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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1) 결과

제67차 기술협력위원회(TC 67) 결과

제118차 이사회(C 118) 결과

제4차 화물·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CCC 4) 결과

제4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4) 결과

국제해사소식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유예, 해운산업계 환영

싱가포르, 컨테이너 물동량 9.6% 증가

中 COSCO, 홍콩 OOCL 인수, 세계 3위 컨선사로 도약

초대형 컨테이너선(18,000TEU 이상)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세정기(Scrubber),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에 효과적인 대안’주장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정상작동율 낮아 선주들 우려

MAERSK 그룹 올해 순이익 10억 달러 예상

국제 탱커선주단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조치 강구

미국 USCG, 평형수 무단배출 선박에 5천달러 벌금 부과

캐나다 밴쿠버 컨테이너 터미널,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추진

독일 교통부, LNG 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London Shipping Week, 9월 11-15일 개최 

사이프러스, 등록선박에 전자 기름기록부 사용 허용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전 세계 약 1천억 달러 규모

英 해사당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6백만 파운드 지원

2020년 저유황 연료유 가격 급등 전망

EU 회원국들, 해운분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난색

CMA CGM, 22,000TEU 컨선 9척, 중국 조선소와 건조계약

독일 MAN사, LNG/Bunker duel 엔진 개조 성공

Inmarsat-Rolls Royce, 선박 에너지 DATA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해사안전정책동향

베트남과 해사안전 분야 협의채널 마련해

50일 간 ‘여름철 해양안전 지키기 대작전’ 펼친다

아·태 및 유럽지역에서 항해안전설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가을철 선박안전 지키기에 총력 다한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한 항만활동,‘항만해양안전지수’로 지킨다

해사안전소식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송도 수중방파제 전면 안전시설 확충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오륙도등대 침낭숙박, 해양안전 생존캠프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고 느끼고 海보는 해양안전 캠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위험물 하역 현장 안전 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무인등대 주간표지 기능강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안전 확보 문제없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재난대비 항로표지 안전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연평도항 연도교 보수보강으로 교량 안전성 확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 · 중 국제여객선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감천 · 다대포항 피해원인은 자연 재해

주요법령제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7.]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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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MARPOL 부속서 6 및 부록 5(연료유 공급서 양식) 개정

•	 	(논의내용)	유럽의	북해	및	발틱해를	Tier	III	NOx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MARPOL	부속서	6장	개정	및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탑재에	따른	고유황	연료유	수급사항	

식별을	위한	부록	5(연료유	공급서	양식)	개정	검토

* Exhaust Gas Cleaning System

•	 	(논의결과)	다수	국가의	동의로	문구	수정작업	후	결의서	Res.MEPC.286(71)로	채택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효	예정

2. 평형수 관련, 선박기반 비상대책방안에 대한 지침 마련 

•	 	(논의내용)	선박에서	배출되는	평형수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비상대책방안에	대한	지침	초안	검토

•	 회의명 :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The 71st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1)

•	 일시/장소 : 2017. 7. 3 ~ 7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Arsenio Dominguez (파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09개국, 58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총 1,148명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1*) 결과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1st Session

제 71차
•	 	(논의결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식별된	조치,	선박	또는	육상수용설비로	배출	등	상황별					

항만국이	이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방안	지침*	마련

* 항만국이 인정한 평형수관리 방안, 교환수역에서의 평형수 교환, 운전조치(항해 변경, 선박평형수 배출 일정,     

평형수 선내 이동, 선내 평형수 유지 등) 등을 포함하였음

3.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4규칙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	 	(논의내용)	B-4.1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이	불가능한	해역에서	선박과	항만당국이	대체수단			

사용을	협의하고,	불가	시	평형수	배출을	허용하는	지침	개발	논의

•	 	(논의결과)	B-4.1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이	불가능한	해역에서	운전하는	선박에	대해	D-2						

이행시기	이전까지는	설비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람문이	승인됨

4.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3규칙 적용시기 타협안 승인

•	 	(논의내용)	BWMS(평형수처리장치)	설치에	병목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설치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이행일정을	조절하는	B-3규칙	타협안	제안

•	 	(논의결과) 선박평형수	배출기준(D-2규칙)	 이행시기인	 BWMS	 설치시기에	관한	 B-3규칙											

타협안*을	승인하였으며,	협약	발효	즉시	적용됨

* ① 협약 발효 이후 건조되는 선박 : 협약 발효 이후 즉시 설치

           ② 협약 발효 이전에 건조된 선박

 - 협약 발효 전 IOPP 정기검사 완료일에 따라 발효일자 이후 첫번째 또는 두번째 정기검사 시로 구분하여 

설치

 - IOPP 미적용 소형선박 : 2024년 이전 주관청에서 지정한 일까지 설치

5.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IMO 초기전략 개요 마련

•	 	(논의내용)	회기간	작업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IMO	초기			

전략	개요	개발	논의

•	 	(논의결과)	비전,	국가에	미치는	영향,	장애요소	및	지원방안,	정기적	재검토	등을	포함한	개요			

초안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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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ITCP 재정보고 중 GISIS(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 유료화 논의

•	 	(논의사항)	 ITCP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	개선	및	TC	자금	확충	방안으로	일반이용자							

(Public	users)에	대한	GISIS	유료화	제안	검토

•	 	(논의결과)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이용자	분석,	사업방향,	법률적인					

부분	등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2. 국제 해사훈련 기관 

•	 	(논의사항)	‘16년	세계해사대학(WMU)	및	국제해상법연구소(IMLI)의	주요	활동현황을	보고					

하고,	WMU	분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	논의

•	 	(논의결과)	현재	WMU	분교의	운영	및	활동을	중단하고,	‘WMU	분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다른	교육훈련기관들과의	파트너쉽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TC	68)

에	제출할	것을	요청

•	 회의명 : 제67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67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 67)

•	 일시/장소 : 2017. 7. 17 ~ 19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Zulkurnain Ayub (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4개국, 21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총 332명

기술협력위원회(TC 67*) 결과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7th Session

제 67차
6. Ro-Ro선 EEDI 기준 완화

•	 	(논의내용)	Ro-Ro	화물선	및	Ro-Ro	여객선의	기준선	설정에	사용된	매개변수	보정	및	대형					

선박	실적선	부족에	따른	EEDI	기준	완화*를	제안

* 기준선 20% 상승 및 대형선박의 기준선 수평이동

•	 	(논의결과)	 EEDI	 Phase	 2	 적기	이행을	위해	 Ro-Ro	화물선	및	 Ro-Ro	여객선의	 EEDI																		

기준선의	상승을	제안한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Ro-Ro	화물선	17,000	DWT,	Ro-Ro	여객선	

10,000	DWT	이상	선박의	EEDI	허용값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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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1. 웹기반 공동 작업공간 개발 논의

•	 	(논의사항)	이메일로	운영되는	통신작업반	등	작업반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웹기반					

작업공간	개발을	위한	논의

•	 	(논의결과)	인터넷	작업공간	운영시의	보안위험,	비용·행정부담	등	우려가	제기되어	사무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제출하고,	논의하기로	결정

2. 비정부간 단체(NGO)의 신규 IMO 자문지위 신청 검토 

•	 	(논의사항)	한·중·일	3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조선연합회(ASEF)*를	포함한	8개	비정부간	

단체의	신규	IMO	NGO	자문지위	부여	여부	검토

*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 세계 10개국 조선협회 또는 대표 조선사가 기술협력, 구제규정· 

표준 대응 및 주도를 위해 설립한 단체

•	 	(논의결과)	ASEF	등	2개	단체에	자문지위를	부여였고,	기타	6개	단체는	IMO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타	NGO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자문지위	부여가	부결되었음

•	 회의명 : 제118차 이사회  

           (The 118th Session of the Council, C 118)

•	 일시/장소 : 2017. 7. 24 ~ 2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Jeffrey Lantz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 40개국, 옵저버 회원국 44개국 등 등 약 300명

이사회(C 118*) 결과
* Council, 118th Session

제 118차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	 	(논의사항)	국가해상교통정책(NMTPs)	관련	교육	패키지	및	국가해사프로파일(CMP)	현황,	

