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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 결과
제121차 이사회(Council 121) 결과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0) 결과

국제해사소식

IMO,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연기는 없을 것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2018 해운분야 7대 동향 발표
CMA CGM, 그린쉽 비용으로 연간 15억달러 소요 전망 (10.3)
싱가포르, 2020 황 규제 준비 현황(10.3)
로열더치셸社, 저유황유 공급가능 항만 목록 발표 (10.3)
선박의 감속운항(Slow-steaming),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10.4)
세계 컨테이너 시장 성장세의 둔화(10.8) 
Hapag-Lloyd社, 해상운임 중 연료유 비용 산정 관련 新제도 도입(10.8)  
호주, LNG 생산 프로젝트 가속화로 인한 LPG 수출 증가(10.9)  
유럽연합(EU), 탈린-헬싱키(Tallinn-Helsinki) 해상링크 기반시설 자금 지원(10.9)
USCG, 통제불능 화물선으로부터 10명의 선원구조(10.11) 
Azura호, 10만 유로 대기오염 벌금형(10.11) 
남아시아(South Asia) 선박 스크랩 시장의 안전문제 심각
스위스 MSC社 - 컨테이너 화물 추적 관련 최신화 기술 적용
재생 가능한 ‘미래의 연료’메탄올(10.22)
2020년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스크러버(scrubber) 설치 증가 전망
선원들의 사이버보안 교육 필요성 부각(10.23)
액화천연가스(LNG) 신조선 계약 증가(10.24)
유럽연합(EU),선박 재활용규정(Scrap) 개정(10.31)
Austal 조선소, 사이버 보안 빨간불(11.2)
Frontline社, 스크러버(Scrubber) 12기 추가발주(11.2)
스크러버(Scrubber), 유가에 따라 비용 회수에 최대 8년 걸려 
세계 6대 컨테이너 선사들, 새로운 연합체(Global ssociation) 결성 추진 중 (11.7)
IMO 2020 저유황유 규제 이행에 따른 컨테이너선사들의 대응 방향 (11.7)
Precious Shipping, LSFO 사용에 관한 안전성 중요성 강조 (11.8)
세계에서 가장 큰 Battery-Hybrid 선박 건조 (11.8)
일본, 한국 정부의 조선업 공적 지원 관련 WTO 제소 (11.8)
스크러버(Scrubber) 설치 금융에 대한 비판 증가 (11.12)  
올해 11월초까지 지중해 난민 사망자 1,989명에 달해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해적들 LNG선박에 총격 (11.12)  
계절 변화와 낮은 유가에 따른 유조선 무역 시장의 변화 (11.12)
ICS, 선박 자동화 기술 향상에 따른 STCW 협약 개정의 필요성 제기 (11.14)
MPC 컨테이너선社, 자사선에 스크러버 대거 설치 계획 (11.15)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부,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
해양수산부,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 국제공조 강화 나선다
해양수산부,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2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아시아 해적정책 관리자 한국에 모인다
해양수산부,민·관 합동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나선다 !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한 점검·관리로 예방한다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가요!
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해사안전소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5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가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항 위험물 반입 안전의식 강화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반기 포항항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선박 음주운항 방지 캠페인’실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동절기 대비 국가어항시설 안전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동절기 대비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전곡항에서 소형선박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안전한 부산항, 해양안전리더가 지킨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울산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추진계획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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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2020 0.50% 연료유 황함량 규정의 이행을 위한 선박이행계획서 작성 
및 경험축적기(EBP) 도입

•	 	(논의내용) 선박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저유황	연료유의	안전성	문제	정보

제공과	함께	경험축적기(EBP)*도입에	대해	논의함

*	경험축적기(EBP): 전세계 저유황유 규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대한 부족분 식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의 절차를 포함

•	 	(논의결과) 회기간	작업반에서	마련한	지침서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EBP	도입*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임

*	저유황유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한 EPB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정확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합의되지 못하여, 

추가 검토 후 차기회의에 개정된 안을 제시할 예정임

2. MARPOL 부속서 6의 개정안(14, IAPP 증서 양식) 채택

•	 	(논의내용) MEPC	72차에서	승인된	고유황유	적재금지*에	따른	MARPOL	부속서	6	및	IAPP	

증서양식	개정안**	초안	논의	

•	 회의명 :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The 73rd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3)

•	 일시/장소 : 2018. 10. 22 ~ 26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Hideaki Saito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6개 회원국 및 2개 준회원국, 정부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44명 참석

I. 개요

* The 73rd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3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3*) 결과

•	 	(논의결과) 산업계의	명확한	이행을	위해	IAPP	증서양식	개정안을	채택하고,	2020.3.1.	발효	

예정임

*	2020년 1월 1일 이후로 본선의 연료유 사용목적의 0.5%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의 사용 및 적재 금지

** IAPP 증서추록으로 고유황유 선적금지 및 대체수단인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사용 및 탑재 유무의 명확화

3. 제4차 IMO GHG Study 준비

•	 	(논의내용)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개발	로드맵(2016년	10월	승인)에	따라,	MEPC	74차에	

착수예정인	제4차	IMO	GHG	Study에	대한	주요일정	및	위임사항	초안	논의

•	 	(논의결과) 기술적/방법론적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의	명확한	위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워크숍*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작업사항은	3차	작업반과	동일

하게	수행	예정임

*	전문가워크숍 고려사항 : ①배출량 시나리오, ②탄소집약도 예측, ③Black Carbon 배출량을 선박 온실가스로 

고려할지 여부, ④2008년 배출량 재계산

4. 선박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치계획 논의

•	 	(논의내용) MEPC	73차부터	논의가	시작된	의제로서,	구체적인	계획보다	조치계획	초안으로서	

논의	필요성이	있는	다양한	안건이	제안되었고	어업	활동에	기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함

•	 	(논의결과) 조치계획의	작업범위*	식별	및	관련	조치계획을	작업반에서	완료하고,	작성된	

초안의	추가	논의**를	위하여	통신작업반	개설에	합의함

*	▲ 담당 위원회, ▲ 담당 전문위원회, ▲ 협력기구 별

** 어업 활동 규제 강화, 향후 협력 증진 등 조치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조치별 목표기간(Time frame) 설정

5. 원양어선의 Brine*에 관한 통일해석 또는 지침개발

•	 	(논의내용)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Brine은	평형수에	해당하지	않음에	관한	통일해석	개발	

또는	Brine	사용에	관한	지침	개발을	제안

*	Brine: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냉동하는데 사용되는 염분이 높은 물로서 출항 시 선박의 복원성 유지를 위해 

냉동 창고에 적재됨

•	 	(논의결과) 위원회는	Brine이	평형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일해석	또는	관련	지침	개발	불요한	

것으로	결정하였음

*	단, Brine이 원래의 목적인 냉매로서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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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사무총장 연임 확정

•	 	(논의내용) 현	IMO	사무총장,	임기택의	임기(‘16.1.1~‘19.12.31)	만료	전	이사국의	비밀논의

(이사회	의사규칙	52조)를	통해	임기	연장(’20.1.1~‘23.12.31)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제31차	총회(‘19.11)에	승인	

요청하기로	함

2. IMO 이사회 개편

•	 	(논의내용) 이사회	구성(이사국	규모,	범주,	지역적	대표성,	임기	등)	및	역할	확대,	비정부간기구

(NGO)	자문지위	부여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	IMO	정보	공개	범위	등	이사회	조직	전반에	

관한	개편을	논의함

•	 	(논의결과)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임기	연장(2→4년),	현행	이사회	역할	유지,	NGO	자문지위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에	잠정	합의

•	 회의명 : 제121차 이사회

               (The 121st session of Council, C 121)

•	 일시/장소 : 2018. 11. 19 ~ 23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aojie Zhang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IMO 40개 이사국, 32개 회원국 및 19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23명

I. 개요

* The 121st session of Council, C 121

제121차 이사회(Council 12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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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개편에	따른	IMO	협약	개정사항	식별,	IMO	정보공개,	이사회	

개편에	관한	작업계획	초안	개발	등	추가논의	예정

3. 총회 의사규칙 개정

•	 	(논의내용) 이사국	선거절차	명확화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총회	의사규칙	제40(c)	

개정*	및	선거	캠페인	윤리강령	마련**	등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논의시간부족으로	이사회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제122차	이사회(2019년	7월)에서	

재논의	예정

*	의사규칙 제40(c) 개정안 : 이사국 추가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후속절차를 규정

** 금번 이사회에서는 선거 캠페인 윤리강령 개발 필요성을 지지하였고, 미국 등 관심 회원국이 강령 초안을 

마련하여 제122차 이사회에 제출 예정

4. IMO 전략계획 개선

•	 	(논의내용) IMO	전략계획	성과지표(PI)	1차	보고서,	新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평가방법,	전략계획(SP)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간의	연계	등	검토

