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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5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5) 결과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2) 결과
제105차 법률위원회(LEG 105) 결과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9) 결과
제42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2) 결과

국제해사소식

영국해협·발틱해, 저유황유 사용 규정 위반율 높아(3.22)
Maersk Honam, 화물 클레임 최소 2억 달러에 달할 듯(3.22)
윌헴슨과 콩스버그 합작 - 최초 자율운항 선박회사 운영 본격화(4.3)
일본 도쿄만의 Ship-to-Ship LNG 벙커링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4.3)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 시행시, 연료유 비용 25% 증가 예상 (4.9)
선박 검사에도 드론(Drones) 사용 증가 (4.9)
유류오염 생태계 복원에 박테리아 활용 가능성 제기 (4.9)
몰타(Malta) 기국의 벌크선 VITASPIRIT호 충돌사고 발생(4.9)
국제해사국(IMB) - 기니만, 해적에 의한 피해 증가 우려(4.11)
1982년 이후 대형탱커선의 스크랩(Scrap) 시기 도래
IMO의 온실가스 초기감축목표 채택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4.16)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대비, 선주들 신조선박 LNG 연료 선호 (4.19)
세계 선복량, 파나마-마샬아일랜드-라이베리아 순
핀란드 선주협회(FSA), One Sea와 공조체계 구축 (4.26)
IMO, 본(Boh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온실가스(GHG) 전략 강조(4.30)
파나마운하청(ACP), 니오파나막스 갑문(Neopanamax locks)의 최대흘수 증강(5.3)
중국 조선, 국영조선소 위주로 재편 중(5.3)
Dorian LPG, 현대글로벌서비스와 LPG추진선박 개조 MOU 체결(5.4)
2020년 IMO Sulfur Cap 실행, 관련 업계 난항 예상(5.7) 
ICS (국제선주협회), 2018 연례보고서 발간 (5.9)
모건스탠리, ‘20년 해운규제 영향으로 국제유가 90불 전망(5.16)
세계최대 조선해양박람회 ‘포시도니아(POSIDONIA) 2018’ 개최(5.21)
셈코프마린(Sembcorp Marine)社 - 셸(Shell)社, 계약체결(5.21) 
이리듐(Iridium)통신, IMO 인증 획득으로 Inmarsat 독점 중단시켜(5.21) 
동아프리카 해역, 해적 행위 2배 증가(5.22) 
베링해협(Bering Strait), 안전한 해상 항로로 인정(5.28)
국제선주협회, 선박재활용협약(SRC)의 발효 강구를 위한 논의(5.28)
머스크라인, 선박 연료유 가격 고공행진에 유류할증료 도입 결정(5.28)
HNS 의정서 2010, 발효시기에 근접(5.29)
연료유 소모량에 대한 EU MRV & IMO DCS, 산업계에 혼란 가중 (6.1)
미쓰비시(Mitsubishi)社의 SOx 감축 시스템 개발(6.1)
ICS(국제선주협회), 2020년 연료유 황 규제, 적극 대처필요
현대상선(HMM) 메가 컨테이너 발주(6.4)
수입 감소에 따른 유조선 폐기량의 증가(6.5)
컨테이너항만 교통량의 추세(6.6)
전자해도(ECDIS) 최신화, 선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6.12)

해사안전정책동향

아는 만큼 더욱 안전해(海) 집니다!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사고 통계 발표

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

연근해 선박 안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광양항 안전 걸림돌‘암초’제거 본격 추진한다

바다에도 교통안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로 만나요!

해양안전교육, 이제는 VR(가상현실체험)로 즐기면서 배운다 

복합 해양재난에 대비한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중국과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박차

해양수산부,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

해사안전소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완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해양사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항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암초 제거공사 착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발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위험물하역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설명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유조선 종사자 안전교육 개최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

늘어지는 여름철, 해양안전은 바짝 졸라매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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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생존정의 통풍요건 개발

•	 	(논의내용) 전폐형	구명정	환기	요건과	극지	운항	선박의	구명	설비	기준에	관한	협약	개정안	

마련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전폐형	구명정의	통풍요건과	관련한	LSA	Code	개정안을	결정하였고,	전폐형	구명정	

이외의	생존정에	대한	통풍요건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2. LSA Code 6.1.1.3항 개정을 위한 제안문서

•	 	(논의내용) 구조정	수동조작	진수	인정을	위한	LSA	Code	6	.1	.1	.3항	개정안의	통과를	위하여,	

구조정에	추가	안전장치를	제안

•	 	(논의결과) 아국	제안을	수용한	LSA	Code	6.1.1.3항	개정안을	MSC	100차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기로	함

•	 회의명 : 제5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5)

•	 일시/장소 : 2018. 3. 12 ~ 16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Susumu Ota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5개 회원국, 30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479명 참석

I. 개요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5th Session

제5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SSE 5*) 결과

3.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장치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

•	 	(논의내용)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장치에	대한	추가요건을	위한	협약	개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	임시지침*을	제안

*	Polar Code와 제안한 임시지침의 적용을 통하여 지침의 타당성 평가 목적임

•	 	(논의결과) 임시지침(SSE	5/6)과	생존정의	환기요건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SSE	5/4)의	

의견차로	임시지침	개발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4. 신조 및 현존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2장 및 관련 Code 의 검토

•	 	(논의내용) 로로여객선의	화재사고	최소화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제안

•	 	(논의결과) 로로여객선	화재사고	및	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협약	요건(SOLAS	및	

관련	Code)을	식별하고,	관련	지침	및	협약	개정안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5.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드라이파우더 소화 

설비의 승인기준(MSC.1/Circ.1315) 개정 제안

•	 	(논의내용) Sodium	Bicarbonate(중탄산나트륨)의	문제점	(배관	막힘	·	뭉침	현상	발생,	Po-

tassium	Bicarbonate	대비	소화성능	저하)으로	인한	Sodium	Bicarbonate	사용	금지를	

제안하며,	소화약제를	Potassium	Bicarbonate(중탄산칼륨)으로	한정할	것인지	논의

•	 	(논의결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비	유럽국가의	지지를	받아	작업반에서	

논의되었고,	통신작업반	개설을	통해	아래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6.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 & Winches)의 요건 개발

•	 	(논의내용) 하역설비	및	윈치의	검사	및	정비	요건	개발을	위해	개설된	통신	작업반의	결과	

보고서	및	코멘트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비	유럽국가의	지지를	받아	작업반에서	

논의되었고,	통신작업반	개설을	통해	아래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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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

•	 	(논의내용) 제3차	선박	온실가스	배출감축	회기간	작업반	회의(2018.4.3.∼4.6.)를	통하여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초안의	가장	쟁점	항목인	비전,	의욕수준,	적용원칙을	중점으로	

논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함

•	 	(논의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세부이행

과제	등은	제4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예정

	- 감축목표:	금세기에	가능한	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조선의	EEDI	개선을	통하여	탄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의존도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	70%로	각각	

줄이며,	2050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

2. 선박평형수(BWM) 협약 개정안 및 BWMS Code 채택

•	 	(논의내용) 제71차	MEPC에서	승인된	BWMS	Code의	강제화를	위한	BWM	협약의	개정안과	

BWMS	Code	초안	검토

•	 회의명 : 제72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The 72nd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2)

•	 일시/장소 : 2018. 4. 9 ~ 1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Hideaki Saito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5개 회원국, 3개 준회원국, 76개 NGO 및 IGO 대표 등 약1,101명 참석

I. 개요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2nd Session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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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BWM	협약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지침(BWMS	Code),	A-1

규칙	개정안(BWMS	Code의	정의	포함),	B-3규칙	개정안	(BWMS	설치시기),	D-3규칙	개정안

(BWMS	Code	적용일자	명시),	BWMS의	검사관련	규칙(E-1	규칙	및	E-5	규칙)	개정안을	채택함

3. 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 개정

•	 	(논의내용) 평형수처리설비의	스케일링에	관한	지침(BWM.2/Circ.33)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BWM.2/Circ.43)에	대한	개정안	제안

•	 	(논의결과) 해당	지침서상에	언급된	‘Guideline’	대신	‘BWMS	Code’로	변경되었으며,	동형

처리설비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육상시험,	선상시험	또는	실험실	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BWM.2/Cir.33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함

4. 고유황 연료유(황함량 0.5% m/m 초과)의 선박 적재 금지 관련 협약 

개정안 승인

•	 	(논의내용) 2020년	선박연료유의	황함량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5차	PPR	회의에서	

고유황	연료유	적재	금지	협약	개정안을	마련함

•	 	(논의결과) 제5차	PPR에서	마련된	협약	개정안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함

*	차기 회의(MEPC 73, 2018년 10월)에서 채택되면 발효일은 2020년 3월로 예상됨

5. 선박연료유 사용량 자료 조기 제출 등에 대한 회람문서 승인

•	 	(논의내용) 우리나라가	제안한	SEEMP	Part	II	조기	제출	독려	및	IACS가	제안한	적합확인서	

서식에	관한	회람문서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각	회원국에게	SEEMP	Part	II	를	2018.9.1.까지	주관청에	제출하도록	장려하였고	

적합확인서	서식에	관한회람문서를	통합하여	개발	완료	및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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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2010년 HNS 의정서 발효 및 조화로운 해석 촉진

•	 	(논의내용) HNS	의정서	발효	촉진	및	준비사항	검토를	위해	구성되었던	통신작업반의	최종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동	의정서	발효	촉진을	위한	워크숍(2018.4.26.-27.)	개최	소식을	안내함

•	 	(논의결과) 동	회의기간	중	캐나다	및	터키가	비준서를	기탁(4월	23일)하였으며,	현재	체약국은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총	3개국이	됨.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은	동	

의정서에	대한	국내비준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임을	밝힘

2. ‘FAL 협약 부록의 지위에 대한 법률 자문’ 초안 채택

•	 	(논의내용) FAL협약	부속서	부록	3의	개정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부록이	FAL	협약의	일부인지	

논의

•	 회의명 : 제105차 법률위원회

               (The 105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LEG 105)

•	 일시/장소 : 2018. 4. 23 ~ 25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Volker Schofisch (독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0개 회원국, 5개 IGO 및 18개 NGO 대표 등 약 350명 참석

I. 개요

* Legal Committee, 105th Session

제105차 법률위원회(LEG 10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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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로화물선 및 로로여객선 EEDI 기준 개정안 조기 적용 허용

•	 	(논의내용) 우리나라는	제71차	MEPC에서	약	20%	정도	완화	승인된	로로화물선	및	로로

여객선의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	기준	개정안을	협약	시행일보다	일찍	적용하자고	제안함

•	 	(논의결과) 많은	회원국과	단체의	지지로	조기	적용에	대한	결의서가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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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강제협약 개정안 검토 및 채택