2030	지속가능한	개발(SDGs)과	ITCP	연계방안	논의

•	 	(논의결과)	사무국의	교육패키지	적극적	전파	및	회원국의	지속적	CMP	최신화를	요청하고	

2030	SDGs와	ITCP	연계에	관한	총회결의서	승인

4. 대륙별 ITCP 교육 · 훈련 지역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논의사항)	ITCP	중	교육·훈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륙별	ITCP	교육·훈련	지역센터					

구축	필요성	제기

•	 	(논의결과)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활용,	자금	조달,	지역센터의	접근성	및	다자신탁펀드	이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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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연료유 지침서 개발

•	 	(논의사항)	IGF	Code	중	연료전지	관련	개정안	개발	및	저인화점연료(메틸	또는	에틸알콜)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술요건	개발

•	 	(논의결과)	연료전지	사용선박의	기술요건에	대한	IGF	Code	개정	초안	작업은	통신작업반에서	

추후	논의	예정이며,	저인화점연료	선박의	기술요건은	통신작업반	논의	후	차기	회의(CCC	5)

에서	완료	예정

2. 고망간강의 극저온 적합성 검토 

•	 	(논의사항)	고망간강의	극저온용	소재	적합성에	대한	통신작업반	논의	결과	검토	및	극저온			

적합성	시험항목·시험방법·합격기준	개발	논의

•	 	(논의결과)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기술검토	예정이며,	적합성이	검증되면	고망간강	소재	적용을	

위한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s)을	개발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회의명 : 제4차 컨테이너·화물운송전문위원회  

           (The 4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4)

•	 일시/장소 : 2017. 9. 11 ~ 1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e Hui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1개국, 33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41명

컨테이너·화물운송전문위원회(CCC 4*) 결과
*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4th Session

제 4차 
3. 이사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임기 제한 논의

•	 	(논의사항)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제한되고	있는	반면,	이사회	의장단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음을	고려하여	임기제한	규정	제정	논의

* 임기는 1년으로, 추가로 4년까지 연임(총 5년)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1년 추가 연임 가능

•	 	(논의결과)	이사회	의장단은	2년마다	선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임기를	총	6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의사규칙	개정안*을	승인

* 임기 2년, 추가로 4년까지 연임(총 6년)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2년 추가 연임 가능

4. ‘16년 국제해사상(International Maritime Prize) 수상자 결정

•	 	(논의사항)	단일후보로	추천된	전임	사무총장	Koji	Sekimizu의	‘16년	국제해사상	수여	여부	

검토	및	’17년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	정보	제공

•	 	(논의결과)	전임	사무총장	Koji	Sekimizu를	‘16년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이견	없이	결정함	

5. ‘17년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결정

•	 	(논의사항)	아국	추천	4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후보를	심사위원단에서	검토하여	‘17년	IMO	

바다의	의인상	최종	수상자를	결정

•	 	(논의결과)	세계도선사협회(IMPA)가	추천한	휴스턴	도선사	Michael	C.	McGee	및	Michael	

C.	Phillips가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2015	보령호	이광희	기관장은	감사장(Certificates	of	

Commendation)	수상자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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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회원국의 IMO 선박식별번호 자발적 적용 확대에 대한 결의서 검토

•	 	(논의사항)	불법어업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IMO	선박식별번호	대상이	아닌	어선	등에	대한				

회원국의	IMO번호	자발적	확대	적용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	검토

•	 	(논의결과)	회원국이	 IMO	선박식별번호	비대상	어선	등에도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총회	결의서	초안	및	부속서	검토	완료

* 기국의 자국 관할 해역 밖에서 운항하기위해 권한을 받은 100톤 미만의 여객선, 쾌속여객선 · SOLAS 규정 

V/19-1에 적용받는 이동시추선 · 비강선인 어선을 포함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길이 12미터의 제한

을 가진 총통수 100톤 미만의 모든 동력 어선

•	 회의명 : 제4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  

           (The 4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4)

•	 일시/장소 : 2017. 9. 25 ~ 2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Aji Vasudevan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90개국, 35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97명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4*) 결과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4th Session

제 4차
3. 보크사이트(Bauxite)의 액상화 위험성 논의

•	 	(논의사항)	보크사이트의	액상화가	복원성	상실의	원인으로	추정되어,	현재	Group	C(비위험성)

로	지정한	규정의	변경	논의

•	 	(논의결과)	Group	A(액상화	위험성)와	Group	C(비위험성)로	나누어	개별화물일람표에	반영

하고,	보크사이트의	운송허용	수분치	측정을	취한	신규	시험방법을	IMSBC	Code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액상화	위험에	대한	회람문서를	개정·승인함

4. 질산암모늄계 비료(비위험성)(AMMONIUM NITRATE BASED 

FERTILIZER(non-hazardous))의 개별화물일람표 개정

•	 	(논의사항)	 질산암모늄계	비료(비위험성)에	 대한	개별화물일람표(individual	 schedule)를			

개정하자는	독일의	제안에	대한	의견	검토

•	 	(논의결과)	질산암모늄계	비료의	Group	B(화학적	위험성)	지정은	회원국간	의견	차이로	합의

하지	못했으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여,	화학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회람문서를	개발·승인

함	

5. 니켈-금속 수소화물 버튼셀의 운송규정 면제를 위한 문구 수정

•	 	(논의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규정이	면제되는	UN3496(니켈-금속	수소화물	배터리)에			

대한	특별규정	SP963의	문구가	사용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문구의	명확화가	논의됨

•	 	(논의결과)	문구수정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세부논의를	위해	본	의제문서를	

차기	E&T(편집기술작업반)로	회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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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 문제에 대한 FAO/IMO 회의 결과 검토

•	 	(논의사항)	IUU	어업의	정의,	IUU	어업	관련	FAO/IMO간	JWG	회의의	안건	논의	결과	검토,	

어구의	표시에	대한	FAO의	가이드라인	채택	관련	논의

•	 	(논의결과)	해양오염	및	항행위험	방지를	위해	어구에	특정표시를	권고하고,	차기	JWG	회의	

주기를	매	4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방지를	위해	ILO를	회의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2. GISIS 모듈 중 RO 관련 정보 입력절차 개선 논의

•	 	(논의사항)	IMO에	통보해야	하는	“RO의	상세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RO가	직접	GISIS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논의

•	 	(논의결과)	RO가	직접	관련	정보를	GISIS에	입력하고,	주관청이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주관청과	 RO간	정부대행	검사권	협정서업로드는	자발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함

3. 전자해도(ECDI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일자(‘17.8.31까지) 유예

•	 	(논의사항)	일부	ECDIS	제조·서비스	업체의	인력	부족	또는	업데이트	후	표시	불량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특정조건	만족시	ECDI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일자	유예	여부	논의

•	 	(논의결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일자	유예를	결정하였으며,	명확한	일자	지정	및	PSC			

검사유예는	기술적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NCSR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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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유예, 해운산업계 환영

싱가포르, 컨테이너 물동량 9.6% 증가

中 COSCO, 홍콩 OOCL 인수, 세계 3위 컨선사로 도약

초대형 컨테이너선(18,000TEU 이상)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세정기(Scrubber),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에 효과적인 대안’주장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정상작동율 낮아 선주들 우려

MAERSK 그룹 올해 순이익 10억 달러 예상

국제 탱커선주단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조치 강구

미국 USCG, 평형수 무단배출 선박에 5천달러 벌금 부과

캐나다 밴쿠버 컨테이너 터미널,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추진

독일 교통부, LNG 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London Shipping Week, 9월 11-15일 개최 

사이프러스, 등록선박에 전자 기름기록부 사용 허용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전 세계 약 1천억 달러 규모

英 해사당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6백만 파운드 지원

2020년 저유황 연료유 가격 급등 전망

EU 회원국들, 해운분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난색

CMA CGM, 22,000TEU 컨선 9척, 중국 조선소와 건조계약

독일 MAN사, LNG/Bunker duel 엔진 개조 성공

Inmarsat-Rolls Royce, 선박 에너지 DATA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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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MEPC	71차	회의에서	선박평형수	배출기준(제D-2규칙)을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BWMS	

설치시기)에	관한	제B-3규칙	타협안*이	승인된	것에	대하여	ICS	등	국제	해운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음