•	 	(논의결과) IMO	전략계획과	UN	SDG간의	연계보고서	최종	승인,	성과지표(PI)	분석	보고서	

양식	개선,	해양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보안관련	신규	성과지표(PI)	개발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사무국이 제안한 해사안전·환경보호·보안관련 성과지표는 불명확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출처 등의 문제로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122차 이사회에서 신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추가 논의 예정

5. 회원국 감사제도(IMSAS) 

•	 	(논의내용) 제120차	이사회(‘18.7)	이후	진행된	IMO	회원국	감사	결과	및	향후	회원국	감사

계획	검토

•	 	(논의결과) 회원국	감사일정	수정안	승인	및	제2차	통합감사	요약보고서(‘16~’17년	15개국	

감사실적)를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위원회(MEPC)에	검토	요청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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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고망간강 적용에 대한 잠정지침 회람문서 승인 

•	 	(논의내용) 제5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승인한	고망간강	적용에	대한	잠정

지침	회람문서	승인여부	결정

•	 	(논의결과) 고망간강	적용에	대한	잠정지침	회람문서를	승인하고,	조선소,	선주사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IGC	Code	4.19.2.2항	및	IGF	Code	6.4.13.2항에	잠정지침을	참고하도록	

각주를	추가함

2.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 작업체계(Framework) 확정

•	 	(논의내용) 규정식별	작업체계(자율등급,	검토수준,	방법론,	작업양식	등)를	확정	하고,	향후	

작업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함

*	협약검토 및 분석절차, 회기 간 작업반 일정, 초기 문서작성 그룹 지정

•	 	(논의결과) 우리나라는	SOLAS	9장(국제안전경영코드,	ISM	Code)	및	STCW	협약전체에	

대한	규정식별	초기문서	마련에	참여하기로	함

•	 회의명 :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100th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0)

•	 일시/장소 : 2018. 12. 3 ~ 7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roves (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3개 회원국 및 60개 정부간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1,013명 참석

I. 개요

* The 100th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0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100*)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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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 합의 

•	 	(논의내용)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에	합의하고,	MSC	101차(‘18.6월)

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함

*	과도한 기술적 내용은 배제, 정보 공유 및 보고체계 포함, 상황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 신개념선박기준 

적용 등

4.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감사결과 및 GBS 검증지침서 개정

•	 	(논의결과) 터키선급의	국제선급연합회(IACS)	규칙	도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회원국	의견에	

따라	적합성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함	

*	(GBS 검증지침 개정 사항) 제3자의 규칙 사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진술, 지속적 규칙 

유지보수를 위한 절차의 제출 요구

•	 	(논의결과) 한국선급이	포함된	IACS에	대한	감사결과,	GBS	규정의	개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DNV-GL은 합병에 따른 규정 개정 수요가 많아 추후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함

•	 	(논의결과) 지난	회차(‘18.6월)에서	승인된	GBS	검증지침서(Part	A	및	B)*	개정안은	‘20.1월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	Part A : 범위, 제출문서, 승인, 유지관리, 감사팀 구성 등 검증절차 수록 

   Part B : 각 기능요건별 필요정보 및 문서요건 등 평가기준 수록 

5. Non-SOLAS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강제화 방안 

•	 	(논의내용) Non-SOLAS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의무조항과	권고규정의	적용을	고려한	SOLAS	14장,	Polar	Code개정에	집중하기로	

하고,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마련함**	

*	24미터 이상 어선, 총톤수 300톤 이상 유람요트, 총톤수 300∼500톤 사이 화물선

** ’20년 영향평가(NCSR 7차) → ’21년 SOLAS 제14장 개정안 마련(NCSR 8차) → ’21~’22년 개정안 승인 

· 채택(MSC 104~105차) → ’24.1월 발효

6.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관행 회람문서 승인

•	 	(논의결과) UN	결의서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관행을	상기하고,	AIS	및	IMO	식별번호	이행	등	

IMO	협약준수를	촉구하는	회람문서를	승인함

*	북한은 IMO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북한행위가 

해상안전에 위해가 됨을 지적하고 회람문서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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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	시행에	대해,	IMO는	시행이	연기되거나	타협안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잇달아	밝히고	있음

•	최근	유엔	국제행사에	참석한	IMO	사무총장,	싱가폴	해사주간행사에	참석한	환경국	부국장	

등은	오는	10월	예정된	MEPC	회의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IMO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IMO,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연기는 없을 것 

•	 10월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벙커링	회의	·	전시회에	참석한	CMA	CGM	고위	경영진은	

IMO의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충족을	위해	2020년	이후	연간	15억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동	관계자는	다른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전	세계	

국제해운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6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함

*	CMA CGM: 프랑스 기반의 컨테이너선사로 2016년에 미국의 APL사 및 싱가포르의 NOL사를 인수하여,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11.7%를 점유하는 세계 4대 선사

CMA CGM, 그린쉽 비용으로 연간 15억달러 
소요 전망 (10.3)

•	UNCTAD는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8'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7가지	

트랜드	키워드를	선정하여	발표함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964년 

설립된 UN 직속기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 소재

1) Protectionism (자국 산업 우선주의의 대두로, 지역별 경제권별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무역량 감소 우려 등 해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2) Digitalization (IT기술의 발달과 접목으로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3) Excessive new capacity (공급 과잉으로 수요-공급 불균형 초래, 해운시장 위축)

4) Consolidation (시장 위축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해운사간 인수합병 활발)

5) Relationship between ports and container shipping lines (초대형 컨테이너 기항 등에 
따른 항만과 해운사간의 협력 강화)

6) Scale (해운사의 경쟁력 판단요소로서 ‘Scale (선복량 등)’이 더 이상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운영 · 관리 능력 등 대두)

7) Climate change (IMO의 온실가스 저감 초기전략 채택 등 해운분야에도 기후변화대응 과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2018 해운분야 7대 동향 발표

•	싱가포르	국제	벙커링	컨퍼런스에서	싱가포르	해양항만공사(MPA)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황	함유량	규제에	맞추어	저유황유	공급	준비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대체연료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S$5m(한화	41억)을	배정하였음을	언급함

	- 또한,	2019년	6월	저유황유	공급	허가자들	목록을	발표하여	황	함유량	규제의	원할한	

이행을	도모할	예정

•	싱가포르는	지난	수년	동안	황함유량	규제	방안	중	하나인	LNG	벙커링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LNG	연료	선박	8척의	건조	자금을	공급한	바	있음

싱가포르, 2020 황 규제 준비 현황(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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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메이저	회사인	로열더치셸社는	IMO에서	시행하는	‘2020년	황함유량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선주와	운영자에게	저유황유의	공급이	가능한	항구	목록*을	발표함

*	Freeport(미국), New Orleans(미국), Houston(미국), Rotterdam(네덜란드), Antwerp(벨기에), Barce-

lona(스페인), Piraeus(그리스), the Danish Strait(덴마크), Fujairah(아랍 에미리트), Durban, Richards 

Bay(남아프리카 공화국), Mauritius(모리셔스), Singapore(싱가포르) 

•	 동사는	현재	Rotterdam,	Singapore,	New	Orleans	항만과	0.5%	저유황	연료공급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로열더치셸社, 
저유황유 공급가능 항만 목록 발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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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Container	Trades	Statistics)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대서양횡단의	컨테이너	

무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아시아	등	다른	지역*이	저조함에	따라	글로벌	

화물지수가	하락하였고	컨테이너	시장	성장세는	둔화**	될	조짐을	보임	

*	유럽-아시아 간 2017년 대비 8%, 유럽-인도 및 중동 지역은 2018년 1월 이후 최저 수치인 3.7%의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8월 기준) 글로벌 물동량 성장세는 0.02% 오른 14.1M TEU에 그쳤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량의 급격한 감소는 재무구조 재조정 필요성을 나타내는 신호임

세계 컨테이너 시장 성장세의 둔화(10.8) 

•	다이나가스	모회사인	다이나콤탱커스(Dynacom	Tankers)의	조지	프로코피우(George	

Prokopiou)	회장은	선박의	감속운항(Slow-Steaming)이	CO2	배출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함

	- 선속을	10노트로	제한하면	기존	배출량	수준에서	60%가	저감될	수	있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IMO	초기감축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황	함유량	규제	대비책	중	하나인	‘스크러버’는	세정수의	오염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불필요한(Useless)	장비’라고	언급하며,	2020	황함유량	규제	기준강화는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함

선박의 감속운항(Slow-Steaming),
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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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컨테이너	해운	선사인	Hapag-Lloyd社	CEO	Rolf	Habben	Jansen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IMO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대응의	하나로	MFR(Marine	Fuel	Recovery)	

정책을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밝힘

	- 기존의	해상운임	중	연료유	비용	산정은	일정	기준선	이상의	화물	운임	비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형태로	비용을	산정하였지만,	MFR	정책은	그러한	기준	없이	국제유가와	화물량만으로	

단순하게	비용을	산정*함

*	MFR 산정 수식: MFR = Fuel price per ton × Fuel consumption / Carried TEU

•	이외에도,	LNG	추진	기관	도입,	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	적용과	같은	다양한	