•	 	(논의내용) 복원성	관련	SOLAS	II-1장	개정안	채택

•	 	(논의결과) 현존	여객선에	대한	복원성	컴퓨터	설치	또는	육상지원	시스템	구축은	협약	발효일

(2020.1.1)	부터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결정(2025.1.1.	적용)

•	 	(논의내용) 화재시험코드(FTP	Code)	개정안	채택

•	 	(논의결과)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	및	고속선의	방화재료	및	승인시험	방법을	

36인	이하	여객선에도	적용하도록	FTP	Code	부속서	3의	표1	개정(2020.1.1	발효)

•	 회의명 :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99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99)

•	 일시/장소 : 2018. 5. 16 ~ 25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eorge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6개 회원국, 68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1,016명 참석

I. 개요

* Maritime Safety Committee, 99th Session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9*) 결과

 13

•	 	(논의결과) 특별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42차	간소화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FAL	

협약	부록의	지위에	대한	법률	자문’	초안*을	채택함

*	부록의 지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협약 당사국이 하도록 하는 법률위원회의 검토 문서를 제42차 FAL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3. 허위등록 선박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작업과제 채택

•	 	(논의내용) 콩고,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에	허위등록된	선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허위등록 선박이 항에서 구류될 경우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PSCO는 선박의 등록 및 등록의 

합법성에 대한 최신화된 정보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논의결과) 동	작업과제를	2018-2019년	2개년	작업	과제로	채택하여	2021년	까지	논의	완료	

예정이며,	제	106차	LEG	잠정의제에	포함시켜	작업과제의	범위를	논의하기로	결정

4.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협약 적용범위 분류작업 및 규제 필요분야 분석을 신규 

의제로 채택

•	 	(논의내용) MASS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통일된	기준과	이를	위한	현행	

기준의	분류작업의	필요성으로,	최대	4개의	회기간	동안	관련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논의결과)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99차,	제100차	MSC	결과를	고려하여	제106차	

LEG에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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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대비한 협약 적용범위 분류작업(RSE) 체계 구축

•	 	(논의내용) 자율운항선박	개념,	RSE	작업체계,	작업방법	및	계획	수립	등	논의

•	 	(논의결과) RSE	작업체계(목적,	용어정리,	RSE	작업양식,	작업계획	작성)	등을	구축하고,	회기

간	통신작업반을	통해	RSE	작업방법을	검증하여	제100차	MSC에	보고하도록	결정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유지보수 감사주기 등 검증지침서 개정 승인

•	 	(논의내용) GBS	유지보수(Maintenance	of	Verification)를	위한	감사주기	및	감사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검증지침서	개정	검토 

•	 	(논의결과) GBS	감사주기	3년(기존	1년)*,	감사범위는	규칙의	중요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

하기로	결정함(2019.12.적용)

*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전에 감사 가능

				** Major, Minor, 단순편집 및 협약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변경사항		

4. 기타 주요 결정사항

•	 	(논의내용) NCSR	작업량	과다로	인해	①위원회	분리,	②회의기간	연장,	③회기간	작업반	추가	

개설	등을	통한	해결방안	논의

•	 	(논의결과) 효율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수	회원국의	지지	하에	회의기간을	8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120차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NCSR	6차	회의부터	2년간	

시험적용)

•	 	(논의내용) GMDSS	제공자로서	이리듐	이동위성	시스템	승인	여부	논의

•	 	(논의결과) 이리듐	시스템에	대한	국제이동위성기구(IMSO)의	기술평가	결과가	평가	기준

(Res.A.1001(25))을	충족함에	따라	다수	회원국의	지지	하에	GMDSS	위성시스템으로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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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내용) 극저온	액체	연료관의	2차	밀폐장치	대체방안	논의

•	 	(논의결과) 2차	밀폐장치	대체수단의	인정	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해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위

(CCC	5)에서	논의	후	MSC에	보고토록	결정

•	 	(논의내용) 해상보안	관련	IMO	모델코스	개발	논의

•	 	(논의결과) 항만시설	근무자를	위한	보안인식훈련	관련	IMO	모델코스를	검토하고,	향후	해상

보안	모델코스	개정작업은	선원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에	이관하기로	결정

•	 	(논의내용) 여객선의	선측	손상시	전력공급	능력	향상	방안	논의

•	 	(논의결과) 기술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추후	논의	

필요시	새로운	작업의제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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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성공적인 해상용 싱글윈도우(MSW) 프로토타입 구축방안

•	 	(논의내용) FAL	협약,	IMO	Compendium*,	싱글	윈도우	가이드라인의	조화로운	개정을	

통한	성공적인	MSW	프로토타입	구축방안	논의

*	해상교통간소화 및 싱글윈도우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한 개요서

•	 	(논의결과) 총체적인	접근방식*	및	사용자친화적으로	MSW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현재	IMO

에서	작업중인	관련	작업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선박 · 육상간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된 보고를 위한 MSW 프로토타입 구축 시 관련 협약 및 지침을 조화롭게 

개정하기 위한 접근방식

2.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	 	(논의내용) DMPT(Data	Model	Project	Team)	포커스	그룹의	IMO	Compendium	개정	

작업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IMO	Compendium의	개정	방안을	논의

•	 회의명 : 제42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The 42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2)

•	 일시/장소 : 2018. 6. 5 ~ 8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Yury Melenas(러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6개 회원국, 31개 NGO 대표 등 약 380명 참석

I. 개요

* Facilitation Committee, 42th Session

제42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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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IMO	Compendium	최신화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회의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3. 해상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성에 대한 지침 개정 검토

•	 	(논의내용) 싱글윈도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FAL.5/Circ.36)	

개정에	대한	통신	작업반	결과를	논의

•	 	(논의결과) 지침(FAL.5/Circ.36)에서	해상싱글윈도우(MSW)	및	무역싱글윈도우(TSW)의	

정의	분리	등	지침개정	일부내용을	결정하고,	통신	작업반을	재개설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함

4.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설명서(Explanatory Manual)의 개정

안 검토 및 최신화

•	 	(논의내용) 통신작업반에서	FAL	협약	설명서를	검토하여	개정초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	설명서에	대한	개정을	논의

•	 	(논의결과) 통신작업반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제120차	

이사회에서	관련	신규과제	추인조건으로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5. 밀항자 예방 및 책임배분과 관련된 지침(FAL.11(37)) 검토

•	 	(논의내용) FAL	협약	부속서를	개정하여	채택(FAL	40)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FAL.11(37)	

(밀항자	접근방지	및	책임배분	관련	지침)	개정내용	검토

•	 	(논의결과) FAL	40에서	채택한	FAL	협약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집상	수정작업을	완료한	

새로운	결의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6. FAL 협약의 국내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개발 지침

•	 	(논의내용) FAL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선사항	식별	등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측정			

수단	개발을	위한	신규	작업과제	채택	여부	논의

•	 	(논의결과) 2020년	완료	목표로	FAL협약의	국내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개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신규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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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Chalmers	대학	연구진들이	최근	SECA(Sulphur	Emission	Control	Area)	해역을	운항

하는	선박들의	저유황유	규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해협과	발틱해를	운항

하는	선박들의	규제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9월	공기질	검사방법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해협	운항선박의	13%가	0.1%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발틱해	중부	지역의	위반율도	12%에	달해	발틱해	서부	및	기타	유럽지역의	일반적인	

평균	위반율	약	5%보다	높게	나타남

•	 EU는	2020년	IMO의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시행	등을	계기로	위반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영국해협·발틱해, 
저유황유 사용 규정 위반율 높아(3.22)

•	윌헴슨(Wilhelmsen)과	콩스버그(Kongsberg)의	합작으로	2018년	4월	3일	노르웨이에	

설립된	최초의	자율운항	선박회사인	Mastersly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인	회사	운영	예정임

	- 자율운항선박(MASS)의	설계부터	시스템제어,	선박관리	및	육상기지통합센터의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콩스버그(Kongsberg)	CEO인	Geir	Haøy는	자율운항선박은	국제해사산업의	중요한	발전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수요증가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행이	일반화될	경우,	Mastersly가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윌헴슨과 콩스버그 합작 - 최초 자율운항 
선박회사 운영 본격화(4.3)

•	지난	3월	6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Maresk	Honam	컨테이너선이	UAE의	두바이	인근	Jebel	

Ali	항으로	예인	중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밝힘

•	 예인하는	데만	최소	2주가	소요될	예정이며,	부두에	접안하기	위한	사전점검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두에	접안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

하고	있음

•	Maresk	Honam은	2017년에	건조된	15,262	TEU	컨테이너선으로서,	전문가들은	TEU당	

화물가치를	5만	달러로	보고,	거주구역	인근	화물만	손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화물	

클레임이	최소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Maersk Honam, 
화물 클레임 최소 2억 달러에 달할 듯(3.22)

•	일본의	Sumitomo	Corp.,	Uyeno	Transtech	Ltd.	및	Yokohama-	Kawasaki	International	

Port	Corporation은	도쿄만(Tokyo	Bay)의	Ship-to-Ship	LNG	벙커링	사업의	타당성	연구를	

위하여	2018년	3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태평양을	통항하는	선박의	아시아	관문인	도쿄만은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IMO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0.5%)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주요	LNG	벙커링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

일본 도쿄만의 Ship-to-Ship LNG 벙커링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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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소재	전문기관(WoodMac)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시행될	경우,	선주의	연료유	비용은	약	25%	증가하고,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정기

(Scrubber)를	설치하여	규제를	충족하도록	하는	선박은	전	세계	선대의	약	2%로	예상됨

•	한편,	최근	해운전문	조사기관(Drewry)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	해운업계	선주들의	약	3분의	

1	이상이	IMO의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현실적인	준비부족	등으로	예정대로	2020년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답변함

•	 IMO의	일관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주들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동	규제	시행연기	

요청	등을	들어	2020년	시행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동	규제가	시행될	경우,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선주들은	저유황유	사용	66%,	LNG	연료	

사용	8%,	기타	대체	연료	사용	13%	등으로	응답함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 시행시, 
연료유 비용 25% 증가 예상 (4.9)

•	선박의	안전성	검사	시	검사원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화물창,	평형수탱크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앞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IACS(국제선급연합회)는	드론을	포함한	원격조정장치를	선박검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이미	2016년	6월에	개정하였으며,	연관된	적용규칙	등을	함께	개정하여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한편	NK(일본선급)은	2018년	4월	‘선급검사의	드론	활용지침’이라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검사	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음

선박 검사에도 드론(Drones) 사용 증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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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재해	대응에	대한	프랑스	국영	연구기관인	INRS	연구진들은	최근	Lacanivorax	bor-

kumensis	라는	박테리아가	석유연료의	탄화수소를	분해하여	제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유류오염으로	황폐화된	해양이나	연안의	생태계	복원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

	- 향후	동	박테리아를	활용한	실용화	방안을	연구·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유류오염 생태계 복원에 박테리아 활용 
가능성 제기 (4.9)