* 현존선(협약 발효 이전 건조된 선박)에 대해, 협약 발효 전 IOPP 정기검사 완료일에 따라 5년 및 7년에           

나누어 IOPP 정기검사 까지 설비 설치

•	 동	선주단체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	척의	현존선들에	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수리조선소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2년간	유예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유예, 해운산업계 환영

(Lloyd's List, 7.13)

•	올해	2분기	물동량이	8.5백만	TEU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9.6%	상승함,	또한	1분기

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이미	12.2%	상승한	바	있음

•	 이는	유럽-아시아	항로	물동량	증가와	CMA	CGM,	Cosco	 Shipping	등	주요	해운선사의											

기항	선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	항만의								

물동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컨테이너 물동량 9.6% 증가 (Lloyd's List, 7.14)

•	중국	국영	해운선사인	COSCO가	OOCL(컨테이너선사)과	OOIL(지주회사)을	63억	달러에		

인수키로	발표함

•	현재	COSCO는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8.4%,	OOCL은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수

합병에	따라	점유율은	11.6%가	될	전망

•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COSCO는	400척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과	290만	TEU	수송능력을					

갖춰,	MAERSK	Line과	MSC에	이어	세계	3위	컨테이너선사로	도약할	전망임

中 COSCO, 홍콩 OOCL 인수, 세계 3위 컨선사로 도약

(Lloyd's List, 7.18)

•	 2020년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연료유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세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

•	세정기	설치에는	보통	한	척당	2백만~5백만	달러가	소요되나,	중소형	벌크선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NYK는	세정기를	장착한	56,000	DWT급	벌크선	두	척을	2018년말	인도						

받아	시범적으로	운항할	예정임

‘세정기(Scrubber),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에 효과적인 대안’ 주장 

(Lloyd's List, 7.26)

•	 현재	아시아-유럽	항로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올해	말에는	43%,	2018년		

말에는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운항비용	절감	및	운항효율	증대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잇달아		

발주하여,	2018년까지	47척이	추가로	항로에	투입될	예정

초대형 컨테이너선(18,000TEU 이상)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Lloyd's List, 7.25)

•	최근	ABS(미국선급)가	이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선박에	설치한	선주	또는	선박운항사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치된	장치의	약	43%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결함,	선원의	조작	미숙	등으로	정상작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치가	실제	선박	운항환경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보완					

이나,	선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함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정상 작동률 낮아 선주들 우려

(Lloyd's List,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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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해운사인	MAERSK	그룹은	올해	탱커	부문의	약세·적자,	지난	6월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일부	터미널	운영중단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순이익을	1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힘

•	이는	주력사인	MAERSK	Line(컨테이너	부문)	실적	호조에	크게	기인함(다른	계열사의	이익·

손실이	상계되어	전체	머스크	그룹의	순이익도	동일한	10억	달러로	예상)

MAERSK 그룹 올해 순이익 10억 달러 예상(Lloyd's List, 8.16)

23 

•	 OCIMF,	 INTERTANKO	등	국제	탱커선주단체들이	탱커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과거	사고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예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	대책은	오는	11월	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국제 탱커선주단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조치 강구

(Lloyd's List, 8.22)

•	접안시설	길이가	1.1km에	달하는	밴쿠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접안한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육상전원공급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스위스의	ABB사가	

사업자로	선정됨

•	이는	도심	속에	있는	터미널의	접안	선박이	발전기	가동을	통해	질소·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	 ABB사	관계자는	대형	크루즈여객선이	8시간	동안	선박	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은,	취리히에서	런던까지	1만대의	자동차가	달리면서	배출하는	양에	해당하여,	이러한	

육상전원시설을	터미널에	설치할	경우	항만도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캐나다 밴쿠버 컨테이너 터미널,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추진

(Hellenic news 8.24)

•	최근	각종	환경규제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연안경비대(USCG)가	포틀

랜드의	Willamette	River에서	선박평형수를	무단	배출한	일본	선적의	벌크선에	대해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라이베리아	선적의	2만7천톤	급	벌크선	선주(독일)와	선장은	최근	USCG	임시검사에서	

기름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폐유	등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미국 USCG, 평형수 무단배출 선박에 5천달러 벌금 부과

(Lloyd's List,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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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교통부와	관련	산업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London	Shipping	Week가	오는	9월	11일

~15일	런던에서	개최됨

•	 주최	측은	전	세계	해운·조선·금융	등	관련	인사	1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토론회,	전시회	등이	진행됨

•	주요	행사인	LISW	17	Conference(9.14,	목)에는	약	500명,	이어지는	갈라	디너에는	약	

1,000명이	등록한	상태이며,	동	회의의	대표단은	영국	총리와의	면담이	이루어짐	

London Shipping Week, 9월 11-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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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S(국제선주협회)는	17.9.8.	발효되는	선박평형수	협약에	따라	선주들이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부담하게	될	비용은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동	협약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운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서는	관련	당국,	제조사,	선사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 전 세계 약 1천억 달러 규모

(Lloyd's List, 9.7)

•	독일	교통부가	LNG	연료	추진선박으로	개조하거나	건조하는	자국	선박에	대한	지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섬

•	동	관계자는	IMO	등의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대기환경	친화적인	LNG	연료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동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밝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주가	건조	및	개조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독일	정부가	책정한	1단계	

보조금	규모는	총	3천6백만	달러로	알려짐)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선박에	LNG	연료를	사용할	경우,	일반	연료유	사용에	비해	CO2	25%,		

질소산화물	80%	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며,	황산화물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독일 교통부, LNG 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Hellenic news 9.1)

•	주요	선적국	가운데	하나인	사이프러스의	해사당국이	9월부터	자국	등록	선박에	대해	전자			

기름기록부(electronic	oil	record	book)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힘

•	MARPOL	협약에	따라	150톤	이상	유조선	및	400톤	이상	화물선	등은	기름(폐유	포함)의						

수급,	이송,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기름기록부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최근	USCG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름기록부	오류·허위기록	등으로	USCG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선박이	약	100척에	달한다고	밝힘

•	 사이프러스의	해사당국	관계자는	electronic	oil	record	book	도입을	통해	선원들의	업무

를	효율화할	수	있고,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항만당국의	제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사이프러스, 등록선박에 전자 기름기록부 사용 허용

(Green4sea, 9.6)

•	영국	당국은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6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기(propeller),	선박의	폐열	회수장치,	풍력	

추진기관	등의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임

영국 해사당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6백만 파운드 지원 

(Lloyd's List, 9.7) 



2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소식

27 

•	선박엔진	제조사인	독일의	MAN사가	재래식	bunker	연료를	사용하는	현존	컨테이너선의				

엔진을	LNG/Bunker	duel	엔진으로	개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함

•	 동	작업은	프랑스선급(BV)	검사	하에	독일의	한	수리조선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4만	척에	

이르는	현존	화물선들에	각종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독일 MAN사, LNG/Bunker duel 엔진 개조 성공(9.20)

•	지난	2월	EU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대상에	2023년부터	해운분야를	포함시키

도록	한	것과	관련,	EU	교통	장관들이	모여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장관들

이	난색을	표시

•	장관들은	IMO의	글로벌	규범	시행과	배치되고,	해운의	특성과	달리	EU에	국한된	지역적인	

조치로서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해당	법안	수정을	요구함

EU 회원국들, 해운분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난색

(Shippingwatch 9.14)

•	 IMO의	0.5%미만	저유황	연료유	사용	규제가	2020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협약	발효일이	다가오면	저유황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MEPC	71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	및	NGO	등이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정유사의	생산능력과	해운시장의	연료유	수요를	비교

해	볼	때,	공급부족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함	

2020년 저유황 연료유 가격 급등 전망 (Lloyd's List, 9.13)

•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CMA	CGM사가	중국에	소재한	조선소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	건조계약을	체결함

•	다만,	동	선사는	배기가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정기(scrubber)를	설치할	것인지,	

LNG	duel	엔진을	장착할	것인지를	놓고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있음.	LNG	duel	엔진이	환경

규제	대응에	장점이	많으나,	척당	135백만	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CMA CGM, 22,000TEU 컨선 9척, 중국 조선소와 건조계약(9.19)

•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사인	Inmarsat와	선박·자동차	엔진	전문업체인	Rolls	Royce사가	Ship	