기술	옵션을	고려중임

Hapag-Lloyd社, 해상운임 중 연료유 비용 
산정 관련 新제도 도입(10.8)  

•	 IHS	Waterborn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호주의	대표적인	LNG	생산	프로젝트*에	기인하여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가	연간	200만	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전량	수출될	것으로	

예상함

•	생산되는	LPG의	주요	수출국은	호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한동안	

침체기였던	VLGC**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됨

*	Inpex社의 Ichthys LNG 프로젝트(40만 톤의 LPG 생산 예정), Shell社의 Prelude FLNG 프로젝트

(160만 톤의 LPG 생산 예정) 등이 포함됨

** 초대형 가스 운반선(VLGC, Very Large Gas Carrier) : 통상 4만 톤 이상(7만5천 CBM 이상)의 LPG(액화

석유가스), LNG(액화천연가스) 및 기타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

호주, LNG 생산 프로젝트 가속화로 인한 
LPG 수출 증가(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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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탈린-헬싱키(Tallinn-Helsinki)	 해상링크	 TWIN-PORT	 3	 프로젝트

(2018-2023)*	기반시설	개발비용으로	EUR	21.4m(한화	282억)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투자비용은	EUR	71.2m(한화	938억)**에	달함

*	동 프로젝트는 증가하는 RoPax 교통량에 대한 환경적 영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탈린-헬싱키(Tal-

linn-Helsinki) 간 해상링크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항만 지역의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자동 계류 장치와 육상 전원 공급 시스템도 함께 설치될 예정

** EU 외, 헬싱키(Helsinki) 항만에서 EUR 24m(한화 316억), 헬싱키 시에서 EUR 27m(한화 356억) 및 탈린

(Tallinn) 항만에서 EUR 16m(한화 210억), 그리고 선박 운용자들을 위하여 EUR 4m(한화 53억) 지원예정

(출처 : Google 이미지)

유럽연합(EU), 탈린-헬싱키(Tallinn-Hel-
sinki) 해상링크 기반시설 자금 지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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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버뮤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1,380마일	떨어진	탄자니아에서	

신고된	통제불능의	화물선	Alta호	로부터	10명의	승무원을	전원	구조하여	푸에르토리코로	

이송	중

	- 통제불능	발생원인은	파악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예인할	예정

USCG, 통제불능 화물선으로부터 10명의 
선원구조(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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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社는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Traxens社*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컨테이너	50,000개에	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추적장치를	설치하여	화주들에게	화물에	관한	

실시간	정보전달을	통해	화물	운송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증진했음을	밝힘

	- 이를	통해	화주는	육상에서	물류	정보의	신속한	파악,	화물	안전의	최적화	그리고	

화물이동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Tranxens社의 정보추적장치 설치 시, 운항하는 동안 화물에 가해지는 충격 및 진동, 컨테이너 외부·내부 

온도 및 습도 관련 정보를 해상 및 육상기반센터에 제공 가능

스위스 MSC社 - 컨테이너 화물 추적 관련 
최신화 기술 적용

•	프랑스	항만당국은	미국	크루즈	선박회사	Carnival	Corporation	&	plc社의	Azura호의	

ECA	지역	내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1.68%)	사용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벌금은	EUR	10m(한화	131억)에	달함

Azura호, 
10만 유로 대기오염 벌금형(10.11) 

•	현재	주요	선박	해체국가*가	선박	스크랩	시장의	약	90%를	석권하고	있지만,	벨기에에	본부를	

둔	NGO	Shipbreaking	Platrform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남아시아에서만	

24명이	선박	해체	작업	중	사망하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함을	밝힘

*	주요 선박 해체국가: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EU	가입국	선박에	한해	승인된	도크(Dock)장	외에는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박	재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안전	및	환경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의	선박	해체	Dock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임

남아시아(South Asia) 선박 스크랩 시장의 
안전문제 심각

•	 ‘MethaShip’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	가능한	메탄올**이	해운운송업계의	협약이행	

관련	탄소배출	감축	전략의	장기적인	솔루션	제공	가능함을	시사

*	독일연방 경제 및 에너지 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MethaShip’ 연구 프로젝트는 Flensburger Schiffbau-

Gesellschaft, Lloyd 's Register, MEYER WERFT, Caterpillar, Helm AG 그리고 MAN Diesel & 

Turbo社가 참가하여 쿠르즈 선박, RoRo 여객선의 연료로 메탄올 잠재성 연구 진행

** 메탄올은 수용성이며 환경 친화적 그리고 생분해성이 있는 액체로서, 극저온에서 다루어지며 다른 대체 

연료로 고려되는 액화천연가스와 비교하여 저장 및 운송 취급이 매우 쉽다는 이점을 제공 

•	메탄올	선박	연료사용은	일부	기술사항을			명확히	할	부분이	남아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CO2	배출	감축을	위한	연료로서는	메탄올	사용이	적합함을	밝힘

재생 가능한 ‘미래의 연료’메탄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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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러버	설치	주문량은	최근	6개월	동안	1천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발주되었으며	50%	이상이	

Wartsila社,	Alfa	Laval社,	Yara	Marine社가	점유하고	있고	주	발주처는	운항	선박에	대거	

집중	및	중국과	한국의	신조선에	소량이	포함

•	 IMO는	규제	시행	전까지	대략	4,000척의	선박에	스크러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1,850척	선박에만	스크러버가	설치되어	있고	2020년	황	함유량	규제	시행	전까지	

약	2,500척에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됨

•	스크러버*에는	Open	loop,	Closed	loop,	Hybrid	type이	있으며	선주들은	실용성	및	경제성	

관점에서	Open	loop를	가장	선호하며,	선급에	등록된	스크러버의	72%가	Open	loop	그리고	

Hybrid	type과	Closed	loop가	이어서	각각	22%,	2%를	구성

*	Open loop 는 배기가스 내 SOx를 제거한 해수를 재사용하지 않고 약품처리 후 선 외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며, 

Closed loop는 Open loop보다 설치의 복잡성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면에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주들의 선택이 적음. 그러나 향후 Open loop 는 특정 항만 및 해안지역(벨기에,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에서 SOx를 제거한 해수 선외 배출 금지 규정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함

•	 2020년	황	함유량	규제에	대한	스크러버	사용	증가는	해사	산업계가	비용	최소화를	위한	하나의	

결과이며,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될	수	없으나	현재	기술	및	비용면에서	저	유황	연료	및	LNG	

연료	사용과	비교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힘

2020년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스크러버(Scrubber) 설치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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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디지털화	및	해상·육상	간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선원들의	사이버	보안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언급

*	지난 2년 동안 Maersk社, Cosco社의 사이버 공격 이후 많은 회사가 사이버 보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육상관제 직원에 대한 사이버 보안 교육 및 내부 프로세스의 점검만 진행될 뿐 선원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교육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문제점 부각

** 선원들의 사이버 보안교육을 선박회사들은 하나의 추가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이버 보안교육이 최소 

의무 교육에 미포함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선원의 교육 취약성으로 인해 비록 보안 프레임이 잘 운용될지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방안이 필요 

•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	발트해국제해사협의회(BIMCO)	및	선급은	현재	사이버	보안	지침서	

발간	및	보험회사들은	보험	범위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선원들이	교육을	통한	사이버	보안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밝힘

•	효과적인	교육은	단순히	일회성인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원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관리를	통해	사이버	보안	대응이	필요

선원들의 사이버보안 교육 필요성 부각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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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선주들이	대부분의	액화천연가스(LNG)선박	계약을	이끌며	작년	대비	2018년	3분기

까지의	계약이	3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총	$7Nb(한화	약8조원)	금액*

*	액화천연가스선박이 신조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이루며 이는 낙관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높은 운임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올 3분기까지 LNG벙커링 3척 포함하여 총 43척의 LNG 선박이 계약되었고 7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세계 총 투자예상치의 약 16%를 차지

•	클락슨	리서치는	조선업의	관점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적으로	

43척의	신조선	계약	중	38척을	성사시켰으며	이는	2007년	이후	한국조선소가	확보한	LNG선박	

합계용량	중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힘

액화천연가스(LNG) 신조선 계약 증가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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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선박	재활용	시설의	안전기준을	향상하고	선박해체로	인한	오염	및	유해물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	재활용규정(Scrap)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2019년

부터	적용할	계획을	밝힘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턱없는	저임금과	개인보호	장비	없이	선박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큰	사안임

•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승인한	선박	재활용	시설은	총	20개*로	4개의	시설에서	

승인획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중	2곳이	인도	Alang	및	Shree	Ram	등에	위치한	시설로	

현재	승인	적합여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미승인	시설은	약	60개	정도로	집계됨

*	유럽국(시설 수) : 영국/프랑스(4), 덴마크(1), 네덜란드(2) / 비유럽국(시설 수) : 미국(1), 터키(2) 등이 

포함됨

유럽연합(EU), 
선박 재활용규정(Scrap) 개정(10.31)

•	호주	조선소	Austal은	회사운영관리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및	호주	연방경찰(AFP)이	수사에	