•	 4월	7일,	재화중량톤수(DWT)	74,269톤급	벌크선	VITASPIRIT호(2001년	건조)가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Bosphorus	Strait)	항해	중,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한	통제	불능	상태에서	아나

돌루	히사리(Anadolu	hisari)에	위치한	맨션과	충돌	사고	발생

	- 부상자는	없으나,	파손된	맨션은	식당으로	사용되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음.	충돌	선박은	예인

선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	조사	중

•	충돌	장소인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Bosphorus	Strait)은	세계에서	가장	선박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음

몰타(Malta) 기국의 벌크선 VITASPIRIT호 
충돌사고 발생(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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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국(IMB)에서	2018년	4월	발간한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해적에	의한	피해사례가	2016년(37건),	2017년(43건)	대비	2018년	1분기만	

총	66건으로	크게	증가함

•	이	중,	기니만(Gulf	of	Guinea)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만	2018년	1분기	총	29건으로	이는	

전체	40%	이상을	차지함.	국제해사국(IMB)	대변인은	지속적인	견시를	통해	식별이	불분명한	

선박의	접근에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함

국제해사국(IMB) - 기니만, 해적에 의한 
피해 증가 우려(4.11)

•	저운임,	높은	스크랩	비용,	노후화된	탱커선,	엄격해진	IMO	규제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해	

최적의	스크랩(Scrap)	시기가	도래함

•	 클락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동안	VLCC	17척,	suezmaxes	3척,	aframaxes	14척		

등을	포함하여	총	재화중량톤수(DWT)	8백만의	탱커선들이	스크랩(Scrap)	되었으며,	이는	

198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Teekay社	의하면	2018년	1분기에	스크랩(Scrap)된	선박의	선령은	주로	17∼18년으로,	17.5년	

때의	중간검사	시기를	넘기지	않음으로써	비용	절약하려는	선사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VLCC	선종에서	가장	두드러짐

•	하반기	스크랩(Scrap)	수요가	지속된다면,	탱커선대의	성장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를	예정

1982년 이후 대형탱커선의 스크랩(Scrap) 
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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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Lloyd	List	등	영국	및	유럽	주요	언론들은	IMO의	온실가스	초기	감축목표	채택(제72차	

MEPC)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음

•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일(배출량	세계	6위)	전체	배출량과	비슷하며,	선박의	국제

적인	이동특성	때문에	항공분야와	같이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약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환경

단체	등은	우려를	제기해	왔었으나,	이번	초기	감축목표	채택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함

IMO의 온실가스 초기감축목표 채택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4.16)

•	런던	소재	전문기관(SMM	Maritime	Industry	Report)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시행에	따라,	글로벌	선주들은	신조선	발주시	LNG	연료	추진선박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44%에	달함

•	 IMO는	최근	MEPC	회의	등을	통해	동	규제	시행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였으며,	대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행	유예나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음

•	한편,	선박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LNG	연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모든	선박이	LNG	연료로	전환하더라도	2050년	3.5억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효율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접목이	

필요하다고	주장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대비, 선주들 신조선박 
LNG 연료 선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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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를	대행하여	IMO	선박번호를	부여하는	IHS	Maritime	선박등록	통계에(2018년	1월	

기준)	따르면,	국가별	선복량은	파나마(8,017척	2.18억톤),	마샬아일랜드(3,421척	1.46억톤),	

라이베리아(3,300척	1.43억톤)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는	2,918척	1천8십만톤을	기록하여	총톤수	기준	22위를	기록함	(2017년	1월	

기준	2,930척	1천1백만톤	대비	다소	감소)

세계 선복량, 
파나마-마샬아일랜드-라이베리아 순

•	핀란드선주협회(FSA)는	One	Sea*와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5년까지	디지털화	·	자동

화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상업용	자율운항선박(MASS)	운항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One Sea는  벤처기업 DIMECC을 중심으로  기자재업체( ABB ,  Cargotec ,  Rolls-Royce ,  Wartsila ), IT 기업 

및 통신기업(Ericsson,  Tieto ), 여객선사(Finferries), 핀란드 도선회사(Finnpilot Pilotage), 조선소(Meyer 

Turku)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계 클러스터(협의체)임

•	한편,	2017년	8월	One	Sea의	회원사,	

DIMECC의	관리	하에서,	Jaakonmeri	

(핀란드	 서해안	 소재)가	 자율운항선박

(MASS)	시험을	위한	지역으로	처음	개방

된	바	있음

핀란드 선주협회(FSA), One Sea와 공조체
계 구축 - 2025년 자율 운항선박(MASS) 
운항실현 기대 밝혀(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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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는	총	11일간(4.30-5.10)	본(Bohn)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선박으로

부터	기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초기전략’	채택에	대해	소개

*	IMO는 선박 연료데이터 수집시스템(DCS)의 이행과 세계해사기술협력센터(MTCC)의 공식출범을 통해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함

IMO, 본(Boh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온실
가스(GHG) 전략 강조(4.30)

•	파나마	운하	항만	당국은	2018년	6월	1일부터	니오파나막스	갑문(Neopanamax	locks)을	

통과하는	선박의	폭이	51.25m(168.14ft)로	가능해지며,	가툰	호수(Gatun	lake)	수위에	따라	

최대	흘수가	열대담수기준	14.63m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발표

	- 최대홀수	증강으로	2020년까지	LNG	수송량은	30만톤	가량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도

와	비교할	때	5배가량	증가한	수치임

파나마운하청(ACP), 니오파나막스 갑문
(Neopanamax locks)의 최대흘수 증강(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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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ksons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월	기준	최소	1,000GT	이상의	선박을	

수주한	중국조선소는	391개였으나,	2018년	4월	기준	112개	감소함

	-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국,	일본	등의	Big	3	조선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임	

(한국	:	39	→	14개,	일본	:	70	→	55개)

•	중국조선소들의	총수주량은	감소하였으나,	CSSC	및	CSIC	산하	국영조선소들이	전체	계약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

	- CGT	기준	국영조선소는	2009년	31%에서	2017년	59%로	증가한	반면	민영조선소는	동기간	

중	50%에서	31%로	감소

*	민영조선소의 경우 수주 편중 현상이 극심하여 Jiangsu New YZJ와 New Times 등 2개의 조선소의 수주

량이 민영조선소 전체 수주량 중 70%를 차지

•	많은	조선소가	시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지원	중국조선소의	입지는	금융	위기	수준	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음

중국 조선, 국영조선소 위주로 재편 중(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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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ian	LPG(그리스	선주)와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최대	10척의	VLGC에	대해	LPG추진선박	

개조	관련	초기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 Dorian	LPG는	LPG를	LNG,	메탄올,	MGO와	더불어	비용	효율적	·	친환경적인	미래	

연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MoU는	2020년	IMO	Sulfur	Cap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Dorian LPG가 보유한 VLGC 22척 중 19척은 현대중공업, 3척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되었으며, 2017년 

9월 미국선급 ABS와 LPG추진 VLGC의 CO2 배출량 85% 감축(‘20년 EEDI 기준)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한편,	배출가스	저감	관련	국제법규가	강화되는	가운데	LPG추진선박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며,	2018년	초	벨기에	선주사인	Exmar는	한진중공업에	LPG추진	VLGC	2척을	발주한	

바	있음

Dorian LPG, 현대글로벌서비스와 LPG추진
선박 개조 MOU 체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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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업계	연료전환에	드는	비용부담으로	2020년	IMO	Sulfur	Cap*	실행을	위한	관련	업계의	

난항	예상

*	배출규제지역(ECA)을 제외한 모든 항해구역에서 2020년까지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규제

	- 국제해운회의소(ICS)에서는	일부	선주들이	인위적으로	황	함유량	규제를	불이행하려는	우려에	

대하여	과거	ECA에서의	인위적인	불이행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ECA	진입	시	발생하는	

연료전환에	기술적인	문제도	거의	없다고	언급

	- 연료공급업계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한	안정적	연료공급이	가능하며,	황	함유량	0.5%와	ECA용	

0.1%	연료공급가에	크게	차이	없음을	언급

•	황	함유량	규제	이행을	위한	LNG	연료와	스크러버(scrubber)의	사용은	일부	선대에만	적용될	

것이며,	대다수	선박은	저유황유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IMO Sulfur Cap 실행, 관련 업계 
난항 예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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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	37개국	선주(세계	선복량의	80%	이상)들이	가입한	단체인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가	2018년도	해운계	주요	현안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함

ICS (국제선주협회), 
2018 연례보고서 발간 (5.9)

•	모건스탠리는	브렌트유	가격이	2020년	배럴당	90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OPEC의	감산	조치와	미국의	이란제재	재개	등의	지정학적	이슈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한	상황에서	2020년	1월	선물가격은	배럴당	66불	수준을	유지	중

•	 2020년	IMO	Sulfur	Cap	적용	시점에	Scrubber를	설치할	선박은	5%,	나머지	95%의	선박은	

저유황연료	등	대체연료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정유업계는	2020년까지	1.5백만	

배럴의	Gas	Oil	생산을	위해	추가로	5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야	할	것으로	예측함

	- 추가	생산될	저유황연료	생산은	주요	Bunkering	Port	기준으로	균일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저유황연료	이송을	위한	추가적인	톤-마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함

모건스탠리, 2020년 해운규제 영향으로 
국제유가 90불 전망(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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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아테네에서	 ‘포시도니아(POSIDONIA)	 2018	조선해양박람회*’가	 5일간(6.4-6.8)	

개최되어	많은	해운산업분야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였음

*	2년 주기로 열리는 동 박람회는 노르웨이 노르시핑, 독일 국제조선해양기자재 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조선·

해양 박람회 중 하나임

•	동	박람회에서는	IMO	임기택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운산업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과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함

	- 2020년	글로벌	황산화물	규제	및	드라이	벌크선(dry	bulk)/유조선(oil	tanker)의	시장성	

미래	전망(발트국제해사협의회,	BIMCO),	향후	2년	동안의	해운산업에서	논의될	의제채택			

(그리스	선주협회)	등이	주요	안건임

세계최대 조선해양박람회 ‘포시도니아
(POSIDONIA) 2018’ 개최(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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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셈코프마린社의	자회사인	Sembcorp	Marine	Rigs	&	Floaters社가	셸	오프쇼어(Shell	

Offshore)社와	미국	멕시코만(GoM)	해상	Vito	프로젝트	반잠수식	해양생산설비(FPU)*의	

선체(Hull),	탑사이드(Topside)제작	및	통합(intergration)	공사의	작년(2017.12.5)	LOI(의향

서)를	체결한	데	이어	본	계약을	체결함

*	Vito FPU : Single Topside Module 및 4-column Semi-Submersible Floating Hull로 구성되며, 

설계 생산능력(throughput capacity)이 석유 100,000 bpd(barrels per day)/가스 100 MMSCFD(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에 달함. 동설비는 미국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남쪽으로 약 241km 