Energy	management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각종	센서를	통한	선박	연료	소모량	및	배출가스	데이터	수집	의무화	

방안이	IMO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동	협약	체결은	위성통신사와	선박엔진	전문업체의	선도

적인	협력모델로	평가됨

Inmarsat-Rolls Royce, 선박 에너지 DATA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9.21)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베트남과 해사안전 분야 협의채널 마련해

50일 간 ‘여름철 해양안전 지키기 대작전’ 펼친다

아·태 및 유럽지역에서 항해안전설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가을철 선박안전 지키기에 총력 다한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한 항만활동,‘항만해양안전지수’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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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화)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베트남해사청과	해사안전분야	교류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사안전분야에	있어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책	및	기술정보,	전문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발전

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한	개도국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7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베트남이	지지해	주기를	요청했고,	베트남	항만국통제관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파견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베트남		

해사안전인프라	구축방안과	2020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관련	기술	

개발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선박의 무선장치에서 발신된 위치신호가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는 시스템으로서, 선박-육상간 쌍방향 데이터 

통신망

* * 이내비게이션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박운항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안전종합관

리체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베트남	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상호	교류를	통해		해사

분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베트남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과 해사안전 분야 협의채널 마련해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50일	동안을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			

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해양안전대책을	점검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재조해양(再造海洋:	바다의	모든	것

을	새롭게	하다)‘의	정신에	따라	그간	실시해	왔던	해양안전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점검하였다.

		본격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수)	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여름철	해양안전대책	민	·	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와		

선사	·	선박검사기관	등	총	40여	개의	관련기관	및	업	·	단체가	참석하여	여름철	해양안전	대책을						

공유하고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	급유선	등과	위험물	하역시설	·	유류부두	등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였다.

		8월	1일(화)에는	‘해양안전의	날’을	맞아	전국	무역항,	여객선터미널,	어항	및	포구	등에서	‘기초안전		

수칙	준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해양안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관련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피서객,	여객이용자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12일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안전에	있어서	관행대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현장을	살피고,	여름철	해양

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50일 간‘여름철 해양안전 지키기 대작전’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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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50일) 운영 (요약)

		해양수산부는	9월	1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				

통제협의체	회원국이	공동으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제도(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 통제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레이더, 전자해도시스템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이번	집중점검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27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해당국가에	입항하는	외국적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레이더,	전자해도

시스템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아태지역 :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Tokyo MOU 가입 20개국

* * 유럽지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Paris MOU 가입 27개국

		점검	시에는	국제협약에	따른	항해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등	항해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점검	결과	관련	항해설비나	선원의	업무	숙지도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적	선박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8월	초부터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	선사에	배포하였다.	또한,	지난	8월	8일(화)에는	

부산에서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박들이	출항정지	등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9월	1일부터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에	운항	계획이	

있는	우리	선박들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우리	국적선박들을	

즉시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접수처 : (평일 주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5815

                    (야간 및 공휴일)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종합상황실, 044-200-5893~5896

9.1~11.30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우리 국적선박은 사전 대비해야

아·태 및 유럽지역에서 항해안전설비 

집중 점검한다
◆ 대책 개요

•	 (목적)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소관별	여름철	안전대책을	재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	

제고	및	안전관리	분위기	쇄신

•	 (기간/대책명)	'17.7.13~8.31(50日)/“여름철	해양안전	집중50日	대작전”

•	 (주요내용)	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여름철	안전대책	점검,	분야별	민관합동	현장안전점검,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간담회,	홍보	등

◆ 대책별 세부이행사항

		①	여름철	해양안전대책	민관합동점검	회의(TF회의)

	- 주요	선박안전대책	이행실적	공유,	기관별	여름철	해양안전대책	발표	및	유관기관,	업	·	단체별	

협업강화	방안	논의	등

* (日/所/參) 7.12(수) 15:00～16:20 / 해수부 대회의실 / 해경, 유관기관, 지자체 등

 ② 여름철 분야별 안전관리현장 실태점검

	- 다중이용선박,	소형선	등	취약선박,	위험물하역시설,	해양시설	등	안전관리	소관분야별	현장점검

* (기간/대상/참여) 7.13～8.31 / 연안여객선, 레저선박, 낚시어선, 위험물 운반선 등 11개 무역항 / 해수부,    

해경, 지자체, 검사기관, 수협 등

 ③ 종사자ㆍ대국민 해양안전의식 확산 및 홍보 강화

	- “기초안전	수칙	준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My	 Lifejacket)"	캠페인	집중	실시(8.1,	 11개						

지역본부)	및	홍보물	제작	송출

	-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방안	공유를	위한	정유	·	급유업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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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선박	통항량	증가	및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사고	및	항만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가을철은	성어기로	1년	중	어선의	입·출항이	가장	빈번한	시기*	이며,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기간

(9.30~10.9)이	길어	선박이용객	및	여객선의	통항량도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가을철은	여름철에				

비해	세력이	강한	태풍	발생	및	기상상황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연중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 출어선 현황(`15~`16) : 가을철(236만척), 여름철(228만척), 봄철(182만척), 겨울철(144만척)

* * 해양사고 발생건수(`12~`16) : 가을 2,427건, 여름 2,241건, 봄 1,915건, 겨울 1,821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통항량	증가	대비	수역	안전관리	강화	△가을	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취약선박	사고	대비	현장	안전관리	△종사자	역량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담은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해양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대책을	이행한다.

		먼저,	어선의	입·출항	증가에	대비하여	조업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관할해역별	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선박	통항	환경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선과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주협회,	선박대리점협회	등과	협력하여	화물선이	어선	조업

밀집해역을	우회하여	운항하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	태풍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항로표지	시설	및	위험물(유류,	LNG,	LPG,									

화학물질	등)	하역장비와	부두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그	외에	여객선,	유조선,	카페리화물선,	모래			

운반선	등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다.

* 경계강화·항법준수 등 항해당직, 소형선 기관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방지 등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추석연휴	기간	동안	주요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해양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박 통항량 증가·기상악화 대비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해양수산부, 

가을철 선박안전 지키기에 총력 다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가을철은	선박통항량이	많고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이라며,	“선박	종사자	및	선사	관계자들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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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대상	수상자(5명)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17명,	

우수상	33명,	가작	30명	등	총	8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총	3,9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들은	달력과	사례집	형태로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시하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포스터) 100만원 / (웹툰) 200만원 / (체험수기) 200만원 / (우수사례) 300만원 / (국민제안) 100만원

*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연안여객선 터미널 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자세한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	또는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fkor)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044-330-24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우수작	및	해양안전	관련	동영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정보바다/해양안전정보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양안전	교육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우수사례, 국민제안 등 5개 분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

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와						

공동으로	9월	15일(금)부터	10월	27일(금)까지	‘2017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육	·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대국민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5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라는	표어	아래		5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해양안전 우수사례, 국민제안 등 5개 분야

	 	5개	분야	가운데	웹툰ㆍ체험수기ㆍ국민제안	분야에는	응모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포스터	분야는						

초	·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해양안전	우수사례	분야는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

으로	응모작을	모집한다.	

* 내 · 외항 해운선사, 수산업계,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선원 및 기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해양수산 

공공기관 제외)

		

<제출서식>

-	해양안전	포스터	:	4절지(394mm	x	545mm),	크레파스,	물감,	그래픽	등

-	해양안전	웹툰	:	10컷	이상의	그림만화(웹툰	완결본)

-	해양안전	체험수기	:	A4용지	3장	내외의	수필	형식

-	해양안전	국민제안	:	A4용지	5장	이내의	정책제안,	제도개선	등

-	해양안전	우수사례	:	A4용지	10장	이내의	현장	적용	사례	중심으로	작성

<제출처>

-	해양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 포스터의 경우 우편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선박안전기술공단 교육연구동 1층    

해양안전문화사업팀)

<주제>

-	해양안전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①	여객선,	어선,	화물선,	레저선	등	선박의	안전,	②해수욕장	등	바다	물놀이	안전,	③방파제	·	

갯바위	낚시	등	해안에서의	안전,	④어촌	·	어항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⑤쓰나미	등	해양

재난	예방,	⑥기타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

-	국민제안	:	해상교통안전,	선박안전,	인적과실	방지대책	등	해양안전	전반

-	우수사례	:	선박	·	선원	안전관리	성공사례	등	선박	안전과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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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여객부두,	터미널	등	항만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어항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하도급대금	·	임금체불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귀성하는	항만시설	이용객과	국가어항시설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

하고,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	·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열흘	간	점검을	진행했다.	