착수함

	- 최근	자율운항선박(MASS)	등	선박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적,	화재,	화물	분실	등	기존	물리적	요인에서	해킹까지	

위협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Austal 조선소, 사이버 보안 빨간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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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전문지	Splash	분석에	따르면,	벌크선	선주가	스크러버를	장착할	경우,	평균	설치비용은	

약	3백만달러,	비용회수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년이	걸릴	전망임

•	세부적으로	보면,	설치	비용(단위:	백만달러)은,	Handysize	2.3,	Supramax	2.5,	Panamax	

2.6,	Capesize	3.1	로	나타남

*	벌크선 분류(DWT)  : Handysize 33,000, Supramax 57,000, Panamax 75,000, Capesize 

180,000

•	고유황유	대비	저유황유	가격이	2배	이상	된다면,	비용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Handysize	등은	

약	1년,	Capesize는	6개월이	걸리며,	가격차가	20%미만이라면	Handysize	7년,	Panamax	

8.1년,	Capesize	4.1년으로	나타남

스크러버(Scrubber), 
유가에 따라 비용 회수에 최대 8년 걸려 

•	운항	비용절감과	효율개선	등을	위해	세계	6대*	컨테이너	선사들이	새로운	연합체를	출범

시키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중인	것으로	드러남

*	Maersk Line, MSC, Cosco, CMA CGM, Hapag-Lloyd and ONE

•	새로운	연합체를	통해	동	선사들은	Vessel	Sharing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운항	

비용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예측됨

세계 6대 컨테이너 선사들, 새로운 연합체
(Global Association) 결성 추진 중 (11.7)

•	컨테이너선사	상위	12개의	회사	중	4개의	회사만이	상당량의	선대에	스크러버	설치를	

계획	중이며	나머지	8개의	회사는	그	적용	선박이	소수임

•	약	300척의	컨테이너	선박에	스크러버가	설치될	계획으로	특히	MSC社는	스크러버	설치를	

앞장서서	진행하며	총	120척에	설치	계획	중임.	또한,	EVERGREEN社	70척,	HMM社	27척	

그리고	CMA	CGM社	LNG	연료	사용을	추가하여	20척	계획

•	대조적으로	 Maersk社와	 Hapag-Lloyd社는	 극소수의	 선박에만	 스크러버를	 적용하며	

COSCO社,	Ocean	Network	Express社는	저유황	연료	사용을	고수할	예정임

IMO 2020 저유황유 규제 이행에 따른 
컨테이너선사들의 대응 방향 (11.7)

•	선주	John	Fredriksen社의	관계회사인	Frontline社가	IMO	2020	황함유량	규제대응의	

일환으로	스크러버(Scrubber)	12기를	추가	발주하였음	

	- 과거	Frontline社는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스크러버(Scrubber)	

제작사	Feen	Marine	Scrubbers(FMSI)社의	20%	지분	인수에	대한	MOA를	체결(2018년	

6월)하고	스크러버(Scrubber)	14기를	발주하였으며,	추가	22기를	고정된	가격에	발주할	수	

있는	옵션에도	합의한	바	있음

	- Frontline社	Management	사업부	대표인	Robert	Hvide	Macleod는	스크러버(Scrub-

ber)의	설치가	특히	대형선박들에게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조치이며,	소유한	선박의	

평균	수명을	4.7년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언급함

Frontline社, 
스크러버(Scrubber) 12기 추가발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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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6일	일본은	한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한국	조선업계를	지원한	것이	저가	

수주를	조장한	것이라며	이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	1995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 통합해 

명실공히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관련 규정을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	이에	한국	정부는	자국의	조선업	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	규정에	

합치하는	견해임을	밝히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일본, 한국 정부의 조선업 공적 지원 관련 
WTO 제소 (11.8)

•	 Precious	Shipping社	CEO는	2020년	시행	예정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를	준수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저유황	연료유	특히	LSFO*의	안전성에	관해	강조함

*	저유황 중유(LSFO, Low Sulphur Fuel Oil) : 중유이긴 하지만 탈황 처리 또는 혼합의 과정을 거처 

황 함유량이 매우 낮은 선박용 연료유

•	 LSFO	사용에	따른	연료유	호환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LSFO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주기관을	탑재한	노후	선박은	폐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Precious Shipping, LSFO 사용에 관한 
안전성 중요성 강조 (11.8)

•	 Color	Line社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Color	Hybrid*’	선박	

선체건조	완료	후	의장	설치	마무리를	위해	노르웨이	Ulstein	Verft로	이동

*	Color Hybrid 선박의 길이는 160m, 500대의 차량수송 및 2,000명의 승객을 수용 가능하며, ‘18.04 

폴란드 Crist 조선소를 시작으로 7개월 간 선체건조 후 의장 설치작업 및 시운전 검사를 위해 노르웨이 

Ulsteinvik 이동하였고 ‘19.2분기 Color Line社로 인도 예정

•	 Color	Hybrid	선박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사이	노선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선박의	배터리	

전기충전을	위해	Color	Line社는	Oslo,	Kristiansand,	Larvik	및	Sandefjord를	포함한	

모든	노르웨이	항구에	해안	전원시설을	설치하여	전력	안정성을	확보함

세계에서 가장 큰 Battery-Hybrid 선박 건조 
(11.8)

•	 SO2	배출규제	충족을	위해	대형선사들의	스크러버	설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크러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주요	선주들이	(John	Fredriksen,	Scorpio,	Torm	등)	스크러버	옵션을	

선택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주요	선박금융회사들이	제공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해운	·	환경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이는	SO2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스크러버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	배기가스	세정	후	해양으로	배출되는	세정수에	의한	2차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됨

스크러버(Scrubber) 설치 금융에 대한 비판 
증가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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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초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지중해를	건너던	중	사망한	인원	1,989명으로	지난해	동기	2,960명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순수한	해양사고	사망자수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IMO도	관련	국제기구,	회원국	및	NGO들과	

지중해	난민	사망사고	예방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음

올해 11월초까지 
지중해 난민 사망자 1,989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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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	특정	아시아지역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는	유조선	무역	증가를	유도함.	또한,	낮은	유가는	벙커링	비용의	인하	및	

안정된	정기용선료를	가능하게	함

	- 다수의	유조선	선주사들은	2018년도	3분기	재정	소득부문에	약세를	나타냈으나	남은	

4분기에는	낙관론을	내비치고	있으며,	선박을	운용하는	지역에	따라	재정	소득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겨울	동안	전체적인	양상은	긍정적임을	예상	

	- 유럽에	의해	형성된	톤-마일	수요*	수입은	9월	내림세에서	10월	다시	반등을	보이며,	북서	

유럽	지역이	다른	곳에	비교해	낮은	수요	경향을	선보임

*	톤-마일 수요(tonne-mile demand):유조선 평균 항로 거리와 싣고 가는 화물량의 곱으로 나타낸 지표

계절 변화와 낮은 유가에 따른 유조선 무역 
시장의 변화 (11.12)

•	총으로	무장한	9명의	해적들이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나이지리아	30마일	연안에서	LNG선	

나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해적들이	총격을	가하며,	승선을	시도하였으나	선박이	속력을	최대한	올리고	경로를	계속	

바꿔	해적들의	승선을	막는데	성공하였음

•	나이지리아	연안은	유조선	탈취	등	최근	해적공격이	아직도	성행하는	위험해역으로서	항해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해적들 LNG선박에 
총격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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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6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해운회의소(ICS)	회의	기조연설에서	의장인	Esben	

Poulsson은	현행	해기사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STCW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함

•	선박의	자동화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하나의	선박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선원의	수가	감소하고	

전통적인	해기사	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밝힘	

•	 ICS는	STCW	협약	개정을	통해	양질의	선원이	시장에	공급되고	또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및	자격이	필요함을	주장함	

ICS, 선박 자동화 기술 향상에 따른 STCW 
협약 개정의 필요성 제기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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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운선사인	NYK	그룹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NYK	Super	Eco	Ship	2050’을	글로벌	해운시장에	선보임*	

	- NYK社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MTI社,	Elomatic社와	협력하여	2050년형	모델	PCTC	선을	

제작했으며,	이	모델은	선체	무게	및	마찰저항을	대폭	감소시켰고	전기추진을	위해	연료	

전지를	도입하여	선박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총	70%	감축할	수	있음을	제시

	- NYK社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2015년	기준	2030년/2050년도에	각각	30%/50%	

감축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운영	및	화물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예상함	

*	‘NYK Super Eco Ship 2050’은 크게 선박의 선체 구성, 선박에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 선박의 디지털 트윈

(twin)을 통한 유지·보수 및 스마트 항만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미래 선박의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함

NYK社, 
Super Eco Ship 2050 제시(11.15)

•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컨테이너	선박	운용	회사인	MPC는	2020년	IMO	

황	함유량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약	50기의	스크러버	설치를	계획	중

•	 MPC社	CEO인	Constantin은	황	함유량	규제	대응에	있어	선박의	스크러버	설치가	좋은	대안일	수	

있으며,	추가로	컨테이너	용선주들이	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중·장기	컨테이너	선박	

