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을 완료한 연안체험활동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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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12.]
총리령 제1392호, 2017.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흡기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중에서 실시하는 연안체험활동도 수중형 연안 체험      

활동에 포함시키고,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자연인인 경우

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란을 자연인 위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2일

          국무총리 (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    

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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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3 제2호(같은 호 나목       

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연안체험활동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자

성명
(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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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7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4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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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제5조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로, "지방해양항만청

장은"을 "지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각각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한다.

제22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의2(종전의 제22조)의 제목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을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

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

객선"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관            

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확보하고 유지하는데"를 "확보ㆍ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세부기준"을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ㆍ검색업무의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ㆍ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제31조"를 "제31조"로, "당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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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22조 및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4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제2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제30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ㆍ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 칙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0호, 2017.5.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7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을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외에 국제 항해 

  선박의 관리자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8080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소유자"를 각각 "해당          

국제 항해선박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 항해선박

소유자"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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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2017.6.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등 마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을 일정 기준(부산항의 경우 100명, 광양항의 경우 

50명 등) 이상 갖추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함.

  나.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기관 등 유사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의 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 항해 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 업무

의 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지방사무소를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            

자치도에 두도록 하던 것을 7개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다.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강화(안 별표 4)

         항만 내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등의 재질, 강도 및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 감시구역이 10미터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여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형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입구에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법 제31조에 따른"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별적으로 징수하려는"을 "징수하려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준,항만시설보안료"를 "기준, 항만시설보안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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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을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 항해 선박

의 소유자"를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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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는"을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으로 무단접근하는"을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제3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하는 때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3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별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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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    

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라 한다)을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    

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

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 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   

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

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

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 업체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    

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제2호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9개"를 "7곳"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8조"

를 "제38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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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2. 제37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Re-

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

ies"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재발급"을 각각 "재교부"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발급"을 각각 "교부"로, "재발급"을 각각 "재교부"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발급"을 "교부"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을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

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제4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으로, "법 제16조제2항"을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앞쪽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를 각각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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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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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통권 제37호

발행일.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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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