떨어진 수심 4,050피트의 미시시피 캐년(Mississippi Canyon) 해상에 투입될 예정

셈코프마린(Sembcorp Marine)社 
- 셸(Shell)社, 계약체결(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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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듐(Iriduim)통신은	1999년부터	인마새트(Inmarsat)가	독점으로	제공했던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서비스를	2020년

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동	사항은	IMO	Circular	Letter	NO.3845에	회람됨

•	이리듐社의	부회장	Bryan	Hartin은	성명서를	통해	이리듐(Iriduim)통신을	승인한	국제해사

기구(IMO)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해운업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마새트(Inmarsat)에	

이은	GMDSS	서비스	제공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냄

•	한편,	 국제이동위성기구(International	 Mobile	 Satelite	 Organization)는	 이리듐社의	

GMDSS	이행과정을	주시할	예정임

이리듐(Iridium)통신, IMO 인증 획득으로 
Inmarsat 독점 중단시켜(5.21)

•	미국	비영리	평화재단	‘하나뿐인	지구	미래(One	Earth	Futu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납치	건수가	2016년(총	27건)에	비해	2017년(총	54건)	두	배가량	증가함

	- 국제유조선선주협회(INTERTANKO)의	해운부분	담당자	Phil	Belcher은		예멘(Yemen)의	

내전으로	아프리카	북동부(The	Horn	of	Africa)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	앞서	총	237건의	해적	행위를	기록한	지난	2011년,	국제사회는	연간	80억	달러(한화	약	9조	

3,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해상경계활동	강화와	현지	해상보안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에	비해	2017년	해적행위가	2배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	대비할	때	현저히	감소한	

수치임

동아프리카 해역, 해적 행위 2배 증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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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는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알래스카(Alaska)와	러시아	추코치	반도(Chu-

kotskiy	Peninsula)를	잇는	약	50마일의	베링해협(Bering	Strait)을	안전한	항로*로	채택하여	

2018년	12월	1일	효력	발효예정

*	SOLAS 규정Ⅴ/10에 따라 체약국 정부가 제안한 안전한 선박 항로 시스템이 채택될 수 있으며, 베링해협

(Bering Strait)의 해상 항로 시스템은 NCSR 5/3/7 문서를 통해 러시아와 미국이 제안하였고 제99차 MSC

에서 채택됨

•	현재,	배링해협	내	6곳의	항로가	위험	경계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또한	이	중	3곳의	영역(King	Island,	St.	Lawrence	Island,	Nunivak	Island)을	위험	경계

지역(areas	to	be	avoided)으로	지정한	바	있음

	- 해당	지역은	해안경비대가	

지속적으로	선박	통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환경단체는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한편,	 환경단체는	 베링해

협	(Bering	Strait)의	북해

역과	 남해역은	 원래부터	

해양자원이	 부족한	 지역

이며,	 해양오염	 발생	 시	

고래,	물개	등	주요	해양자

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금번	IMO

의	 안전한	 항로	 채택을	

환영함

베링해협(Bering Strait), 안전한 해상 항로로 
인정(5.28)

Bering Sea and Bering Strait Routeing Measures

배링해협 내 위험경계지역 (총 6구역) / 안전항로 상기 그림 참조 (출처 : NCSR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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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선주협회(ASA),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유럽선주협회연합(ECSA),	국제해운

회의소(ICS),	 국제유조선선주협회(INTERTANKO)등의	 국제선주협회들은	 선박재활용협약

(SRC	2009)*의	발효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회의를	5월	14일에	개최함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선박의	재활용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선박재활용(SRC)	

비준	관련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협약	비준을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협회	당사자들의	각	정부가	SRC	비준과정을	서두르도록	촉구할	것

2)	협회	국가들의	각	정부가	선박	재활용	국가와	회담할	때	SRC	비준을	의제에	포함하도록	할	것

3)	선박재활용국가들의	SRC	비준을	독려할	것

4)	IMO	및	회원국들이	SRC	입법제정을	위한	TF팀을	만들도록	독려할	것

*	선박재활용협약(SRC 2009) : 선박해체시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보호,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채택한 협약. 

(채택) 2009.5.15 / (미발효) 세계상선선복량 40% 이상을 보유하고,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이 가입국선복

량의 3% 이상인 15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 현재 6개국**이 비준

** 6개 기국 비준(2018.5.14 기준) : 벨기에, 콩고,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파나마 / 선복량 20.48% 충족

국제선주협회, 선박재활용협약(SRC)의 발효 
강구를 위한 논의(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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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래	선박연료유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머스크라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키로	결정함

	- 머스크라인은	벙커C유	가격이	유럽	기준	$440/ton(2018년	초	대비	20%	이상	상승)까지	

치솟은	상황으로	유류할증료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현재	벙커C유	가격	기준($440/ton)으로	할증료는	40	teu	컨테이너	당	$120	수준이며,	다만	

벙커C유	가격이	$370/ton이하로	하락할	시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

머스크라인, 선박 연료유 가격 고공행진에 
유류할증료 도입 결정(5.28)

•	덴마크가	HNS	의정서	2010*	비준	계획을	시사하였으며,	덴마크의	비준은	동	의정서	발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사안임

	- 현재,	HNS의정서	2010	비준국은	총	3개국(노르웨이,	캐나다,	터키)이며,	기여화물(Con-

tributing	 cargo)의	 총량은	 2,870만톤으로	 발효요건에	 필요한	 기여화물(Contributing	

cargo)의	72%에	달함	

*	유독 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2010 의정서(HNS Protocol 2010) : 

위험·유해물질(HNS)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시 인적, 재물, 환경에 발생한 손실 및 사고수습에 드는 손해배상을 

다루는 협약. (채택) 2010.4 / (미발효) 선복량 200만톤 이상 4개국을 포함한 12개국 이상이 가입한 후 18월

이 경과하면 발효

HNS 의정서 2010, 발효시기에 근접(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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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저감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규제로서,	연료유	소모량에	대한	

보고의무인	 EU의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와	 IMO의	

DCS(Data	Collection	System)가	해운업계	등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	 EU의	MRV는	보고서식에	37개	항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IMO의	DCS는	9개	

항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지역,	시기	등이	상이하여	선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Verifavia	Shipping	(항공	및	해운분야	배기가스	분야	검증	전문기업)	등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음

*	EU 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 

· 2018.1.1.부터 EU 항만에 기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항차단위로 연료소모량 등을 모니

터링해서 보고토록 하고, 독립된 기관이 이를 검증하도록 하며, 전체적인 데이터는 유럽해사안전청 (EMSA)

에서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	IMO DCS (Data Collection System)

· 2019.1.1.부터 각 회원국이 등록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연료소모량 등을 취합해서 보고

토록 하는 제도로서, MARPOL 부속서 제6장 개정을 통해 2018.3.1.부터 시행됨

· IMO 사무국에서는 GISIS에 DCS 관련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모듈을만들어 보고된 데이터를 관리

하고 MEPC에 보고할 예정임

연료유 소모량에 대한 EU MRV & IMO 
DCS, 산업계에 혼란 가중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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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미쓰비시(Mitsubishi)	조선과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Mitsubishi	Hitachi	Pow-

er	Systems)이	합작하여	메가	컨테이너선용	이산화황(SOx)	감축	시스템을	개발

	- ‘ACTIVE	FUNNEL’은	다량의	배기가스를	탈황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선박	화물량을	유지

하면서도	컨테이너	화물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됨

미쓰비시(Mitsubishi)社의 SOx 감축 시스템 
개발(6.1)

•	 ICS는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강화한	IMO	규제가	2020년	이후	국제

해운의	성장을	가름하는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

•	동	규제에	따라	모건스탠리	등	분석사들은	저유황유	유가가	배럴당	현	60달러선에서	90달러

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CS는	LNG연료	추진선박의	조기	도입,	황	세정기	설치,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제	남은	18개월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힘

ICS(국제선주협회), 2020년 연료유 황 규제, 
적극 대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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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은	아국의	3개	조선소에서	20척*의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의	건조	예정

*	대우조선해양 7척(23,000TEU), 삼성중공업 5척(23,000TEU), 현대중공업 8척(14,000TEU) 

	- 현대상선은	신조선	납품기일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동	조선소	3곳을	대상으로	20척건조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함

현대상선(HMM) 메가 컨테이너 발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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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컨테이너항만의	교통량	증가율이	6%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터미널	인수합병

(M&A)이	컨테이너항만	그리고	터미널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교통량	증가율은	 2017년도	 2/3/4분기에	각각	 4.9/6/6.3(%),	 2018년	 1분기에	 6.2%로	

2016년	이후	전체적인	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터미널	산업이	무역	전쟁	및	기타

제재로	인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함(Drewry社)

	- EBITDA*	마진은	유지	되고	있지만,	영향력이	강해진	동맹	및	운송업체들로	인한	비즈니스	

위험도가	높아져	기존보다	낮은	가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EBITDA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세전·이자지급전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컨테이너항만 교통량의 추세(6.6)

•	전자해도시스템을	국제수로기구(IHO)	표준에	맞게	업데이트	하도록	IMO는	SOLAS	협약	등을	

통해	요구하고	있으나,	ECDIS	초기	(약	15년전)	모델을	장착한	선박들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ECDIS	전체를	신	모델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침체기인	해운시장의	선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

•	 IMO는	잘못된	전자해도만	믿고	항해하다가	좌초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1일	까지	IHO	표준에	맞도록	전자해도를	업데이트하도록	한	바	있음

•	하지만	현존선	구형	모델의	경우	업데이트할	방안이	없어,	주요	선적국가들의	요청으로	최소한	

항만국통제(PSC)에서는	이를	사유로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2017년	9월	IMO	

회람문서(III2/Circ.2)를	채택하였음

	- 다만,	이	회람문서도	제99차	MSC	결정에	따라	곧	폐기되고	오는	7월부터는	ECDIS를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	PSC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

전자해도(ECDIS) 최신화, 
선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6.12)

•	올해	해운	업계는	저조한	수입율,	스크랩	강재	가격,	그리고	새로운	환경	규제	대응등으로	지난	

반세기	중	최대	규모의	유조선	폐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2018년도 1월~4월까지 1,030만톤(DWT)의 선박해체가 진행(2017년의 경우 1,120만톤) 

	- 선박	폐기의	증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의	감소	등	석유	수출량이	수	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유조선	시장은	운임과	수익률이	2019년	하반기까지	최저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수입 감소에 따른 유조선 폐기량의 증가(6.5)



해사안전정책동향 

국내해사동향 
아는 만큼 더욱 안전해(海) 집니다!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사고 통계 발표
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
연근해 선박 안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광양항 안전 걸림돌‘암초’제거 본격 추진한다
바다에도 교통안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로 만나요!
해양안전교육, 이제는 VR(가상현실체험)로 즐기면서 배운다 
복합 해양재난에 대비한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중국과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박차
해양수산부,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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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연안	해역이나	좁은	수로	등을	항해하는	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선박

이	꼭	지켜야	할	‘기초항법	8법칙*’에	대한	리플릿도	마련하여	함께	배포했다.	기초항법은	선박

을	추월하는	경우나	서로	마주치는	경우,	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등	선박	운항자가	지켜야	할	사

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	 ①  추월하는 경우  ②  마주치는 경우  ③  횡단하는 경우  ④  지정 항로인 경우  ⑤  좁은 수로 통과시(1)     

⑥  좁은 수로 통과시(2)  ⑦  방파제 통과시  ⑧  음주운항 금지

		구명뗏목	동영상은	관련	부처,	기관,	업	·	단체	등에	배포하여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보바다’	코너	내	해양안전정보방에도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구명뗏목	사용법	리플릿과	기초항법	리플릿은	각각	1만	부씩	제작하였으며,	구명뗏목	홍보

물은	전국의	지방해양수산청에,	기초항법	홍보물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각	지부와	어촌어항협회	

본부	등에	각각	배포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기초항법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소형

선박	기초항법’	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3월	26일(월)부터	여객터미널,	학교	등	관련	기업	

·	단체에	배포했다.