용선에	있어	유리한	협상	조건임을	밝힘

MPC 컨테이너선社, 
자사선에 스크러버 대거 설치 계획 (11.15)

•	국제운송노조연맹(ITF)	소속인	‘Nautilus	International	Union*’은	전	세계	선원의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	이번	주	국제노동기구(ILO)	주관하에	선주	대표와	협상	진행	예정	

	- 2016년도에	열린	회의에서	선원의	주	48시간	기본근무에	대한	최저	임금을	$614로	

권고하였으며	향후	2년간	유지될	세계	선원의	최저	임금	협상을	위해	선원과	선주	대표자들이	

제네바에서	만나	회의를	진행할	계획임

	- 선원의	과도한	초과	근무	그리고	인력	부족을	반영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지난	2년간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운송노조연맹(ITF)은	$50/월	인상을	주장하며	선주	대표는	국제해운회의소

(ICS)에서	맡아	상호	논의를	진행할	것임	

*	Nautilus International Union는 영국, 네덜란드 및 스위스의 22,000명 이상의 해상 전문가들의 이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노동조합

선원의 최저 임금 상향조정 가능성 제시(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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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	부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변화,	해수면	높이	증가	등으로	전	세계	주요항로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특히	강우량	감소,	기상이변	등으로	파나마	운하,	미국의	Great	Lakes	

등이	주요항로로서의	기능을	위협받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영국정부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라 해운 위기 
가능성 경고(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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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만든	인공위성	NovaSAR-1(Synthetic	Aperture	Radar	(SAR)*)을	통해	해상에서의	

석유	유출을	감지하고	불법해운	작업	및	산림벌채	감시	가능함을	밝힘

	- NovaSAR-1	인공위성은	도버해협보다	12배	넓은	400km	너비의	해양지역에	대한	이미지	

확보를	통해	불법	해운	작업	감시가	가능하며,	해상	모드와	더불어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어	선박의	식별이	즉각적으로	가능

	- NovaSAR-1	인공위성은	2018.09에	발사되었으며	현재	저렴한	가격의	위성	이미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영국	정부는	NovaSAR-1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화	305억을	투자했다고	밝힘

*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비행기나 인공위성 등의 탑재체(搭載體)의 

움직임으로 얻어지는 안테나 위치의 연속적 변화를 이용하여 각 안테나의 위치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조합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서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기술

인공위성을 통한 석유유출 감지 및 불법해운 
작업 감시 (11.26) 

•	Hapag-Lloyd는	2020년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함

•	단기적인	두	가지	방안으로는	Scrubber	설치	및	LNG	듀얼	연료	엔진을	장착하는	것으로,	

현재	17척의	현존	컨테이너선박에	LNG	듀얼	연료	엔진	개조작업을	진행하거나	진행예정에	

있으며,	척당	비용은	최대	3천만	달러라고	밝힘

•	세	번째	장기적인	방안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며,	동	선사는	당장	2020년부터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가	연간	약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독일 컨선사 Hapag-Lloyd, Sulphur cap 
대응위해 LNG 기관 개조 방안 추진(11.22)

•	올해	현재까지	52척(94,000TEU)의	컨테이너선이	폐선	목적으로	매각되어,	2016년	및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현존선의	조기	퇴출이	가속화	되고	있음

•	특히,	2016년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으로	12,000TEU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형(5,000TEU급)	컨테이너선의	퇴출이	2016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음

•	 2020년	SOX	규제로	저유황유	사용시	톤당	연료유	비용이	25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Scrubber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의	퇴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지난달 컨테이너선 23척 폐선, SOX 규제로 
현존선 퇴출 가속화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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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회사인	Terntank社는	예테버그	항에서	새로운	벙커링	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천연가스

(LNG)	및	액화바이오가스(LBG)를	운용하는	첫	번째	운영자임을	밝힘

	- 새로운	벙커링	시설은	기존	석유에너지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재생	가능	가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고	언급	

	- 선박	연료로	LNG를	사용함에	따라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대안으로서	예테버그	항의	부사장은	환경을	생각하여	앞으로	LNG	사용	전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2020년까지	적용	선박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힘	

스웨덴 예테버그 항구의 가스 벙커링 시설 
완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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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월	동안	이란	국적	해커가	샌디에고	항을	포함한	200여개	단체를	겨냥하여	랜섬웨어

(Ransomware)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해왔으며	미법무부로부터	기소됨

	- 6건의	항목으로	기소된	해커는	삼삼	랜섬웨어라는	악성코드를	통해	정부	기관,	병원,	

공공기관	등에	침입하여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	

	- 기소장에	따르면	해커는	악성코드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로	변환시켜버리고	이를	

해결해주는	암호	해독	키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미화	6백만	달러	이상을	갈취

해왔다고	밝힘	

	- 사이버	공격은	샌디에고	항의	내부행정	기능에	영향을	주는데	그쳤으나,	최근	사이버	

공격이	항만	분야로	번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지속해서	업데이트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언급	

샌디에고 항,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 (11.29)

•	지난	6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인	폴리네시아섬	인근에서	좌초된	선박	Thorco	Lineage호의	

선장에게	프랑스	법원이	금고	1년과	벌금	22만달러를	선고함	

•	동	선박은	좌초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엔진고장으로	표류하고	있었고,	선장은	해당	

선사와는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였으나,	인근	연안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음

•	한편	해당	선사는	동	선박이	사고	일주일	전	파나마에서	공급받은	연료유로	인해	엔진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료유	공급회사를	상대로	미국의	한	법원에	최소	1천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법원, 좌초선박 Thorco Lineage호 
선장에게 금고 1년 선고 (11.28)  

•	싱가포르항은	오염	세정수	배출을	우려하여	‘20.1.1부터	개방형(Open-Loop)	EGCS	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현재	총	8개국*)

*	전체 항만적용 :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일부 항만적용 : 독일(내륙 운하), 아일랜드(더블린), 미국(캘리포니아, 하와이), UAE(아부다비)

싱가포르항, 개방형(Open-Loop) EGCS 
운용 금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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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제조사	롤스로이스(Rolls-Royce)와	핀란드	국영	여객선	운영	업체인	핀페리스(Finferries)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여객선의	해상	시운항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동	여객선은	자동	접안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이	융합된	충돌방지	

센서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약	400여	시간의	시운전을	통해	입증된	바	있음

	- 본	시연회는	핀란드	투르쿠(Turku)시	남쪽	열도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투르쿠	시내	

중심가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핀페리스(Finferries)	운영	센터에서	원격	조정하였음	

•	한편,	 12월	 5일	스위스	기술회사	 ABB와	핀란드	헬싱키시교통(HKL)은	 Ice-class	 여객선	

Suomenlinna	II	원격조정에	성공하였음

	- 2017년부터	Suomenlinna	II(2004년	제조)에	ABB	Ability	Marine	Pilot	Vision	상황

인식	솔루션을	장착하여	헬싱키	항	인근	지역에서	1년간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존선을	

개조하여	자율운항에	성공한	사례로는	최초임

자율운항 여객선, 잇따라 완전 자동운항 성공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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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바이오연료회사	D/S	Norden는	현존선	엔진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중유를	개발완료함

	- 지난	9월	D/S	Norden	자체	선박은	자사에서	개발된	바이오중유만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에스토니아	항행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선박용	바이오중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음

•	한편,	노르웨이	크루즈선	운영회사	후티루튼은	내년	말을	목표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쓰는	

첫	번째	선박을	완공할	예정으로,	유럽은	저탄소	배출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D/S Norden, 기존엔진과 호환되는 바이오중
유 개발 성공 (12.3)

•	광저우항은	0.1%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외항선박과	LNG,	전기배터리	또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내항선박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항만	인센티브	추진을	계획	중에	있음

	- 선전(Shenzhen)항은	지난	8월부터	1척당	최대	55,400위안(8,000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오고	있음

•	 중국	항만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항비감면	형태가	아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IMO	2020	

Sulphur	Cap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광저우항, 0.1% 저유황유 사용 선박에 현금 
인센티브 시행 (12.6)

rolls-royce-Finferries 자율운항 여객선 ABB-HKL Suomenlinn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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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물량증가로	선대량의	상승	이후	지속적인	선박	수주량	내림세에	있으며,	2018년	

3분기	탱커선	운임료	최저	기록,	2019년	장기적인	시장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

	- 탱커선의	산업계	수익률이	낮고	스크랩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선주사들은	과잉공급된	탱커선	

시장이	선박	스크랩을	통한	안정화를	바라보고	있으며,	올해	스크랩된	탱커선의	척수는	

150척으로	지난	15년간	스크랩	진행	척수	중	최대량으로	밝힘

•	탱커선	건조량	측면에서,	선박	인도	시점들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	건조	예정인	

탱커선	주문서의	25%	이상이	2019년도로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2019년도가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탱커선	건조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

•	 초대형	탱커선	섹터는	2020년	황	규제	협약	시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스크러버(Scrubber)	설치를	

증가시켜	2020년	이행단계에	현	운항선	선대의	20%	넘는	범위까지	설치가	될	예정

2019년도 탱커선 선대의 방향 (12.26)

•	수에즈	운하청(SCA,	Suez	Canel	Authority)은	국제	해운시장	활성화와	유조선의	운하	이용	

장려를	목적으로	정상	통행료의	50%~70%가량	인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함

	- 수에즈	운하청(SCA)은	Circular	No.03/2016을	통해	2019년	12월까지	통행료	인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

•	급변하는	국제	해운시장을	고려한	수에즈	운하청의	통행료	인하	연장은	해운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출처 : Google 이미지)

원유운반선의 수에즈 운하(Suez Canal) 
통행료 인하 연장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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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항로표지	장비	·	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월)	고시했다.	