		우선	국내	항만	전체(60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여객부두	·	터미널)과	항만시설(방파제	·	안벽),	국가

어항(24개항)	시설을	대상으로	손상	·	균열	등	위험요소	발생여부와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수	·	보강	등을	신속히	실시하여	이용객이	많은	

추석기간	동안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만 · 어항시설 안전성 및 하도급대금 · 임금체불 여부 점검 실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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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위	·	조류	·	바람	·	파랑	등	해양현상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항만

활동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제공하는	‘항만해양안전지수’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항만해양안전지수’는	항만	관련업	종사자들이	주변	해황	및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게			하

역	·	계류	·	정박	·	통항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2015년부터	첫	서비스를	실시하여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왔다.	현재	전국	10개*	항만에	대해	향후	3일간의	예측자료를	제공하며,	위험도에	

따라	항만에서	활동	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를	관심-주의-경계-위험	4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울산항, 부산신항, 부산항, 여수ㆍ광양항, 인천항, 대산항, 평택ㆍ당진항, 군산항, 포항항, 목포항

* * 관심 단계(녹색) - 주의 단계 (황색) - 경계 단계 (주황색) - 위험 단계 (적색)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본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기술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9월	중순	특허청

으로부터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항만해양안전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항계안전	해양정보	시스템(www.khoa.go.kr/pois)

에서	해양예보	메뉴	중	‘항만해양안전지수’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안전지수를	통해	제공된	예보	내용과	사후에	관측한	자료를	

비교	·	분석하고,	항만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	“이번	항만해양안전지수	특허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외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선박운항,	해양레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해양예보지수	및	해양예보방송	등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립해양조사원, 항만활동 안전성 예측하는‘항만해양안전지수’로 특허 취득

안전한 항만활동,‘항만해양안전지수’로 지킨다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 시스템 화면

참고 자료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모식도

항만해양안전지수 표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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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송도 수중방파제 전면 안전시설 확충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오륙도등대 침낭숙박, 해양안전 생존캠프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고 느끼고 海보는 해양안전 캠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위험물 하역 현장 안전 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무인등대 주간표지 기능강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안전 확보 문제없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재난대비 항로표지 안전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연평도항 연도교 보수보강으로 교량 안전성 확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 · 중 국제여객선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감천 · 다대포항 피해원인은 자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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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전면	해상에	설치된	수중방파제	식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예산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7월중	시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항송도해수욕장	전면에는	2013.9월부터	2016.12까지	해수욕장	침식방지	대책으로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수중방파제	900m(300mx3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설물	설치	후	인근을	운항하던	

선박이	수중방파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17.2.25)	했다.

			현재	수중방파제	전면에는	등주	3개,	배면에는	소형부표	6개가	설치되어	수중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좌초	사고를	계기로	수산청에서는	전면	등부표의	

광력을	증가(당초	 7해리,	 변경	 8해리)시켰고,	 7월중	수중방파제	전면에	 1.5km	 안전시설(Fence	

Tube)을	설치하였다.

* 1해리 = 1.852km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이번	구조물	설치로	수중방파제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여	인근	통항

선박의	안정성	및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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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송도 수중방파제 전면 안전시설 확충한다.

안전시설물 배치 계획도

안전시설물(Fence Tube) 설치 전경(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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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전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바다절경으로	둘러싸인	영도

등대와	오륙도등대에서		‘등대	해양안전	생존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8.17(목)부터	1박	2일간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남녀	각각				

8명씩	16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영도등대	견학과	생존캠핑	동호인으로	활동중인	최규원씨의	생존교육을	시작으로	

호흡법,	생존수영,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해양안전교육과	오륙도등대에서	침낭,	은박담요,	응급처치	

등을	소재로	한	생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및	요트승선의	기회도	제공되었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며	참가신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에

서	신청서를	받아	7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참가자	선정	결과는	7.25(화)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다.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재미

있고	꼭	필요한	체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존수영, 응급처치, 비상식량 등 체험교육, 17일부터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오륙도등대 
침낭숙박, 해양안전 생존캠프 개최!

2017년도 등대 해양안전 생존캠프 일정표

시간 1일 2일 비고

07:00 ~ 07:30

ㅇ 우리청 집결(09:00)

 - 입교대상 확인 및 입교식

ㅇ 기상 및 세면 ㅇ 개인 준비물

 - 여벌옷(긴팔 포함)

 - 세면 및 필기도구

 - 개인상비약/썬크림

 - 아쿠아슈즈

 - 기타 개인물품

※ 해상이동

 - 오륙도 유람선 이용

 - 오륙도선착장→오륙도등대

07:30 ~ 08:30
ㅇ 아침식사

 - 생존(전투) 식량 체험

08:30 ~ 09:30 ㅇ 오륙도등대 탐방

09:30 ~ 10:00
ㅇ 차량 이동(60분)

    (우리청  → 영도등대)

ㅇ 선박이동(30분)

    (오륙도등대→오륙도선착장)

10:00 ~ 10:30
ㅇ 영도등대 탐방

 - 전망대, 해양도서관

ㅇ 차량 이동(30분)

    (오륙도선착장→용호부두)

10:30 ~ 11:30
ㅇ 생존 교육(최규원*)

 - 물과 소금 만들기

 - 재미있는 생존 물품 소개

 - 장소: 영도등대(세미나실)

ㅇ 요트 체험 및 해양안전 교육

 - 다이아몬든베이 협찬
11:30 ~ 12:00

12:00 ~ 12:30 ㅇ 점심식사(60분)

12:30 ~ 13:30 ㅇ 점심식사(60분)
ㅇ 차량 이동(30분)

    (용호부두→박물관)

13:30 ~ 14:30
ㅇ 차량 이동(60분)

    (영도등대→광안리)
ㅇ 국립해양박물관 관람

14:30 ~ 15:30 ㅇ 생존수영 교실

 - 생존수영,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

생술, 생활용품을 이용한 구조법 등

 - 장소: 광안리해수욕장 

※ 해경 협조

15:30 ~ 16:30

ㅇ 차량 이동(30분)

    (박물관→우리청)

ㅇ 도착 및 해산

    (16:00 해산예정)

16:30 ~ 17:30

17:30 ~ 19:00

ㅇ 차량 이동(30분)

    (광안리→오륙도선착장)

ㅇ 선박 이동(60분)

    (오륙도선착장→오륙도등대)

19:00 ~ 20:00
ㅇ 저녁식사

 - 생존(전투) 식량 체험

20:00 ~ 21:00
ㅇ 자유시간

- 생존팔찌, 은박담요 등

21:00 ~ 07:00 ㅇ 세면, 취침

* 일명 부산 맥가이버 가이아로 생존캠프활동을 하고 있으며 KBS2 등 방송출현 다수, 현재 영어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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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소개

•	 성			명	:	최규원,	가이아(인터넷	상),	부산	맥가이버(별명)

•	 나			이	:	46세(1972.	1.	25.	生)

•	 직			업	:	로터스영어학원	원장

•	 동호회	:	네이버	까페	-	서바이벌리스트에서	가이아로	활동

•	 방송	출연사항

	- 2014년	3월	14일	SBS	생활의	달인	출연

	- 2014년	7월	30일	KNN	생방송	투데이	출연

	- 2014년	10월	14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출연

	- 2015년	4월	2일	CJ	헬로비젼	라디오스타	출연

	- 2015년	5월	19일	부산일보	기사

	- 2015년	6월	30일	MBC,	OBS	살맛나는	세상	출연

	- 2015년	7월	24일	부산	MBC	와이드쇼	행복한	금요일	출연

	- 2015년	8월	13일	부산	라디오	e-fm	영어방송	출연

	- 2016년	2월	18일	대구	KBS	행복발견	오늘	'선남선녀가	간다'	출연

	- 2016년	6월	8일	KBS	1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출연

	- 2017년	6월	2일	KBS	2	속보이는	TV	출연

•	 기			타	:	수렵면허	2급

영도등대 및 오륙도등대 전경

영동등대 전경

오륙도등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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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7월	28일(금)	오후	2시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여름철			

해양안전실천	현장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안전실천	강원지역본부	참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		

소년단	등)과	동해소방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피서객들에게	물놀이시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등을	통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보는	

현장형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양안전홍보용	부스를	운영하여	해상에서의	조난	시	비상탈출을	위한	구명뗏목의	사용법,		

선박에서의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각종	수칙,	정보들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해	봄으로써	해양안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안전실천 현장캠페인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고 느끼고 海보는 해양안전 캠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일(화)	‘해양안전의	날’(매달	1일)을	맞이하여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양안전	캠페인

을	실시했다.