*	사고다발·다수결함 등의 문제점 있는 선박·사업장에 대한 불시·수시감독 강화

		구명뗏목은	선박	긴급상황	발생	시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로,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켜야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국민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

하였다.

		구명뗏목	동영상과	리플릿은		① 구명뗏목	작동	전	준비단계,		②  작동단계,		③ 탑승단계로	구성

하여	구명뗏목	작동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그림을	활용

하여	제작하였다.

		구명뗏목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벗긴	뒤	연결줄이	선박에	묶인	

것을	확인하고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구명뗏목을	고정시켜

놓은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은	뒤	T레버를	몸	쪽으로	당겨	뗏목을	떨어뜨리고,	뗏목이	펼쳐질	때

까지	연결줄을	잡아당긴다.	뗏목이	완전히	펼쳐지면	뛰어내리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탑승하고,	

전원	탑승이	확인되면	뗏목	안에	비치된	칼로	연결줄을	자르면	된다.

해양수산부, 선박사고 시 구명뗏목 작동방법 등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

아는 만큼 더욱 안전해(海) 집니다!

준비단계 ① 가드레일 벗김       ② 연결줄 확인         ③ 장애물 확인 

작동단계 ④ 안전핀 제거           ⑤ T레버 당김          ⑥ 연결줄 당김

탑승단계 ⑦ 사다리 이용 또는 뛰어내림                    ⑧ 탑승 확인 후 연결줄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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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뗏목 작동방법 동영상(슬라이드) 구명뗏목 작동방법

1. 가드레일을 벗깁니다. 2. 연결줄이 선박에 묶여있는 지 확인합니다.

3.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습니다.

5. T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6. 구명뗏목이 펼쳐질때까지 연결줄을 잡아당깁니다.

7. 뛰어내리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갑니다. 8. 구명뗏목에 모두 탄것을 확인한 후 연결줄을 잘라 선박에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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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기초항법 8법칙

		해양수산부는	작년	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해양사고	

통계’를	4월	3일(화)	발표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2016년보다	

11.9%(275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어선	100명,	비어선	45명)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하였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

(223건)하였다.	

*	레저선박 등록수(척) : 12,814(2015년)→16,618(2016년)→19,494(2017년)

*	낚시어선이용객수(천명) :  2,958(2015년)→3,429(2016년)→4,149(2017년)

		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16년	대비	22.9%	증가(118→145명)하였는

데,	스텔라데이지호	사고(2017년	3월,	실종	22명)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2017년	12월,	사망	

15명)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2,582건	중	어선사고가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	중에서도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2016년보다	6.5%	증

가한	31.3%(557건)*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비어선에서도	기관손상	사고가	

35.0%		(281건)**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어선) 기관손상(31.3%)→부유물감김(14%)→충돌(9.9%) 순

** (비어선) 기관손상(35.0%)→운항저해 및 충돌(10.2%)→부유물감김(7.7%) 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및	심판에서	밝혀진	사고원인을	보면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

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

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해심원	심판사건	233건중	199건(85%))

*	졸음, 항법미준수 등 운항과실, 기기의 조작 부적절, 조업중 안전수칙 미준수,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등

전체 2,582건 중 기관고장사고가 838건(32.5%)으로 가장 많아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사고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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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통계 세부 현황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척,	명)

		특히,	조업	중	추락사고와	같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전체	사망·

실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여객선	사고는	‘16년보다	34%	감소한	4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객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일환으로	운항기준	강화,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낚시어선

을	포함한	연안	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4월	5일(화)	발표하였다.

		또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항해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동시에	국민	안전	감독관*이	비노출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입

		‘2017년	해양사고	통계’	자료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정보포털	→	해양사고	통계	→	통계연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척수 인명피해(사망·실종)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2017 2,582 1,778 804 2,882 1,939 943 145 100 45

2016 2,307 1,646 661 2,549 1,794 755 118 103 15

2015 2,101 1,461 640 2,362 1,621 741 100 81 19

2014 1,330 896 434 1,565 1,029 536 467 133 334

2013 1,093 727 366 1,306 839 467 101 69 32

5년평균 1,883 1,302 581 2,133 1,444 688 186 97 89

전년대비
(증감률)

275
(11.9)

132
(8.0)

143
(21.6)

333
(13.1)

145
(8.1)

188
(24.9)

27
(22.9)

△3
(△2.9)

30
(200.0)

◆ 최근 5년간 선종별 사고 현황
(단위	:	척,	%)

구분 어선

비어선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기타*

2017 1,939 943 46 127 73 91 606 2,882

2016 1,794 755 65 116 67 77 430 2,549

2015 1,621 741 66 115 65 94 401 2,362

2014 1,029 536 51 111 51 102 221 1,565

2013 839 467 29 107 52 78 201 1,306

합계 7,222 3,442 257 576 308 442 1,859 10,664

5년평균
(비율)

1,444
(67.7)

688
(32.3)

51
(2.4)

115
(5.4)

62
(2.9)

88
(4.1)

372
(17.5)

2,133
(100.0)

전년대비
(증감률)

145
(8.1)

188
(24.9)

△19
△(29.2)

11
(9.5)

6
(9.0)

14
(18.2)

176
(40.9)

333
(13.1)

*	주 : 기타선은 수상레저선박, 유도선(13인 미만), 항만작업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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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2017년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 2017년 선박규모별 사고 현황
(단위	:	톤,	척,	%)

◆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손상별* 사고 현황
(단위	:	척,	%)

*	주 : 인명사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해양오염, 피해미상 제외

구분 5톤미만 5톤∼10톤 10톤∼1백톤 1백톤∼1천톤 1천톤∼1만톤 1만톤 이상 미상 합계

어선 811 601 480 38 4 - 5 1,939

비어선 413 32 120 142 132 65 39 943

합계 1,224 633 600 180 136 65 44 2,882

(비율) (42.5) (22.0) (20.8) (6.2) (4.7) (2.3) (1.5) (100.0)

구분

어선 비어선

합계

전손 중손 경손 무손 전손 중손 경손 무손

2017 46 119 1,142 86 22 65 509 78 2,067

2016 27 110 1,191 54 14 30 482 45 1,953

2015 48 57 1,070 92 18 30 425 73 1,813

2014 37 83 636 33 12 31 286 56 1,174

2013 32 75 535 18 22 54 268 42 1,046

전년대비 19 9 △49 32 8 35 27 33 114

(증감률) (70.4) (8.2) △(4.1) (59.3) (57.1) (116.7) (5.6) (73.3) (5.8)

구분 충돌 침몰 전복 좌초
화재
폭발

인명
사상

기관손상 운항저해
부유물
감김

기타 합계

어선 176 13 47 116 72 121 557 49 249 378 1,778

(비율) (9.9) (0.7) (2.7) (6.5) (4.0) (6.8) (31.3) (2.8) (14.0) (21.3) (100.0)

비어선 82 16 18 33 24 39 281 82 62 167 804

(비율) (10.2) (2.0) (2.2) (4.1) (3.0) (4.8) (35.0) (10.2) (7.7) (20.8) (100.0)

합계 258 29 65 149 96 160 838 131 311 545 2,582

(비율) (10.0) (1.1) (2.5) (5.8) (3.7) (6.2) (32.5) (5.1) (12.0) (21.1) (100.0)

구분 계

시 간 대

0 ~ 4 4 ~ 8 8 ~ 12 12 ~ 16 16 ~ 20 20 ~ 24

어선 1,778 145 345 457 386 282 163

비어선 804 40 75 191 239 199 60

전체 2,582 185 420 648 625 48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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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된「어선법」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

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	·	

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으나,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을	개정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	·	수리	시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	최대	30만원→300만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1차 적발 시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부과

		이	외에,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	·	기관	·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앞서	4월	한	달간	동	·	서	·	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5.1 어선법 본격 시행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단속 강화 등

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되어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이	법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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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4월	5일(목)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해양관광	·	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

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①취약선박	운항	·	설비기준	강화,	②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③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④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①	주요	연근해	선박	운항	·	설비기준	강화

▲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	다중이용선박의	관점에서	안전관리	강화

		지난	12월	발생한	영흥도	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선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또한	고의	·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허용한다.

*	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

** 선박 전복시 자동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조난위치 발신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선박 운항 · 설비기준 등 강화

연근해 선박 안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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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한다.	

*	선박자동식별장치 : 선박상호간 위치정보 교환을 통해 충돌사고 예방  

※	구명뗏목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복원성 기준 상향(풍속 15m/s → 19m/s) 조정은 5톤 이상 낚싯

배에 우선 적용

		아울러,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연안여객선	:	안전규정	보완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속	점검

		최근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	등에서	연안여객선	탑승인원	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안개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선속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

선의	경우	해사안전감독관(1급	항해사)이	직접	탑승하여	연	2회	승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도	강화한다.

▲	연근해	어선	:	안전규정	강화	및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올해	초	근룡호(2018년	2월),	11제일호(2018년	3월)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시의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선안전조업법」을	금년	하반

기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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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을	검토*하고,	해역별	상세정보	제공	등	향상된	해양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부·기상청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시 출항가능선박 조정 : 15톤 이상 → 기준 톤수 상향

** 해상 관측시설·장비 등 확충, 상세 해양기상정보 제공 강화 등 

		

		아울러,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

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월선(越線)	관심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영흥수로와	같이	통항이	빈번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와	사고다발	해역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	나간다.	

		우선	통항이	빈번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	·	폭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통항여건을	조사	·	평가

함으로써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관제구역	

확대와	안전	정보를	소형	선박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해도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대형	선박	

위주로	설정된	구명설비	기준도	중소형	연안	선박의	특성과	통항	여건에	맞게	개편해	나갈	계획

이다.

③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등	영흥도	사고	처리	전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

청으로	통합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이에	더하여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현장경찰관들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자체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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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끝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해양

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에	힘쓴다.	