*	등명기(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 충방전조절기(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

		현재	국내에는	약	5,300여	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용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하여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	등명기: 9 → 15항목(LED), 11 → 17항목(전구식) / 충방전조절기: 11 → 19항목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항로표지	장비	·	용품	검사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

mof.go.kr)의	‘법령바다	게시판(훈령/예고/고시/공고)’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개정, 10월 1일 고시

해양수산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변경사항(요약)

구분 현행 변경 비고

ㅇ 등명기의 종류(형식) 렌즈의 크기(㎜) 광달거리(NM)

ㅇ 검사항목(사용전검사)

- LED 등명기 9항목 15항목(+6) - 검사강화(KS 규격 적용)

- 전구식 등명기 11항목 17항목(+6) - 정기검사 항목은 변동 없음

- 충방전조절기 11항목 19항목(+8)

ㅇ 표본 검사

- 등명기·충방전조절기 5% 또는 10% 10% - 검사강화 및 품질향상

- 구동전류 편차(%) 10 5 - 등명기 내구성 향상

ㅇ 소모전력(W)

- 7NM 24 18 - 저전력·고성능 제품 개발

- 15NM 400 300

ㅇ 검사의 유효기간 3년 4년
-검사 수수료 부담을 경감 
  (2018.5.1. 시행)

ㅇ 검사수수료(사용전검사)

- 등명기 323,350원 현행유지 - 부담 완화

- 충방전조절기 117,630원

ㅇ 수직 발산각(°) ± 1.5 ~ ± 8 ± 1 ~ ± 8
- 점멸식 18NM LED 등명기만 
   완화

ㅇ 검사기준(행정규칙)
9종

(기준 1,규격서 8)
2종

(기준 2종)
- 검사기준 간소화
- 검사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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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구성 및 장비·용품 사진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 내한성, 내열성검사

등명기 색도검사

		해양수산부는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크루즈	부두	건설,	고무방충재*	설치	3개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을	제·개정하여	고시(‘18.	9.	27.)하였다.	

*	부두 안벽에 설치하는 완충 설비

		이번	항만	기술기준	제	·	개정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	강화	및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되었다.	새롭게	제·개정된	항만	기술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되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이	정박할	때	발전기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의	각종	설계	기준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

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육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을 0.5%까지 낮추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08년 대비) 감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둘째,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시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입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와	크루즈부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역시설, 계류시설, 여객 승 · 하선 시설, 터미널, 육상교통 연계공간 등

		셋째,	그간의	방충재	연구용역과	해외	선진항만의	품질관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방충재	공사의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하고	고무성분	시험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방충재의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고무방충재 설치 등 신규 수요에 대응

해양수산부,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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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0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21차	아시아해양

사고조사관회의	및	2018년	국제	해양사고	조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	해양사고	조사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였다.

*	아시아해양사고조사관회의(10.16～17), 국제해양사고조사 워크숍(10.17～18)/서울 르메르디앙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1개국*에서	참석했다.	각국은	

연간	해양사고	조사활동	현황과	인명사고	등	발생한	중대해양사고의	조사협력	사례	등을	보고

하였다.	또한,	타국에서	국제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신속한	조사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양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대표 국제 협약으로, 타이타닉호 사고를 계기로 1914년 런던에서 채택

		이어	개최되는	‘2018	국제	해양사고	조사	워크숍’에서는	야간	항해	시	예인줄*의	식별이	

어려워	그	사이를	통과하다	발생하는	선박의	걸림사고	사례를	발표하여	예방정책	등을	함께	

공유되었다.	

*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무동력 선박을 끌고 가기 위해 동력선과 무동력 선박을 연결한 줄

		특히,	항공분야에서의	과학적	사고	조사방법	등의	발표를	통해	타	분야의	사고	조사절차와	

조사기법	등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분야와	항공분야에서	사고조사기법	등을	서로	공유

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은	“이번	회의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사고	

조사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우리	국민과	선박의	사고	

발생	시에도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조사협력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조사협력방안 등 논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 국제공조 강화 나선다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	·	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항만

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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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해양사고 조사관회의(MAIFA) 및 국제해양사고 조사 워크숍

*	MAIFA(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Forum in Asia) : 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협력을 위해 

1998년 결성되어 총 14개 국가(아국, 중국, 일본, 호주 등)가 회원으로 활동 중

◆ 행사 목적

•	아시아지역	해양사고	조사관	간	협력	강화	및	각국	해양사고	조사	사례·기법	공유를	통한	조사

역량	제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8.10.16~10.18	(3일간)	/	서울(르메르디앙	호텔)

					*	아시아해양사고 조사관회의(10.16～17), 국제해양사고 조사 워크숍(10.17~18)

•	 (참석자)	국내	·	외	해양사고	조사관	및	관계자	등

*	아시아지역 조사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조사 민간전문가 등

•	 (내용)

	- (MAIFA)	해양사고	조사활동	보고(국가별),	비협약	적용	선박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차기	MAIFA	개최국	선정	등

	- (워크숍)	중대해양사고	사례	발표,	예인줄로	인한	해양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논의,	타	분야

(항공분야)	조사기법	발표	등

◆ 주요 일정

		해양수산부는	동절기	및	성어기를	앞두고	10월	30일(화)부터	12월	13일(목)까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	·	도*에서	2톤	이상의	어선(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	11개 시 · 도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합동	점검반은	위치발신장치와	통신기기	·	기관	·	전기	·	소방설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

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및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

하였다.

		특히,	가을~겨울철에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선박기관	전문가가	

어업인들에게	기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점검도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어선주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업	문화	정착에	힘썼다.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어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어선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어선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 30.~12. 13. 전국 11개 시 · 도에서 어선 안전점검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일시 내용 비고

10.16(화)
10:00 ~ 12:00 개회 및 연간활동 보고

13:30 ~ 17:00 MAIFA회의

10.17(수)
09:00 ~ 12:00 MAIFA 회의

13:30 ~ 17:00 국제 해양사고 조사 워크숍

10.18(목) 08:00 ~ 17:00 비공식 회의 및 문화 시찰 DMZ, 서울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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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 지도 · 점검

◆ 점검개요

•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중앙회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18.	10.	30.	~	2018.	12.	13,	45일	간

	- 점검대상	:	2톤	이상	전어선(낚시어선	포함)	중	시	·	도별	400여척

*	시 · 도별 2톤 이상 등록어선(총 23천여척)의 20%내외(낚시어선 포함) 어선세력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중점 점검사항

< 공통 >

•	위치발신장치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일반어선 >

•	출어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	기관실	방열구조	상태	및	축전지	상태	확인

•	배전반	및	전선상태,	집어등용	안정기	상태	확인

•	난로,	전열기	및	가스레인지	등	설비상태	확인

•	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소화기	비치(상태),	항해설비	확인

< 낚시어선 >

•	낚시어선	검사	여부,	출	·	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여부

•	구명조끼,	부명부환,	난간	등	안전설비	비치	및	기준	준수	여부

•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여부

•	쓰레기통	등	해양환경보전	설비	구비	및	관리여부	등

성어기	출어선	증가와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추진

*	기간/대상 : 2018.10.30~12.13(45일간)/2톤 이상 어선(약 23천여척 낚시어선 포함)

		해양수산부는	11월	2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	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①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신고와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	해군	·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11만	톤급	국적	상선	1척과	11월	13일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인	4,400톤급	최영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참여하였다.

*	2011년 1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박에 대한 구출작전(“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하여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청해부대를	

창설하고	해당	해역에	파견을	시작하였다.	