			최근	송도해수욕장에는	구름산책로,	해상케이블카,	오토캠핑장	등의	개장으로	연일	많은	관광객들

이	방문하는	곳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송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리플렛	및	기념품을	

배포	등	해양안전	가두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해양안전	생활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피서객들과	

함께	바닷가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또한	‘해양안전부스’를	설치하여	해양안전	위해요소의	저감을	위한	‘안전신문고	앱’의	활용을	널리	

홍보하고,	홍보행사	참여자에게는	알기	쉬운	해양안전책자	및	기념품을	제공했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 8.1(월), 송도 해수욕장 일원, 바닷가 정화할동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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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	8월	1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해사안전법에 따라 매월 1일은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되어 있음

			이날	캠페인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등이	참여하여	이른	아침	백령도	등	도서로	가는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에게	해양안전	리플렛	및	홍보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이와	동시에	연안여객터미널과	여객선	내에서	‘해양안전’	관련	동영상을	상영함으로써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객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였다.

	

	 	 	또한,	8월	3일에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설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여객선	이용객도	많고	바다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객선이나	피서지에서	사소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양안전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해양안전캠페인 현장 사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여름철	해양안전	특별기간(7.17~8.31)』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8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관내	대량	위험화물*	취급터미널에	대해	인천항

만공사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가스, 유류, 케미컬 등 산적액체위험물

			여름철은	태풍내습,	장마·국지성	폭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선박운항	및	위험물	하역	여건이	악화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합동	점검반은	가스,	유류,	케미컬	등을	취급하는	전용터미널	10개사*	부두를	대상으로	▲하역현장	

안전관리자	적정배치	여부	▲하역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	·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의	관리상태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제반규정의	이행상태	등

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GS칼텍스(주), 한일탱크터미널(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에너지(주)경인물류센터, S-OIL(주), ㈜E1 인천 

기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한화, 현대오일뱅크(주) 및 ㈜대한항공 율도비축기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물	하역을	담당하는	정유사	등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토록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위험물 하역 현장 안전 점검 실시

｜ 8.7일 부터 5일간 대량 위험물 취급터미널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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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관내	유인등대	3개소	및	해상,	항만	등에	설치되어	어선들의	안전한					

입,	출항을	돕는	임원항방파제등대	외	24개소에	대해	주간표지	기능강화를	위해	유,	무인표지도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유인등대 및 무인등대는 2-3년 주기로 재도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등대의 도색과 모양으로, 야간에는 

등광으로 정확하게 항만의 위치와 입구를 확인할 수 있음

			이번	공사를	통해	관광명소인	묵호,	속초,	주문진등대의	외관을	밝게	재도장	하였으며,	해상에	설치

되어	있는	등표	3개소	및	삼척시	임원항에서	고성군	거진등대까지	폭넓게	설치되어	있는	무인등대

(방파제등대)	22개소를	재도장	하였다.

				또한,	고성군	해맞이공원	내에	있는	거진등대	담장	및	옹벽에	우리나라	아름다운등대	16경	등에		

대해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여	산림욕을	즐기는	국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	등대가	선박	안전운항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출항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 무인등대 주간표지 기능강화

유, 무인표지 도장공사 전경

도장공사 완료 전경

벽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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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을철	해상교통여건					

특성을	반영한「부산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했다.	

			가을철은	성어기	어선출어에	따른	소형선박	교통량	증가,	장기	추석연휴(9.30∼10.9)에	따른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가을태풍의	내습	가능성	등으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 지난 5년간 어선은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전체 5,819건의 29.7%인 1,748건)하였으며, 일반선의 경

우에도 전체 2,515건의 27.0%인 679건을 차지하고 있음(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

			이번	대책은	△선박통항량	증가대비	수역안전관리	강화	△가을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취약선박	사고대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및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어선조업밀집해역	정보’를	제공하여	어선·상선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취약선박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9월중	부경대(승선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	실무교육’과	‘해양안전캠페인’도	실시하였다.

* 모래운반선·카페리선 등 취약선박 점검(9.1∼9.29), 추석 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9.4∼9.18), 유조선 해양    

오염예방 해경합동점검(9.11∼9.22), 하반기 국제여객선 일제점검(9.18∼9.29),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집중   

점검(9.1∼11.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가을철	해상교통	여건과	해양사고	특성을	고려한	해상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을철에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년 부산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안전 확보 문제없다

해양사고 통계('12~'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계절별 해양사고 현황

•	 계절별	해양사고	현황('12～'16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	 선박용도별	사고현황(’12～’16년)	

구 분
봄

(3월 ~ 5월)
여름

(6월 ~ 8월)
가을

(9월 ~ 11월)
겨울

(12월 ~ 2월)
합 계

일반선
610

(24.3%)
742

(29.5%)
679

(27.0%)
484

(19.2%)
2,515

(100%)

어  선
1,305

(22.2%)
1,499

(25.5%)
1,748

(29.7%)
1,337

(22.7%)
5,889

(100%)

합 계
1,915

(22.8%)
2,241

(26.7%)
2,427

(28.9%)
1,821

(21.7%)
8,404

(100%)

(단위 : 건, %)

구 분
봄

(3월 ~ 5월)
여름

(6월 ~ 8월)
가을(비중)

(9월 ~ 11월)
겨울

(12월 ~ 2월)
합 계(비중)

어 선 1,438 1,696
1,964

(70.3%)
1,500

6,598
(68.5%)

여객선 69 75
49

(1.7%)
50

243
(2.5%)

화물선 123 150
131

(4.7%)
154

558
(5.8%)

유조선 69 68
72

(2.6%)
71

280
(2.9%)

예·부선 182 179
200

(7.2%)
166

727
(7.5%)

기타선 285 401
378

(13.5%)
166

1,230
(12.8%)

합 계 2,166 2,569
2,794

(100%)
2,107

9,636
(100%)

(단위 :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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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태풍	등	기상악화	및	선박	통항량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가을철	울산항	해양안전	종합대책”(기간:	‘17.	9.	1.～’17.	11.	3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철(9월～11월)은	강풍	·	태풍	등의	기상악화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어기	및	추석

연휴로	인한	선박	통항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의	시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선박	사고	대비,	수역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주요추진과제로	설정한	울산항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취약선박,	항만시설물,	항로표지시설	및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점검,	항내	개항질서	특별

단속,	해양안전	위해요소	발굴·개선	등	해양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해상종사자	교육,	

해양안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울산항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통해	울산항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악화 및 추석연휴 대비 해양사고예방 철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지성	호우	및	열대성저기압	등	가을철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	·	무인등대	112기의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침하	·	구조물	균열	등	표지	시설물	상태	및	항로표지	기능상태	점검을	통한	항로

표지	고시기능	유지ㆍ신뢰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항만배후광이	극심한	해역에	설치된	항로

표지에	대해서는	야간	입	·	출항	선박들의	항행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야간기능	점검을	병행	

시행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재난대비 항로표지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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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화된	연평도항	연도교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억원을	투입하여	남측연도교	보강공사를	9월	1일	발주											

했다고	밝혔다.