		우선	해양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

한다.	또한	선박비상탈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가상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며,	학생	대상

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엑스포를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고,	올해	11월	경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현장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경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구명뗏목	작동법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KTX,	지하철,	여객터미널	전광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계속되는	연안선박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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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1. 공  사 명 :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2. 공사목적 : 광양항	특정해역	내	충돌사고	위험	요소인	암초를	제거하여	입항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내용 : 준설	549천㎥{암544천㎥,	토사5천㎥,	수심	DL(-)22.0m	확보}

4. 총사업비 : 1,003억원

5. 공사기간 : 2019년	~	2022년

6. 공사위치 : 전라남도	광양항	특정해역	일원

		해양수산부는	그간	광양항	입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해	왔던	해상	암초를	제거하기	위한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설계용역’을	4월	1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여수와 남해 사이의 해역(좌표 : 북위 34도 47분 46초, 동경 127도 49분 04초 주변)

		이번	사업대상지인	광양항	특정해역은	여천,	광양,	율촌,	하동의	간선항로로,	항로	내에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암초와	등표*가	있어	1988년부터「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으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

*	주변에 암초 등 위험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

		해양수산부는	그간	광양항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암초	제거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2009년에는	암초	제거를	위한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

년에	이르러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재부,	KDI)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설계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암초	제거를	위한	시공방법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내년	4월경에는	본격적인	준설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암초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예산) 1,003억 원 / (기간) 2018년∼2022년 / (물량) 준설 549천㎥(암 544천, 토사 5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광양항	암초	제거를	통해	해상	안전	확보는	물론,	항만	경쟁력도	

높여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번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80. 해운 ·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4.11 광양항 암초제거 사업 설계용역 착수
2022년까지 1,003억원 투입

해양수산부,
광양항 안전 걸림돌‘암초’제거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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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사 진

		해양수산부는	4월	13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선박안전기술

공단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2017년	12월)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육	·	해상	교통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업계,	학계,	언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교통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낚싯배 이용자 : (2007년) 199만명 → (2017년) 415만명 

   여객선이용객 : (2007년) 1,263만명 → (2017년) 1,690만명

** 사고건수 : (2015년) 2,101건 → (2017년) 2,582건 

    사망 · 실종자수: (2015년) 100명 → (2017년) 145명

		육상에서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	교육	·	연구	및	관련	검사를	전담

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	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	해상에서는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자동차 검사, 교통안전 교육 · 조사연구, 철도 · 항공 교통안전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준 정부기관으로 

1981년 7월 1일 설립

** 사고건수 : (1996년) 265,052건 → (2016년) 220,917건 

    사망자수 : (1996년) 12,653명 → (2016년) 4,292명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4월 13일(금)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바다에도 교통안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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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월별·계절별	해양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포스터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는	해당	월과	계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소개하며,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포스터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5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는	봄철(3~5월)	중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의	특성을	

살려	충돌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주위	경계소홀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와	함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법	중	양	선박이	횡단할	

때	적용되는	횡단항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제작된	포스터는	해양수산	관련	업·단체	등에	배포하여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선박과	

여객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도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선박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뿐만	아니라	선박종사자가	오인하기	쉬운	선박의	

야간	등화	종류	및	방법과	기적	등	음향신호,	항법규정	등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는	누구라도	보기	쉽고	

친근한	형식으로	제작하는	만큼,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정보인	날씨예보와	같이	선박	종사자

들이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친근하고 알기 쉬운 선박안전정보 포스터 매월 제작·배포

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로 만나요!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018.4.13(금)	10:00~11:40/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주관)	국회의원	정유섭/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수산부(후원)

•	 (참석범위)	정부,	산업계,	전문기관,	학계	등

•	 (목적)	「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	해양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근거법률(정유섭의원 대표발의, 2017.12.12)

◆ 주요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주제발표 10:00 ∼ 10:50

- 안내 및 개회

- 주요 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씀

- 주제발표

· 해양에서 안전관리 효율화의 필요성 (KMI)

· 해양교통안전 국내·외 정책 및 동향 (대한교통학회)

·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방향과 향후과제 (해양수산부)

지정·자유

토론
10:50 ∼ 11:40

- 지정토론 (좌장 :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 육상·해양교통 국내·외 정책동향 (서울과학기술대)

· 해양사고 관리 강화 필요성 (수협)

· 해양교통 안전교육·홍보 현황 (KBS)

· 해양교통 점검·진단·기술개발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 안전 관리 정책 현황 (해양수산부)

- 자유토론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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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해양사고 예방정보(5월)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	14일(월)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해양안전문화센터(세종시	소재)에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가상현실(VR)	

기반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VR	교육	프로그램은		여객선	화재	시	비상탈출로를	이용하여	골든타임	안에	안전하게	비상대피

장소로	이동하기,		선박	긴급	상황	발생	시	구명뗏목을	작동시켜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하기	등의	

상황을	게임	형식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소재	해양안전문화센터	내에	‘VR	전용	해양안전	체험관’	운영을	시작

으로,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3개	권역	워터파크에	설치	예정인	’해상생존체험장*‘	내에서도	VR	

해양안전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구명조끼 착용,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부력체험, 생존수영 등 체험 가능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폰	기반	VR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가상현실(VR)	해양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된	VR	콘텐츠는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교재로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	초중교 교사 등 전문 강사가 학교, 해상생존체험장 등에서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등 해양

안전교육 실시(2018년 교육목표 약 55,000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가상현실(VR)	기반	해양안전교육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안전교육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어	교육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VR	교육	콘텐츠도	내년에	개발	·	배포하여	

선박	위기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상현실(VR)	기반	해양안전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및	단체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누리집

(www.kst.or.kr)과	전화(044-330-243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해양안전교실	누리집(www.marinedu.or.kr)과	전화안내센터(1800-7145)를	통해	신청	가능

하며,	워터파크	해상생존체험장은	6월	중순부터	권역별*	전화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	수도권 문의(031-320-9200), 충청권 문의(041-560-9013), 호남권 문의(061-689-0872)

해수부, VR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로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해양안전교육, 
이제는 VR(가상현실체험)로 즐기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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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반 해양안전 콘텐츠

◆  목 적

•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무료	콘텐츠	공급으로	체험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구명뗏목을	펼쳐라)	연안여객선이	화재	또는	그	밖의	위험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수동으로	작

동하고	선박으로부터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탑승하는	과정을	VR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소요시간	5분	이내)

②	(바람처럼	탈출하라)	연안여객선이	화재	또는	그	밖의	위험상황에서	일반여객이	여객선	내에서	

선상의	비상소집장소까지	탈출하는	과정을	VR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소요시간	5분	이내)

◆  향후계획

•	 2018년	하계	워터파크	해상생존체험장	시설*	내	VR	체험장	운영

*	(3개소) 캐리비안 베이(용인), 상록리조트(천안), 디오션리조트(여수)

•	 2019년	스마트폰용으로	VR	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	보급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앱스토어 등을 통해 보급

구명뗏목을 펼쳐라 바람처럼 탈출하라

워터파크 연계 해상생존체험장

◆  추진 배경

•	 (배경)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여객선	이용증가	등	일반인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체험교육	필요

	- 워터파크	내	해양안전체험시설	시범사업(2018.1.8~2.4,	천안	상록리조트)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등	추진여부	결정	예정

*	동절기는 시범사업 시 워터파크 이용자가 적어(419명) 운영상 문제점 도출에 한계

◆ 주요내용

•	 (추진	 방향)	 동계	 시범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예산	확보	 前	 안전교육	예산을	활용															

(12천만원),	3개	시설에	하계	시범사업	추진**(2018년	7월)

*	사업 참여 희망 업체 수, 시범사업 추진 지역, 인구 등을 고려하여 3개소 선정

** 희망업체 선정(5월) →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6월) → 운영(7∼8월, 1개월)

	- (주요	내용)	구명조끼	착용방법,	구명뗏목	작동시연,	부력체험,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	12천만원[3개소 x 4천만원(구명뗏목 장비 · 운영비용, VR 체험관 설치)]

◆  향후계획

•	 (제도화	근거	마련)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기관	지정	근거,	운영규정,	사업	참여	희망업체	시설	

조건	등을	우리부	예규로	마련(2018년	9월~)

*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교육 · 문화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2019년	본	사업예산(15억*)	확보시	전국	17개	광역시	·	도에	1개씩	전국	워터

파크로	확대	시행(2019년	7월~)

*	공모사업으로 추진 : 약 15억원[17개소 x 8.8백만원(인건비, 장비 · 운영, 전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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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5월17일(목)	오후	3시부터	여수신항	해상	및	오동도	해안에서	중앙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5년 
부터 실시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올해	훈련은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으로,	‘조수-태풍내습-해양오염의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을	훈련	달성	목표로	하여	실시되었다.

*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 중 태풍 내습에 의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여수 산업단지 내 송유시설 
파손으로 원유 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수산청,	서해해양경찰청,	여수

해양경찰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어업관리단	등	총	16개	기관

이	참여한다.	아울러,	GS	칼텍스(주),	수협중앙회,	자원봉사협회	등	민간	업·단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총	5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1대,	선박	17척,	드론	2대	등	장비가	훈련에	투입되었다.

		이번	현장훈련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아	현장을	총괄	지휘했다.	또한,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여수시장	권한대행이	각각	광역·기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여수해양경찰서장이	해상	구조작업과	오염방제	현장을	지휘하였다.