		파견을	시작한	이래로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펼치고있는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3척	피랍	포함)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3분기까지	

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는	제27진	왕건함이	아덴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호송하는	등	연합해군과	합동으로	해양

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	선사가	

합동으로	연간	3차례의	해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청해부대는 2009년 최초 파병 이후 현재까지 21,349척의 선박 호송과 527회의 해양안보작전 및 5회의 

EU 대해적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총 21회에 걸쳐 31척의 선박에 대해 해적 퇴치 및 선박 구조 성과를 달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에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과	

필리핀	·	말레이시아	해역	등에서도	해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해운선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덴만 파병 앞둔 최영함, 11만 톤급 국적 상선 1척 등 참여

2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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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사진 자료(2017)

해상작전 헬기 출격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고속단정(RIB) 출격

이번 훈련에 투입된 최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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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 개요

◆ 협정명

•	아시아지역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ReCAAP)

*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협정채택(’2004.11.11), 한국 가입(’2006.4.7), 협정 발효(’2006.9.4)

◆ 구성

•	 (체약국)	아세안	8개국	및	한·중·일,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등	20개국

*	ASEAN(10) : 체약국 8(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미체약국 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정부간	회의체)	ReCAAP	관리이사회(국장급),	관리자급	회의(과장급)

(사무국)	:	ReCAAP	정보공유센터(Information	Sharing	Centre)

◆ 사무국(ISC) 구성 및 기능(개설 : ‘2006.11.29, 싱가포르)

•	 사무총장	외	운영/조사/교육/행정부	직원	등	총	15명

*	사무총장 : Masafumi Kuroki(일본, 1951년생, 외교관 출신, '2016.4.1.~’2019.3.31)

•	 ReCAAP	협정	사무국	역할

	- 체약국간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해적피해방지	역량강화

◆ 아국 활동 실적 및 현황

•	 관리이사회	부의장	수행(해사안전국장,	'2011.4~'2013.3)

•	 ISC	운영인력	및	기여금	지원

		해양수산부는	11.	13.(화)∼15.(목)	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8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관리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관리자회의에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체약국	및	옵서버	국가의	해적담당	관리자,	특별	

초청	강연자,	사무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관리과장을	대표로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운반선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며,	해적정책	소개,	해적피해	및	대응사례,	선사의	해적대응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은	아시아	권역에서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고	해적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체결된	협정으로	2006년	발효되었다.	현재	20개국이	체약국이며,	우리나라는	

창설	체약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례회의는	각국의	사무국	현황	설명,	개최국	해적정책	소개,	체약국별	정책	사례발표	

등이	이뤄졌으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해적활동의	억제	및	근절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구로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사무국장은	11.	16.(금)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아시아해적현황	및	사무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같은	행사에서	학생	및	선사	

관계자와의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관리자회의는	체약국과의	해적

대응을	위한	공조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8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관리자회의 개최

아시아 해적정책 관리자 한국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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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1월	14일(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국해기사협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와	함께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양

수산업	·	단체	종사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1986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서른세	번째를	맞았다.	금년에는	해양사고	예방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채종주	교수가	‘해양사고	시	선장의	비상대응능력	역량’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형사고	시	선장의	의사결정	사례,	대응	매뉴얼	및	국제	협약	등을	분석하여	

선장의	비상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장길	교수가	‘해양사고	예방	·	재발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의	선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검토를	토대로	선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이네비게이션(e-Navigation)*팀	김성재	사무관이	 ‘한국형	

이네비게이션	구축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연안	100km	해상까지	도달하는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	시스템	구축현황,	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선박위치	확인	및	충돌경보	장치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체계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전환하여 해양사고 저감 및 선박 · 항만 

효율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주제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종합토론	시간도	가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30여년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 18개 해양수산 단체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
민·관 합동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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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개요

•	 (일시/장소)	2018년	11월	14(수)	13:30∼17:00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5층)

•	 (참석자)	국내	관련기관	및	업	·	단체	종사자(약	250명)

•	 (주		최)	한국해기사협회(간사)	등	해양	·	수산관련	18개	단체

•	 (후		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행사 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2:30∼13:30 참석자 등록 등록 데스크

13:30∼13:35 국민의례 사회자 (한국해기사협회)

13:35∼13:40 개회사 한국해기사협회장 이권희

13:40∼13:50 격려사 중해심 원장

13:50∼14:00 기념촬영 및 주제발표자 소개 사회자

14:00∼14:20 제1주제 
해양사고 시 선장의 비상대응 능력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종주 교수

14:20∼14:40 제2주제
해양사고 예방·재발방지 맞춤형 교육체계 한국해양대학교 김장길 겸임교수

14:40∼15:00 제3주제
한국형 e-Nav. 구축 및 추진전략 1 해수부 e-Nav.팀 김성재 事

15:00∼15:30 휴 식(Coffee break) 발표·토론자 좌석 정리

15:30∼17:00 토 론

- 좌장: 한국해양대학교 국승기 교수 
- 제1주제
해양수산연수원 채종주 교수(지정토론자2명)
- 제2주제
한국해양대학교 김장길 겸임교수(지정토론자2명)
- 제3주제
해수부 e-Nav.팀 김성재 事(지정토론자2명)

17:00 세미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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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	화재·폭발 사고 비율 : 겨울(26.8%) > 봄(24.7%) > 여름(24.3%) > 가을(24.1%)선박침몰 사고 비율 : 겨울

(28.3%) > 봄(24.4%) > 가을(24.4%) > 여름(22.8%)

		이는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	LPG,	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

(2018.	12.	1.~2019.	1.	31.)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	2.	1.~2.	6.)을	정하여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기관관리 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등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하여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난방으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한 점검·관리로 예방한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2월	13일에는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하고,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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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해양사고 사례 및 예방교훈 동영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해양사고	예방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항법	위반	및	부주의	등	인적과실로	분석*된다.	또한,	낚시어선	이용객도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원,	낚시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총 해양사고 10,664척 중 어선사고가 7,222척(67.7%), 어선사고 원인재결 중 91.7%가 운항과실·취급 불량

** 낚시어선 이용객수 : (2015) 296만 명 → (2016) 343만 명 → (2017) 414만 명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주요	어선사고	사례와	함께	출항	전부터	입항까지	주의사항을	

담은	‘어선	사고사례	및	예방	영상’	1편과,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원들과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대국민	해양사고	예방	홍보	영상’	1편을	제작하였다.	

		어선	사고사례	및	예방	영상은	리포터가	직접	선장을	취재하여	출항	전부터	입항까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약	10분간	재생된다.	관련	법규	등	다소	어려운	내용은	

3D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안전한	바다가	가장	풍요로운	바다’라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한다.

		대국민	해양사고	예방	홍보	영상은	국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양	안전수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40초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	영상에서는	출항	전	안전점검,	구명조끼	필수	착용,	낚시	중	경계	

사항	등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해양수산부는	사고사례	및	예방	영상을	어선	관련	종사자	교육	등에	활용하고,	대국민	홍보영상은	

국가기관·산하단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영상은	12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낚시이용객들이	즐겨보는	TV채널인	‘FTV’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조업이나	낚시	등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안전을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에	제작한	해양사고	예방	홍보	동영상을	어선원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예방동영상 제작·대국민 홍보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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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해양사고 예방홍보 동영상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

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12월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2-2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

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	「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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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률 중 주요법률(9개) 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 주요내용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초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회계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명 주요내용

해양교통안전
공단법안 (제정)

○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 공단의 임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공단의 사업범위 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출항 전 비상시 필요한 사항, 수산자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는 의무 부과

○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영해로 한정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운영 근거 마련

○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해제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서 도서지역과 육지 간 거리 기준을 삭제

해사안전법(개정)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업,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

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항만공사법(개정)

○ 항만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고, 

공사 재원으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의 경우 항만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포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재위탁을 금지

○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를 허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기업

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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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평택	·	당진항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	22개사	56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해상공사구역,	안전

항로표시,	해양관측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항로표지*이다.	

*	육상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해상교통시설로서 항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기 위한 등대, 등부표 

등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로표지의	기능유지상태,	관리상태,	설치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시설(충전실,	선박	등)도	점검했다.	특히,	태풍,	선박충돌	

등	재난사고	발생시	대한	긴급복구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	하였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에게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관리요령,	항로표지	사고	시	대처	

방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	행정적	업무지원과	기술지원도	시행하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도	국유표지와	같이	철저히	관리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풍, 선박 충돌 등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대응태세 집중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사설항로표지 점검 전경 사진

등부표 점검 사진

등부표 점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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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을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개최하였다.