	 	 	 「1997년	완공	이래	20년이	경과한	연평도항	남측	연도교에	대해서	금년	정밀점검용역을	실시								

하여	시설물의	손상현황을	파악하였고,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에	착수해	‘18년	2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평도항을	포함한	인천청	관할	주요	항만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수하는	등	안전한	

시설물	이용	및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항 연도교 보수보강공사 발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연평도항 연도교 
보수보강으로 교량 안전성 확보

연평도항 남측연도교 위치도 및 전경사진

교량위치도

남측연도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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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한	달간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	10척(국제여객선현황	참고)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박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구명·소화·무선설비	사용법	숙지상태,	비상					

대응체제	구축	실태	및	선원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휴대식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종이해도를	대체하는	전자해도표시정보시스템(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	In-

formation	 System)	보유	여부,	항해사의	ECDIS의	운용	방법	숙지상태,	선박자동식별장치(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항해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객안전을	위하여	시설	및	선원의	대비					

태세에	중점을	두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출항	전에	시정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점검결과에	대해

서는	간담회를	통해	선사	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중 이용 국제여객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중 국제여객선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인천항 한 · 중 국제여객선 현황 ('17. 8월 기준)

◆ 9개사(          한국 측 법인), 10개 항로 10척

항 로
사 업 자

(한국대리점)
선 명 총톤수 수송능력 운항횟수

진수일
(국적)

항 로
개설일

안전관리
회사

인천/위해
(238마일,
440㎞)

위해위동항운 (유)
(위동해운(주))

New Golden 
Bridge II

(뉴골든브릿지2)
26,463

여객 : 731명
화물 : 295TEU 

주 3회
(13H)

‘90.5.
(파나마)

‘90.9
위동항운
(한국)

인천/청도
(330마일,
611㎞)

〃
New Golden 

Bridge V
(뉴골든브릿지5)

29,544
여객 : 660명
화물 : 325TEU 

주 3회
(20H)

‘96.10.
(파나마)

‘93.5 〃

인천/천진
(460마일,
852㎞)

㈜진천국제
객화항운

Tian Ren
(천인)

26,463
여객 : 800명
화물 : 279TEU 

주 2회
(25H)

‘90.3.
(파나마)

‘91.12
진천국제
객화항운
(한국)

인천/대련
(292마일,
540㎞)

대인훼리(주)
Bi Ryong

(비룡)
14,614

여객 : 510명
화물 : 145TEU

주 3회
(17H)

‘96.1.
(파나마)

‘95.10
대인훼리
(한국)

인천/단동
(284마일,
526㎞)

단동국제항운(유)
(거림해운(주))

Oriental
Pearl Ⅵ

(동방명주6)
16,500

여객 : 800명
화물 : 140TEU

주 3회
(16H)

‘95.4.
(파나마)

‘98.7
단동국제

항운
(한국)

인천/석도
(220마일,
407㎞)

영성화동해운(유)
(화동훼리(주))

Huadong
Pearl Ⅷ 

(화동명주8)
35,092

여객 : 1,500명
화물 : 368TEU

주 3회
(14H)

‘16.4. 
신조

(파나마)
‘02.7

영성화동
페리
(중국)

인천/연운항
(393마일,
727㎞)

연운항중한윤도
(유)

(연운항훼리(주))

Zi Yu Lan
(자옥란)

16,071
여객 : 392명
화물 : 293TEU 

주 2회
(24H)

‘95.8.
(중 국)

‘04.12
연운항 

C-K페리
(중국)

인천/연태
(267마일,
494㎞)

연태중한륜도(유)
((주)한중훼리)

Xiang Xue Lan
(향설란)

16,071
여객 : 392명
화물 : 293TEU 

주 3회
(15H)

‘96.3.
(파나마)

‘00.10
연태중한

페리
(중국)

인천/영구
(420마일,
778㎞)

범영훼리(주)
Arafura Lily

(자정향)
12,304

여객 : 394명
화물 : 228TEU

주 2회
(22H)

‘96.5.
(마샬군

도)
‘03.1

대련유인
국제해운
(중국)

인천/진황도
(400마일,
740㎞)

진황도진인해운
(유)

(진인해운(주))

Xin Yu Jin Xiang
(신욱금향)

12,304
여객 : 348명
화물 : 228TEU

주 2회
(21H)

‘95.11.
(중 국)

‘04.4
진황도

진인해운
(중국)

*             RO-RO카훼리선,             LO-LO 화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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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한·일간	4개	항로(부산-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끼,	오사카)	총	10척

(국전선	5척,	일본국적선	5척)에	대하여	2개조를	편성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대	중점항목(①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유지,	화재예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지역	국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해안전설비에	대한	집중점검	캠페인(CIC)*도	실시한다.	

* 집중점검 캠페인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 통제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레이더, 전자해도시스템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악화시	감항성	확보	여부,	복원성	유지와	관련한	화물	적재

와	고박	상태,	소화	및	항해안전장비	관리상태	및	선원의	운용숙지도	등을	점검하고,	국제협약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안전점검	이후	여객선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정보	공유를							

통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여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3대 여객선 중점항목 및 항해안전설비 집중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수송항로를	지원			

하기	위해	군산항과	여객선	항로에	있는	관내	항로표지시설(국유	199기,	사설	105기)에	대한	추석				

연휴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항로표지는	바다에서	도로의	교통신호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해상교통안전시설이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유ㆍ무인등대	관리,	등부표	위치와	등화	기능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장비	등을	교체하여	선박안전항행에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군산항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점검을	병행	실시	

하였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항행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바닷길을	만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실현”

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군산항과 여객선 항로상에 설치된 등대ㆍ등부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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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토목학회	태풍피해원인규명	조사위원회(이하	대한토목학회라	한다)는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	내습으로	발생한	감천항과	다대포	방파제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를	9월	26일	대한토목학회	

부산	·	울산	·	경남지회(연산동,	토목회관	6층)에서	발표하였다.

			대한토목학회는	원인	분석에	필요한	각종	수치	·	수리모형실험	등을	실시하고,	국내	·	외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	·	자문을	거치는	등	10개월에	걸쳐	피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태풍	‘차바’에	의한	자연	재해로	

결론	내렸다

			감천항	피해원인조사	결과,	태풍	‘차바’	내습으로	조위가	설계치	보다	크게	상승(87cm)*함에	따라	

월파량	및	파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증가된	파력이	방파제	파라펫**을	쓰러뜨렸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사석	침하	현상	및	케이슨***	붕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 설계조위: (+)1.44m, 차바태풍시 조위: (+)2.312m

* * 방파제 상부에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

* * * 외부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단하여 항만시설을 보호하는 대형 구조물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에서	발생되는	다중반사에	의해	파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피해구간에	

파랑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 피해구간 전면에서 12m이상으로 최초 내습파고(10.56m)의 약 1.2배 이상 증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튼튼한 방파제 복구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감천·다대포항 피해원인은 자연 재해

‘16.10.5. 차바내습시 모습 ‘16.10.5. 차바내습시 파랑 증가 모습

			다대포항의	경우,	태풍	‘차바’가	설계파고를	초과*함에	따라	소파블럭(테트라포드,	TTP)에	설계치	

이상의	파력이	작용하여	테트라포드가	원래	위치를	이탈**하여	유실됨에	따라	방파제가	파랑에	그대로	

노출되어	방파제	상단이	전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계파고: 3.3m, 차바태풍시 파고: 5.68m

* * 테트라포드는 설계파고 및 파력에 맞추어 중량(다대포항의 경우 5톤)을 정하는데, 차바 내습의 경우에는 그 중

량으로 버틸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

   아울러,	대한토목학회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고가	증가하는	등	항만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파고,	조위가	설계치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태풍	내습	시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만	설계파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역별	상시	파랑관측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수면	상승영향	등을	반영한	설계조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하고	내습파랑	증폭	등	

예측	못하는	자연현상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리모형실험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학회의	제안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학계	·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하고,	단기적으로	내습파랑	모니터링을	위해	감천항	·	다대포항	전면해역에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항	입구에	파랑관측용	CCTV를	구축하여	감천항과	다대포항에	상시	파랑관측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천항과	다대포항의	항구적인	복구공사는	학회의	피해원인조사	결과	및	제안사항을	토대로	

설계	적용	파랑,	조위를	재산정하고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복구설계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항구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7.]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7.26.]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7.7.26.]

해사안전법 [시행 2017.7.2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8.]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8.]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8.1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9.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9.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17.9.22.]

해운법 [시행 2017.9.22.]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7.9.22.]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17.9.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9.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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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7.]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2017.6.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간검사가	생략되는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대하여	제2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검사의	시기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제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	

계획"을	"항만공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

II. 개정문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	 (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				

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													

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는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					

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

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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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면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의	시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

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기산한다.