		현장대응	훈련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조수재난	침수피해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육상	및	해상	오염방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익수자	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등을	전개한	후	훈련을	종료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존의	정부	주도형	훈련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시연,	소화기	·	소화전	사용법	교육,	여객선	안전수칙	교육	등	다양한	국민

체감형	안전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또한,	전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	함양을	위하여	선박구명뗏목	

탑승체험,	해상생존지침서	배포	등	대국민	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바다	안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海’와	‘海로드’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다채로운	안전체험	행사도	펼쳐졌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관·군이	함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월 17일 여수에서 조수-태풍-해양오염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복합 해양재난에 대비한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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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9일(화)	

인천	송도에서	제18차	한	·	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여	우리	

국적선의	안정적	해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양	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	국장	등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양국의	정부관계자	및	선급	분야	전문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국제

해사	무대에서의	공동	협력방안	모색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이내비게이션(e-Naviga-

tion)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	상호	협력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관련	협약	발효	대비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하는 제도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선박의	황산	

화물	배출	규제와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와	효과분석	결과도	공유

되었다.	아울러,	부두에	접안한	선박의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육상전력	공급	방안	등도	논의하

였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해사분야에서의	공동대응	강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인천 송도에서 개최

해양수산부, 
중국과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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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계획

◆ 개최목적

•	양국간	해사안전	분야	협력과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국적선의	안정적	해운활동을	

도모하고,	국제해사분야	공동	대응강화로	상호이익	확대

*	1999년부터 매년 교호로 회의를 개최(2017년도 회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금년도로 순연)

◆ 일자/장소

•	 2018.	5.29(화)/인천(홀리데이인	송도	호텔)

*	IALA 컨퍼런스 기간(2018.5.27~6.2) 중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병행 개최

◆  대표단

•	아	국	:	해사안전국장(수석대표),	해사안전정책과장	등	14명

	- 수석대표	포함	정부대표	9명	및	자문단	5명(한국선급,	위험물검사원	등)

•	중	국	:	교통운수부	해사국	국장(수석대표,	Mr.	Xu	Ruqing)	등	8명

	- 수석대표	포함	정부(해사국	소속)	7명	및	중국선급	1명

◆  대표단

•	 (항만국통제)	점검편차	해소	및	항만국통제	교환근무	지속	추진

•	 (국제여객선)	한·중	항로	선박에	대한	양국	합동점검	추진(‘17년도	6척)

•	 (국제해사협력)	고망간강	소재	적합성	인정에	대한	지지	요청	등	4개	의제	논의

•	 (선박평형수)	음용수의	평형수	이용과	영구평형수	인정	등에	대한	논의

•	 (e-Navigation)	컨퍼런스(6.3~5,	서울)	참여	및	기술	공동시험	개발	협력	등

•	 (기타의제)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논의,	아국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현황	소개	및	차기	

회의개최	등	논의

5.26(토) 5.29(화) 6.2(토)

중국 대표단 입국 해사안전정책회의 중국 대표단 출국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안전

감독관과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연안여객선	민관합동	현장	점검’을	

6월	4일(월)과	7일(목)에	실시하였다.

		합동점검에는	국민안전감독관,	해양경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자,	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등	총	29명의	점검단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2개조로	나뉘어	6월	4일(월)	인천	덕적도,	

6월	7일(목)	전남	청산도	등	대표	도서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기존의	안전	점검에서	실시했던	시설물	등의	안전	상태	점검	보다는	안전

점검의	절차와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점검	일정과	

장소를	외부에	공개하고,	선사	관계자와의	면담,	도서주민	간담회를	진행하여	안전점검	과정에	

대한	개선	·	불편	사항을	청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점검과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객선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여객선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	·	선사	·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여객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선사와	

승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매일	·	매월	단위로	실시되는	여객선	현장	안전	

점검에	선사와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올해	2월	권역(서해권/서남

해권/동남해권)별로	5명씩	총	15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박안전	관련업무	종사자를	비롯하여	

해사안전교육	강사,	프리랜서	기자,	주부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종의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주민 간담회를 통해 안전점검 시 불편 · 개선사항 청취

해양수산부,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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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사동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완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해양사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항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암초 제거공사 착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발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위험물하역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설명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유조선 종사자 안전교육 개최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
늘어지는 여름철, 해양안전은 바짝 졸라매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울산항 동방파제, 재해에 안전한 항만구축 위한 방파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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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완료하였다.	

		지난	2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관내	해양수산시설인	선박,	여객터미널,	항만·어항시설,	위험물	

등에	대해	청장을	포함한	각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였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6곳	중	2곳은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	후	보완을	완료하였다.

		부식,	파손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4곳은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완료

군산청장을 포함한 점검반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11일	울산지역	대표	해양관련	민·관	기관들과	함께	해양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해양사고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장,	울산항	도선사회	회장,	예선업	협동조합	울산지부장,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명피해,	대규모	해양오염	등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해양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원활한	해양사고	수습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사실을	공유하고	기관별	가용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사고	수습을	돕는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해양사고	대응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업하여	울산항	전체의	사고대응	능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	일동은	“이번	협약은	지역대표	해양관련	민·관	기관들이	원활한	해양사고	수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별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사고를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원활한 해양사고 수습 도모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해양사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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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관내	해양수산	6개	분야	118개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항만	및	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등대해양

문화공간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전기,	화재시설	

및	방제장비	등에	대하여	총	12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127건의	시정·보완	필요사항	중	96건은	즉시	또는	점검기간	중에	시정	완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1건은	시정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총	5회에	걸쳐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	해양수산	전공	대

학생들을	 안전점검단에	 참여시켜	

점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광양항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한	

견학	기회도	제공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찾아

낸	문제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해나가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

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점검	시	지적

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6개 분야 118개소 점검 결과, 127건 시정·보완사항 발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발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항행에	장해를	주고	있는	해상	수중암초를	선박	항행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항행	가능한	수심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사업

으로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서측해상에	있는	수중암초인	송대여를	제거하여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	수심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암초제거	사업을	7월까지	추진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송대여는	촛대모양의	뽀족한	간출암(폭	5m,	상단높이	0.7m)으로	만조	시	또는	시계가	불량한	

경우	노출된	암초가	잘	보이지	않아	선박	충돌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금번	공사시행으로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간출암	상단부분이	제거되면	구시포항,	동호항	등	인근	항포구

를	이용하는	선박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근	해상을	통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약	54억원을	투입하여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해상에서의	선박	통항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대여	암제거	사업시행	위치	및	전경사진

고창군 해상 수중암초(송대여) 제거로 항행 선박 안전에 기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항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암초 제거공사 착수

위치도 전경사진
안전점검단이 위험물 하역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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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17일(화)	“2018년	위험물하역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위험물하역	국가안전대진단은	광양항에서	기름이나	화학제품	등의	위험물운송선박의	

하역을	전담하는	13개사를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소방장비	비치

상태	불량	등	48건의	결함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명령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광양항의	위험물하역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결함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이유와	점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법을	토론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위험물하역	분야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광양항	위험물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개선방안 토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위험물하역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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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14일부터	25일까지를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

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

행위,	선박수리	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인천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적발된	위법행위는	입건	및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되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	이용

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항만질서 확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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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14일(월)부터	5월	18일(금)까지	5일간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다.

		금번	훈련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름유출로	인한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의	대응	및	수습방안에	대한	현장훈련과「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사고상황	접수,	보고,	전파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으로	도상훈련을	병행하고,	지진해일	발생을		

대비하여	10대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대피	체험훈련도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부산항에서	발생되는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매뉴얼	상	초기대응	방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점검	등으로	재난발생시	대응방법에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금번	훈련을	통하여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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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5월	14일(월)부터	5월	18일					

(금)까지	5일	간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	해양	선박사고(여객선	좌초)	대비	현장훈련,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능훈련,	지진	대피훈련	등을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

		특히,	“해양	선박사고(여객선	좌초)	대비	현장	훈련”은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운항관리센터,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통영시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개별	임무	및	역할	

숙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5월	17일	운항	중인	여객선	선상에서	구명뗏목	투하	및	탑승,	신호탄	사용,	인명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밖에도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해양안전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여	해양	분야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의식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갔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기로	비상상황	발생	시	민·

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다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5.14.부터 5.18.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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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해수청	중회의실에서	여수	·	

광양항	선박종사자	및	안전	업무담당자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유조선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해양안전교육지원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전문	강사	및	코스코(주)	소속	구명

설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각각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유조선의	각종	해양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

방안과	항법	등	실무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참석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상시	소화기	사용법	및	팽창식	구명뗏목	진수방법에	대해	

직접	실습하게	함으로써	동	장비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유조선	운항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다양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도록	선박종사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유조선 해양사고 사례 및 항법,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식 교육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유조선 종사자 안전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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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제23회	바다의	날’인	5월	31일(목)에	관내	흥해서부	기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및	독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해요!	우리바다	사랑해요!	우리	땅	독도’	라는	주제로	열린	독도	사진전은	독도등대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이	틈틈이	해양창작	활동을	통해	얻은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사진	32점을	전시

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땅	독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소속의	해양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우고	물놀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의	생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명동의	

착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강의와	어린이들이	직접	여러	종류의	구명동의를	

착용해	보는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의	바다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해양안전교실·독도 사진전”개최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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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해상기상과	해상교통	특성을	반영한	여름철	해상

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장마·국지성	폭우로	인한	시정불량과	태풍으로	인한	강풍	등의	영향을	받으며,	휴가철	

여객선·낚싯배의	이용객	증가	및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종사자의	근무	집중력이	저하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1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여름철	선박운항	취약요인	집중점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활동	전개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	대비	안전관리	강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안전의식	제고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으로	시행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무더운	여름철에도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군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실시

늘어지는 여름철, 
해양안전은 바짝 졸라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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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2018년	6월	1일	~	2018년	8월	31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장마·국지성	폭우로	인한	시정	불량,	태풍내습	등으로	인한	강풍·높은	파도	등의	영향

으로	해상교통	환경이	악화되고	무더위로	인해	선박종사자의	집중력	저하로	사고	발생요인이	

증가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시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	취약요인의	철저한	

점검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울산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	안전수칙	이행	정착을	위한	해사안전	지도·감독의	역량을	집중하고,	‘보여주기	

식’,	‘눈가림	식’	안전관리	척결을	위해	강력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태풍	대비	항만시설물,	항로표지시설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항내	개항	질서	유지를	위한	

해상순찰	강화,	불법	어구시설	및	부유	쓰레기	제거	등을	함께	추진하고	해상종사자	교육,	해양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울산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통해	울산항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풍 내습, 장마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예방 철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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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명	:	울산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18~2023년	/	645억원

•	 사업량	:	방파제	1,000m,	부대공	1식

•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전면해상

◆ 추진경위

•	 2011.	05.	: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

•	 2011.	11.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

•	 2016.	09.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	 2017.	02.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

•	 2018.	04.	: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0.							:	울산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발주

◆ 위치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	동방파제의	단면을	보강하여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파고증가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항내	수역	및	시설물	보호로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6월	15일	(금)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보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아라미르	프로

젝트(2011.5))」시	개정된	심해파(2005.12)를	적용시	기존	방파제	안정성	검토결과,	취약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본	동방파제는	울산본항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파제	구조물로서	위치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파제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아라미르	프로젝트	및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방파제의	단면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울산항의	항만시설물	및	배후지역의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년 착공, 23년 보강완료 목표

울산항 동방파제, 
재해에 안전한 항만구축 위한 방파제 보강



주요법령 제·개정 

국내해사동향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시행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 시행령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사안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법령 제 · 개정

9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93

⊙법률 제15344호(2018.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II. 개정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4.17.]
법률 제15344호, 2018.1.16.,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ㆍ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현행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

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20조,	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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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4.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4.17.,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구성(제2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등을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및	제5조)	

			자문회의에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및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

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

기술혁신본부장이	되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의	사업ㆍ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함.

			3)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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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및	제12조)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하도록	함.	

		바.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도록	함.