		이번	해양안전	사진공모전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진을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해양안전을	주제로	찍은	사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모작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가작(5),	입선(10)	등	

총	2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총	49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입상작품은	향후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캠페인	및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진	공모전이	

일반인들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사진이라는	대중적	컨텐츠를	통한	부산항	이미지	

고취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상안전ㆍ레저/물놀이 안전ㆍ항만안전 부문 공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5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개최

 제5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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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19일(금)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해양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아침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섬으로	떠나는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기초

안전수칙을	담은	리플릿,	장바구니	등	홍보물	배부,	2017년	해양안전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가상현실(VR)	기반	해양안전체험설비를	이용한	해양안전	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여객선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선박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VR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2종)이	운영되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안전교육을	누구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캠페인에는	해양안전실천본부	인천지역	참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

해양소년단,	수협	등이	참여하였으며,	캠페인의	취지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	

현수막	게시,	어깨띠를	이용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으로 떠나는 관광객 안전사고 조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광양항	여수지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관련	주요	선사,	하역사	및	해운대리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항	내	위험물	반입	건수는	한해	평균	21,800건으로	그	중	약	60%인	13,200건이	

여수지역에	반입되고	있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험물	반입신고	절차	

및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위험물	반입에	따른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전한	광양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	

방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험물 반입 선사, 하역사 및 해운대리점 관계자 간담회 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항 위험물 반입 안전의식 강화



해사안전소식

 7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77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8일(목)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전남동부지역	해양안전실천

본부와	함께	선박	음주운항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을	행락철은	레저선박(여객선,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등)의	운항이	빈번하고	연중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아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와	

높은	안전의식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선박에서	음주운항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를	말하며,	위반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박에서	음주운항은	대형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선박을	운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음주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박 음주운항 방지 캠페인’실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25일(목)	포항청	대회의실에서	포항항	내	해양·수산	업무	종사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해양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해양	안전분야	전문	교수를	초청하여	항만	내	소형선박	및	어선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상현실(VR)	기반	해양안전	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선박	위기상황을	

탈출하고	구명	뗏목을	작동해보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해양안전	교육을	통해	포항항	내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포항항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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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9일부터	동절기를	대비하여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기간	:	2018.11.9.	~	2018.11.30.)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항만시설물	20개소와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등	건설현장	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각종	사고방지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건설현장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는	등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대비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상이변(고파랑	등)이	빈발

하고	있는	시기에	어항시설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죽변항	등	어항건설	현장	4개소와	어항시설물	86개소	등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4주간	실시하였으며,	위험요인	등	문제점	발견시	우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즉시	응급

조치하고,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하여금	보수·보강이	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임을	말했다.

경북지역 14개 국가어항 및 건설현장 실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대비 국가어항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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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업계의	안전경영문화정착을	위하여	관내	‘내항선	및	안전관리	

대행업’	경영진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8일(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18년도	부산항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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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임을	착안하여	부산지역	해운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회,	321명의	해양안전리더를	양성하였다.	

		금번	교육은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영세한	내항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선상문화와	

조직관리,	선박안전관리	우수사례	소개	등	전문강사의	특강과	청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교육수료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해양안전리더증서’가	수여되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통하여	선박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조직관리	기법을	전파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내항선사	경영층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항선사 CEO 대상 「2018년도 부산항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안전한 부산항, 해양안전리더가 지킨다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7일(토)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레저선박,	고무보트	등	소형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및	평택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전곡항	마리나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해양레저활동	이용자가	증가	하고	있으나,	항해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엔진고장,	어망걸림,	연료부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해양안전의식	제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최근 3년간(2015∼2018) 관내 해역에서 653척의 선박사고 발생

		이번	캠페인에서는	육상의	도로교통	표지	역할을	수행하는	항로표지	소개	및	이용방법,	구명

조끼	착용	방법,	소형선박	항행	참고용	앱	‘해로드(海Road*)’	사용방법,	선박	항행안전	기본	

수칙	등을	홍보하였다.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소형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해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능 앱(위치정보, 조난구조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사고정보 등 제공)

		평택지방해수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항로표지를	포함한	안전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용자에게	“바다에	

나갈	때는	해로드	(海Road)앱을	스마트폰에	꼭	설치하고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평택지방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	확립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로드(海Road)	앱	이용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042-820-5900,	

http://www.nmpnt.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레저선박 등 해양사고 예방 해양안전담당 3개 기관 뭉쳤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곡항에서 소형선박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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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추진계획’을	시행

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	화재·폭발 사고 비율 : 겨울(26.8%) > 봄(24.7%) > 여름(24.3%) > 가을(24.1%)선박침몰 사고 비율 : 겨울

(28.3%) > 봄(24.4%) > 가을(24.4%) > 여름(22.8%)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날씨로	인한	난방기	사용	증가,	정전기	등에	의한	화재	·	폭발사고	및	

기온저하,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해	선박	종사자와	이용자의	선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관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선종별	맞춤형	해사안전	지도	

·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통선·급수선을	대상으로	선박별	취약요소	관리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시범	운용하여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무역항	중점관리지침에	의거한	위험물	하역시설(소화설비,	오염방제자제,	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강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항만시설물,	항만공사현장	

및	항로표지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선박 화재·폭발 등 철저한 점검·관리로 예방 한다

울산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추진계획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	동안	선박과	항만	및	어항시설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겨울철	

해상교통	환경특성을	반영한「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겨울철은	난방기	사용과	위험물	운반선	하역	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선박	화재,	강풍과	

폭설로	인한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	등	해양	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2월말까지	시행될	안전대책에서	선박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기	고정	상태,	위험물	운반선의	하역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른	항만	및	어항시설의	지반침하와	주요	부재의	균열여부,	안전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고	선박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는	항로표지	시설의	기능	최적화를	위해	음파	및	

광파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겨울철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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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산·장항항	선박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겨울철은	파고가	높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잦아	선박	침몰사고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선내	

난방기	등	화기사용이	증가하여	화재·폭발사고를	주의하여야	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용선	교수를	

초빙하여,	겨울철	사고발생	취약요인	분석,	어선·연안선	사고사례	분석,	구명설비	설명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였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선박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상	시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선원 등 안전관리자 대상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 교육 실시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을	포함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이용	지원을	위해「설	연휴	항만

운영대책」을	수립	·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성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선박종사자	및	선사관계자들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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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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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12.11.]
법률 제1591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해양

박람회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박람회재단이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 법률 제1591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II. 개정문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

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재단	이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를	"「항만법」	제61조"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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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

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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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

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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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시행 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I.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 칙 >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

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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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

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생략

제11조	생략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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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

I. 개정이유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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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 부 칙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8.11.20.]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 11.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에서	제외되는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행사기간을	

임시로	여객정원의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의	승선인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	

서류는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고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	산입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조	및	제18조)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은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	

선박의	수리	작업	등을	위한	경우에	임시승선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은	최대승선인원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나.	최대승선인원	관련	제도	개선(안	제8조	및	별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의	기간	중에	임시로	선박의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다.	전자우편	등으로	선박검사	신청	시	첨부	서류의	사후	제출(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

선박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정기검사	등의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등의	첨부	서류를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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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정사업장의	지정	고시(안	제48조	및	제49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

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마.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실시	시기(안	제54조)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안	제74조)

선박소유자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를	추가함.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을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운항관리자"를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

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황천(荒天)"을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

(風浪)	또는"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

II. 개정문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를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을	"세관공무원,	검역

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

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개조"를	"개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로,	"지방수산해양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

구조등변경허가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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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형식승인신청서"를	"형식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조	각	호"를	"같은	호	각	목"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

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확인하고"를	"확인한	후"로,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제49조제2항	중	"그	사실을	알려야"를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

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예비

검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

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

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

시설등확인서"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제1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승인신청을"을	"변경승인	신청을"로,	"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를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로,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

납부	통지서"로,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

로	한다.

제74조	중	"해도(승인된	전자해도를	포함한다),	조석표,	등대표	및	항로고시의	항해도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해도(승인된	전자

해도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14호가목에	따른	항로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조석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등대표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로,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팽창식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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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한다.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별표	4	제4구의	범위란	중	"서만도와	대초지도(대초치도)를"을	"서만도	북서단과	대초지도	

남서단을"로	하고,	같은	표	제5구의	범위란	중	"외도를"을	"외도	서단을"로,	"죽도를"

을	"죽도	서단을"로	하며,	같은	표	제7구,	제8구의	범위란	중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신도"를	"재원도	북단,	재원도	서단,	자은도	서단,	비금도	고서리	서단,	비금도	내월리	서단,	

신도	남단"으로,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을	"옥도	북단,	주도	북단,	관사도	서단,	소

마도	서단을"로,	"어룡도"를	"어룡도	서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9구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에서 전방위 330도로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해안선에 이르는 선, 외

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

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영시 하도 남단, 추도 서단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화도 북단, 외부지도 남단을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

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노장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도58.9분 동경 128도49.9분, 부산

광역시 영도구 생도 남단, 북위 35도11.2분 동경 129도14.5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동에 

이르는 선 안

별표	5	제3호의	범위란	중	"동해시	한진단"을	"강릉시	사천진리	사천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수송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

(제곱미터)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별표	6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형선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른	

임시승선자를	승선시키는	선박(이하	이	호에서	"소형선박등"이라	한다)"을	"소형선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형선박등"을	"소형선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소형선박등"을	각각	"소형선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1)	중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을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별표	10	제1호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한다)에도	불구하고	타(舵)	베어링(bearing)부	중	핀틀(pintle)	베어링	및	넥	베어링의	

마모도가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핀틀	베어링의	마모도

가)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이내

나)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이내

다)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D"는	타두재(舵頭材)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2)	넥	베어링의	마모도: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별표	15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선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선박용물건을	증설ㆍ탑재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0	제2호사목2)	중	"제54조제4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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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한다.

별표	24	제목	중	"제54조제3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5	제목	중	"제54조제6항"을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6	제목	중	"제54조제7항"을	"제54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가목1)	중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을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 벌칙 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검사대상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 그 밖의 사항

⊙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수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7항"으로,	

"Article	54.6"를	"Article	54.7"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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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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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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