< 부 칙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

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

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						

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

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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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

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

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

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

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

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

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9>부터	<388>까지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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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일부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

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

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

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

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

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I. 개정이유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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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					

경찰청"으로	한다.

		<2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 칙 >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

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

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

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

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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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관세청"을	"관세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부산항의	수상구역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수리창"을	"해양

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325>부터	<388>까지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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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일부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

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		

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

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

							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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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

제5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

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41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2호,	제104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				

5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0조제2호	및	제102조	중	"제99조제2항"을	각각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2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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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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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7.2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2017.7.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				

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7.2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

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2017.7.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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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학력ㆍ유사경력의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학력ㆍ유사경력의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각각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표	학력ㆍ유사경력의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2호	및	같은	표	학력ㆍ유사경력의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2호	중	"졸업한	사람으로서"를	각각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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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9.8.]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

(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

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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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46>까지	생략

< 부 칙 >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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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9.8.]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					

시행)되어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						

(대통령령	제24456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는	등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해양

수산인재개발원,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안전심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40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1호(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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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	중	“국토

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

조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

3항,	제3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본문·단서,	제50조,	제52조	본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5조제4항,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별표	5	제4호	비고의	

제1호다목,	별표	6	제1호자목3)나)	단서,	별표	8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

1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6

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절차

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 부 칙 >

8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33호, 2017.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

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 법률 제14733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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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7조제4항	단서"를	"제17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17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5항·제6항"을	"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

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7조제7항"을	"제17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7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	후단"을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17조제5항	전단"을	"제17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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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48호, 2017.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

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함(제4조의2제5항	신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제8조제3호).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1조의5

제3항	신설,	제59조제2항제2호).

라.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제40조의2	신설).

마.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

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유류세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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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제41조의3제4항	신설).

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제57조제1호	신설).

사.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

3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 법률 제14748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II. 개정문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호	중	"이	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사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

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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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를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21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알려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

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고를	받은"을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신고증명서"를	"수리증명서"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하주단체(荷主團體)"를	"화주단체(貨主



9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주요법령제개정

97 

團體)"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하주(荷主)"를	"화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12조제1항"을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	1항ㆍ제

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	1항ㆍ제4항"

을	"제13조제2항(외항정	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	1항ㆍ제4항,	제24조제

4항"으로,	"제29조제2항ㆍ제3항"을	"제29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			

사업자"라	한다)"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를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이	조

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석유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선불카드"를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

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

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57조의2제1호	중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을	"제28조제5항,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

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를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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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

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ㆍ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

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

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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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335호, 2017.9.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

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의	지정요건	및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의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등

의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제21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을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	

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

		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23조의2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특별수송기간에	임시

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등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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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 대통령령 제28335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조												

제4항"을	"법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28조제3항	또는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8조제5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			

으로	한다.

II. 개정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								

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운산업의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운산업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을	확보

할	것

		3.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6개월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6개월

		2.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1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1년.	다만,	유류구매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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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능	정지가	시작된	날	또는	증빙자료의	불인정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

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	1명당	4명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법	제

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및	인가

제27조제1항제7호의2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9조"를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등록"을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고·고발	내용의	확인	및	포상금의	지급

제27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50조제1항"을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51조"를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7조제3항제2호의3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0조제1항"을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제2항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조제2항"

을	각각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터목부터	소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도목(종전의	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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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

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0호 2 1 5 3 3 3

터.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0호, 

법 제32조제1항

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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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조제1항(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를	"법	제12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하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9조제2항
제1호

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3항제1호의6 10 10 10

거.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2호 50 125 250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2017.9.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	제15조의9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등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

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완화(안	제16조의3제1호	단서,	안	제16조의3제2호	단서	

신설)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

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을	등록	신청	전까지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운항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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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중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미만인	선박"을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

하는	여객선"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이상인"을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아니한	선박"을	"아니한	여객선"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5까지를	각각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6까지로	하고,	제15조의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10(종전의	제15조의9)제2항제4호	중	 "제15조의10제2항"을	 "제15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11(종전의	제15조의10)제1항	중	"제15조의9"를	"제15조의10"으로	한다.	

II. 개정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조검사"를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의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	제1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받은"을	 "수리한"으로,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증명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제11조	및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제15조의11"을	"제15조의1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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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7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해운법」	제12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21조"를	

							"「해운법」	제1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록(변경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청인(대표

자)	제출서류란	제2호	중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을	"등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2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동의합니다"를	"동의합니다.	※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

식의	뒤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제1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시기를	기산한다.

< 부 칙 >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

구 분 해당 법조문 제출 또는 보고서류

1. 법 제14조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1호

가. 사업계획서
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법 제16조에 따
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1호

가. 운항수입 명세서
나. 운항경비지출 명세서

3. 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1호
해양사고 시 피해자 및 수하물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 및 피해보상 내용

4. 법 제 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1호

기. 운임표
나. 운임산출명세서

5. 법 제31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
라 공표한 운임보다 싸거나 비싸게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1호

가. 송장, 선하증권, 거래내역서 및 다
른 국가에서 운임에 관하여 공표하
거나 제출한 자료

나. 환급확인서
다. 그 밖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사

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6. 법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4호

가. 승선권
나.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7.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5호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8.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
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6호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9. 법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7호

가. 협약서
나. 운임표 및 운임산출명세서
다. 화주단체와의 협의한 내역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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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47호, 2017.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 법률 제14747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								

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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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를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해양환경상태를	조사·평가함에"를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분석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로,	"필요한	조치(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를"을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환경관리해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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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332호, 2017.9.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역관리청,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및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

과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양환

경		종합조사	실시기관은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47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역관리

청,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및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제분담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역관리청,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및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	삭제)

					해역관리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대상	해역	및	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의	종류	및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규정을	정비함.

나.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제7조의2	신설)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제분담금	조정	신청기간	확대(제54조제4항	전단)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방제분담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오염원인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

(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역이용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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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 대통령령 제2833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						

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							

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하	"해양환경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해양환경기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60일"을	"90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각각	"해양환경기준"			

으로	한다.

제94조제6항제1호	 중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II. 개정문

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분담금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제						

분담금의	납부통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2017.9.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보전협회	등에	관한	내용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

준을	정하도록	하며,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은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47호,	2017.3.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을	정하는	방법,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은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	등	해양환경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II. 개정문



11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주요법령제개정

117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운영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구성·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환경					

관리공단"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

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

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
우는 제외한다.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차 2차 3차 4차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등록취소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
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라)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마)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
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
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
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5	제2호다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

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5)	(나)의	위반사항란	중	"선박	및	장비"를	"선박,	장비	및	

설비"로,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72조"를	"법	제

72조"로,	"의무에"를	"의무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3조"를	"법	제73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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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제2호라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

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5)	(나)의	위반사항란	중	"선박	및	장비"를	"선박,	장비	및	

설비"로,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72조"를	"법	제

72조"로,	"의무에"를	"의무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3조"를	"법	제73조"

로	한다.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
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역이용협의등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실적이	없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

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사항

란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	

사항란	중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을	각각	"자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란	제2호다목1)	중	"수산자원보보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
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746호, 2017.3.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ㆍ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이른바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상위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어	실질적인	해양환경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인	물리적	공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오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오염효과의	장기간	축적과	사후발현,	매체를	통한	전체적인	순환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간적	관점의	결여,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왔음.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	오염

의	예방ㆍ보전ㆍ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

발ㆍ이용	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모법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체계적

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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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해양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과	활용의	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도

록	함(제5조).

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등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기준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	시에	해양

환경기준을	고려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

조사,	해양환경	질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주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제15조부터	제

20조까지).

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	국제협력의	촉진,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	해양환경정책

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민간단체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 법률 제14746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환경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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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331호, 2017.9.1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해양오염의	예방ㆍ보전ㆍ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	

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

록	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746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방법,	해양공간계획

에	포함되는	사항,	해양환경종합조사의	대상	및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포함되는	해양환경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

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나.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

에	따라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종합조사의	대상(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및	해양오염의	원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조사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I. 개정이유

하도록	함.

라.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제10조	및	별표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어장환경	조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에	관한	자료	및	결과	등의	해양환경정보를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하고,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및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

관리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 대통령령 제28331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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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바랍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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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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