		사.	의견수렴(제16조)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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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시행 2018.5.1.]
법률 제15002호, 2017.10.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을	유지

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한편,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求償)금액의	한도를	앞으로는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5002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을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노와	상앗대만으로"를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8조의	규정은"을	"제68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I. 개정이유

II. 개정문

⊙대통령령 제28799호(2018.4.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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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

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

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

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

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

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

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불합격한"을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으로,	"해당	검사에"를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

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입하고자	하는"을	"수입하려는"으로,	"제6항의	규정"을	"제9항	전단"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

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용물건"

을	"해당	선박용물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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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절차"를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재하여	화물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

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

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

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

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을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의	규정"

을	"제3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전단	중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船級業務)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

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한하여"

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해당	소속	국가"를	"해당	소속국가"로,	"이	법의"를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1항	중	"구조ㆍ시설"을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

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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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를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3항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61조의	규정"을	"제61조"로,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

항의	규정"을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제8항"을	"제14

조제7항,	제18조제11항"으로,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

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제20조

제3항	단서"로,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기관에게"를	"해당	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8조제7항"을	

"제18조제10항"으로,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

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얻어야"를	"받

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대행검사기관"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항의	규정"을	"제9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을	삭제한다.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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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

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

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

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

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3호, 2018.4.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종전에는	국가사무로	하되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	그	책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윤리경영체계	및	품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협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8843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법인"을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적재한	때"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제1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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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법	제67조제

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1조"로,	"지방해양항만청

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

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제21조제1항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5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22조	중	"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적ㆍ물적	요건"을	"요건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영체계

						1)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입사	후	종전	근무지	관련	업무	배제	및	동일	민원지역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체계를	

갖출	것

						2)	대행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바.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을	"협정	이행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자발적	회원국	감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

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정보

를	선장에게"를	"정보를"로	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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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5.1.]
해양수산부령 제289호, 2018.5.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제도를	도입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절차와	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신청	절차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방법을	마련하며,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

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직제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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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289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7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3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7항"을	각각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8조제7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법	제

II. 개정문

10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10호"를	"제3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

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항	중	"법	제14

조제3항"을	각각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

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

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

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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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표	15의2"를	"별표	15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수산해양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면"을	"도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

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선박구조변경허가서"를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로	한다.

제35조를	제42조의2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5조제1호	각	목"을	"제42조의2제1

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	"제35조제1호	각	목"을	"제42조의2제1호	각	목"으로,	"발급"을	"발급한	후	이를	

고시"로	한다.

제37조를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

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5조제2호	각	목"을	"제42조의2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42조의3(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별지	제39조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을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



주요법령 제 · 개정

11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113

제8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

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8항	후단"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중	"얻으려는"을	"받으려는"으로,	"법	제18조제8항	후단"을	"법	제18조제

1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

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확인한"을	"신청내용을	확인한"

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	한다.

제6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화물에	관한	정보)"를	"(화물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유니트"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주요법령 제 · 개정

11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115

제7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

야	한다.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

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제32조제3항"을	"제

32조제5항"으로,	"형식승인증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서"를	"형식승

인증서"로,	"제65조제3항"을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형	해양사고	또는	유사사고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그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기계제작기술사"를	"기계

기술사"로	하며,	같은	목	2)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주축

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가)	커플링	볼트의	상태

								나)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측	베어링	상태

								다)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의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라)	임펠러	상태

								마)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바)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별표	15의2를	별표	15의4로	하고,	별표	12를	별표	15의2로	한다.

별표	1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4를	삭제한다.

별표	15의2(종전의	별표	12)의	제목	중	"(제30조제2항	관련)"을	"(제31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본문	중	"규모"를	"규모,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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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의	선박검사	면제대상선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적용	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박

별지	제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으로,	

"Article	21.8"을	"Article	21.9"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를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각	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the	Regional	Mari-

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신청인(사업시행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선박안전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호	각	목"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호	각	목"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법」	 제18조제8항"을	 "「선박안전법」	 제18조제10항"으로,	

"Article	18.8"을	"Article	18.10"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the	Regional	Mari-

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중	"우수사업장의	장"을	"지정사업장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the	Regional	Mari-

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주요법령 제 · 개정

11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119

별지	제6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의	④	재발급받으려는	증서의	종류란	중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변경

승인서"를	"□형식승인증서"로,	"우수사업장지정서"를	"지정사업장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양사무소"

를	"지방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항로표지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09호, 2017.10.31.,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

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하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

하고	이를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활동	등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6조)

		나.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제10조제1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법	

및	시각	등의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항법정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중암초의	제거	등(제12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라.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제13조)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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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로

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5009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

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한	행정

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항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특수신호표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

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

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항로표지기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항로표지기술협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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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한	날	전날의	장부가액

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한	행위	또는	항로표지기술협회

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기술원이	한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은	기술원의	임직원

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본다.

제11조(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당시	손실보상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제

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항로표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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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4.30.,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

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신국을	지상에	설치하고,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	등의	정보의	오차(誤差)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및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1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수임기관	정비(제22조)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

파항법시스템의	운영,	그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함.

			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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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항로표지	제작ㆍ수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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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5.1.]
해양수산부령 제284호, 2018.5.1.,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항만수역	외의	수역	등에	있는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

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등을	나타내는	특수항로표지의	종류	등을	신설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며,	수중암초	제거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안	제2조제2항)

				법률에서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특수항로표지의	종류에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해양

조력발전단지표지	및	해양파력발전단지표지	등을	신설함.

			나.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말까지	사업추진	방향,	사업내용ㆍ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다.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	결정시	고려사항(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려면	항로

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해상교통상황,	인근에	설치된	항로표지의	종류와	기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	및	분석(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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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은	광파표지에	대해서는	광도(光度)	및	등질(燈質)	등을,	음파표지에	대해

서는	취명(吹鳴)주기	및	음달거리(音達距離)	등을,	전파표지에	대해서는	전계강도(電界强度)	

및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등을	4년마다	측정	및	분석하도록	함.

			마.	수중암초의	제거	기준	마련(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선박이	안전

하게	통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고,	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

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수중암초의	제거	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함.

			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준수사항(안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사설항로표지의	허가	시	부과된	허가조건	중	해당	사설항로표지

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준수사항을	정함.

			사.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보완(안	제24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0조제1항)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품질	향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검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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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12호, 2017.10.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

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	

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

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

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

호ㆍ보전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

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

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

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8841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

용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합격증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

으로	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5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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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0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

染物質)""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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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

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

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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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제39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를	"잔류성오염물질의"로,	"해양수산

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을	"해당	잔류성오염물질"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

10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

으로"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

항	후단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방제분

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

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

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을	"바꾸어	임명"으로	한다.

제8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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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대표이사가	개임한"을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제9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

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

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제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5.	폐기물위탁자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

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

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

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제6호

의4부터	제6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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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

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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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4.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

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

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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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88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1항	후단"을	"법	제20조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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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

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를	"해양오염	방지"로,	"승

무원에	대한	교육"을	"승무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

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등)"을	"(해양시설	해양오염

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를	"해양

오염	방지"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직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

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0조의2	중	"법	제36조의2제4항"을	"법	제36조의2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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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	중	"방제의무자"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

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제조치기관"을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소유자는"을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

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

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제9장의	제목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설치한	자"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

항제5호	중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

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경우

			6.	법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경우

			7.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94조제4항제2호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

132조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법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로	한다.

		18의2.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95조제1항제6호의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96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8	제1호	중	"유조선	및	비유조선"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	중	"비유조선"을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장치"를	"장치(이하	"회수유	저장

장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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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바목)	산식	

중	"A+B×0.5"를	"A+(B×0.5)"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

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

어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회수유	저장장치를	해당	방제

선의	운항속도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자.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ㆍ설치기준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역(이하	이	표

에서	"해역"이라	한다)에서	둘	이상의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ㆍ설치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선등을	해역	간	또는	같은	해역에	

재배치ㆍ재설치하거나	추가로	배치ㆍ설치할	수	있다.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	및	러목부터	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차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2호카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2"를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3"을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5"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4"를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6"

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5"

를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7"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6"을	"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8"로	한다.

자. 법 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2

30만원

차. 법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 감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3

30만원

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2항제2호의4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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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5.1.]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2018.5.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변경검인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며,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와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하는	중대한	해양시설의	결함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과	형식승인	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주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안	제19조제4항)

				해양경찰청장의	변경검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해양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에	대한	정보와	해양시설의	위치	변경	또는	규모	증가	등을	규정함.	

			나.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시설의	중대한	결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

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및	해저송유관ㆍ호스ㆍ저장탱크	등의	결함

으로	구체화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	등(안	제21조제3항	신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

하는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폐기물에	관한	전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I. 개정이유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

에	대한	부담금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제분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유류를	수령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2018년분	이전의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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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수산부

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

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영	제31조에	따른	독촉장"을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를	"법	제36조"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해양

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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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

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제21조제1항제3호	중	"포장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장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

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절차(안	제72조의8	신설)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	승계신청서에	

지위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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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조사)"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를	"잔류성오염물

질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3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

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

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1조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해양

환경측정기기"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별표	9의	제목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안전점검이"를	"안전

점검	결과	제2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로	한다.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상태

별표	15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1조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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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제8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법	제

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한"을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7조제

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2	제1호	중	"검인"을	"검인·변경검인"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11호, 2017.10.3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ㆍ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	

(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ㆍ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

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

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함(제2조,	제26조의3	및	제31조).

		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함	

(제26조의3).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법률 제15011호(2017.10.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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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 부 칙 >

 153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5호, 2018.4.3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	및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고,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

라,	업종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28845호(2018.4.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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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4.3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

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

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

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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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846호(2018.4.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

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

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

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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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 2018.5.18.]
법률 제15606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안ㆍ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

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

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

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통

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제2조

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I. 개정이유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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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60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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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

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

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호의2	신설).

			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

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1조제

3항	및	제4항	신설,	제53조제1항).

			바.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한	경우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

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제46조제2항).

			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제48조제2항	신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

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7조).

			차.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제107

조제2호의3	및	제2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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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6조제5호의2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	

(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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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5호,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포함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항"

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중	"취소"를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3호	중	"제48조제5항에"를	"제48조제6항에"로	한다.

제10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제107조제1호	중	"제11조	각	호에"를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

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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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제3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의6	중	"제41조제4

항에"를	"제41조의3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

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

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29.]
법률 제15135호, 2017.1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

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하여	폐사가	지속적

으로	발생한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

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100

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

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법률 제1513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를	"서식지외보전기관

의"로,	"행위가	의도적이고"를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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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915호, 2018.5.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3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금에	대한	감액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의	설치ㆍ운영,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감액기준의	구체화	근거	마련(제30조제8항)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업의	추진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의	감액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다.	권한	위임	업무의	조정	등(제3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까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업무에	관한	권한	중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

I. 개정이유

해양생물의	폐사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7호(종전의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제6항	전단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교부할	수	있다"를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주요법령 제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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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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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891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제6호"를	"법	제25조제1항제7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제8항	중	"감액하는"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허가"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가증"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제35조제2항제5호	중	"허가"를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II. 개정문

청장에게	이원화하여	위임하고	있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각	업무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5조의2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관찰"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관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

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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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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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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