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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SC社, 북해 폭풍으로 인한 270개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발생
20 러시아 에너지 선박회사, 선대 추진 연료의 전환

60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교통시설 사업에 5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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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산지방해양수산청,태풍피해복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강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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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르웨이 Norled AS社, 세계최초 수소연료 페리선 건조 결정

73 여수지방해양수산청,2019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4 2018년 전 세계 해적 및 해상강도 범죄발생률 최저치 기록

75 부산지방해양수산청,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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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 제 · 개정

27 Wartsila社 Aquarius UV BWMS, 2018년 4분기에만 중국 조선소와 13건 계약 체결
28 영국은 향후 30년간 세계 해사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한 야망을 꿈꾸며 ,
새로운 ‘해사전략(Maritime 2050)’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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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이버보안 대응 협력체의 강화

9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2020 황 규제에 따른 푸자이라(Fujairah) 항의 준비

10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개방형(Open loop) 스크러버 규정의 명확화 필요

10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네덜란드 주요 해운社, Green Maritime Methanol Project 추진
34 2020 황 규제에 따른 스크러버 현황
34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경계수역 변경으로 인한 선박 Det ection
35 2020 황 규제에 따른 선박 운임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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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 (논의결과) 국제표준안이 확정되어 승인 및 채택을 위해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제6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
(NCSR 6*) 결과

하였으며, e-Nav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에 따라 ‘해사서비스 검토’를 향후 2년간
(2019∼2020) 고정의제로 유지키로 함회(MSC)에 승인토록 요청함

3. 해사안전정보(MSI) 지침과 GMDSS 마스터플랜 최신화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6th Session

• (논의내용) Inmarsat의 위성 전환(3세대→4세대) 및 이리듐 위성 시스템의 GMDSS 서비스
공급자로의 인정(MSC 99차) 등에 따른 다중 위성서비스 제공자 환경에서 해사안전정보
배포를 위한 관련 문서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함

I. 개요

• (논의결과) Inmarsat의 3세대 위성에서 4세대 위성으로의 이동 및 이리듐 위성 시스템의
GMDSS 도입에 따른 관련 지침문서* 개정안 검토 및 수정을 완료함

• 회의명 : 제6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6)
• 일시/장소 : 2019. 1. 16 ~ 2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0여개 회원국, 30여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단체 등 600여명

* A.705(17) : 해사안전정보의 배포, A.706(17) : 세계항행경보서비스, A.1051(27) : IMO/WMO 세계
기상-대양 정보와 경보서비스

• (논의결과2) 이리듐 위성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Inmarsat 단독체제하의 국제 SafetyNET
조정위원회의 명칭을 “International Enhanced Group Call coordinating Panel”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논의결과3) 해사안전정보업무 문서 개정을 위한 절차에 “해사안전정보업무에 관한 개정은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MSC에서 정한 주기로 결정하고, MSC 승인 후 다음해 1월 1일 또는 MSC에서 정하는
별도의 일자에 시행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확정함

1.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에 관한 지침 완성
• (논의내용) 아국과 호주 주도로 개발된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지침* 내용 논의
* 선상 주요항해설비인 RADAR, ECDIS 및 INS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화면)에 적용될 표준화지침으로,
사용자들이 항해설비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해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논의결과)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지침의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항해장비의
형식승인 등 실제적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 및 결의서의 개정을 완료하여 해사안전위원회
(MSC)에 승인토록 요청함

4.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등 규정 개정
• (논의내용) SOLAS 3장 및 4장 개정안 관련하여, EGC(Enhanced Group Call)의 정의에
SAR related information 추가 및 NAVTEX((Navigational Telex) 탑재요건을 변경키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로 논의함
• (논의결과) 프랑스에서 SOLAS 3장 및 4장과 관련된 무선설비 기준의 개정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SOLAS 개정(2024년 발효)과 별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GMDSS 현대화 작업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무선설비 기준의 개정작업을

2. 2010년 이후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에 따라 IMO에 제출된 주요 사고
• (논의내용) e-Nav 서비스의 국제표준안* 과 관련해, 아국은 국제표준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년 내 IMO의 동 표준안 채택 및 승인, 향후 NCSR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고정의제
유지여부 검토 등을 요청함
* IMO 결의서 :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체계,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의무 등을 기술
IMO 회람문서 : 16개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기술 명세를 포함하고 있음

2022년 채택을 목표*로 진행키로 함
* 2021년 개정작업 완료, 2022년 개정안 채택, 2024년 발효

5. Polar Code 이행을 위해 극지에서 사용되는 항해통신장비의 일반지침 개정
• (논의내용)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코드(Polar
Code) 이행을 위해 극지에서 사용되는 항해통신장비의 일반지침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음향측심기의 전방주시능력 등 일부 작업범위 외의 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MSC 101차에 수정된 지침(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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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S II-1/B-1~4 및 관련 해설서 개정, 격벽 갑판 상 수밀 문 요구 관련 SOLAS II-1/7-

제6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6*)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6th Session

2.5.2의 개정, 충돌격벽 밸브 위치 및 조작에 대한 검토 후 SOLAS II-1/12.6.1의 개정,
SDC 6/4/4에서 제안된 적용방안 고려, MSC.1/Circ.1464/Rev.1의 개정
-- SOLAS II-1장 해설서 및 MSC.1/Circ.1464/Rev.1 개정(6/9/1)은 회의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논의 후 결과를 SDC 7차에 제출하도록 함

3.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최종안 마련
• (논의내용) SDC7차에 완료를 목표로 SDC5차 통신작업반의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초안과

I. 개요

각국의 코멘트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5가지 모드 중 2가지 모드(파라메트릭 롤과 서프라이딩/브로칭)만 우선 적용하고,

• 회의명 : 제6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6)

기술적 문제가 있는 나머지 3가지는 새로운 의제로 별도 논의하자는 일본 주장을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반대하여, 5가지 모드를 모두 포함한 임시지침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 일시/장소 : 2019. 2. 4 ~ 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결정하였으며, 다만 타협약과 상충 문제 등이 있는 dead ship 모드는 부속서로 별도

•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분류하기로 함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2개 회원국 및 정부간ㆍ 비정부간 기구 대표 456명

-- 총 3가지 임시지침서(직접 복원성 평가, 운항제한 및 운항지침 작성, 취약성 기준(1,2단계))를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임시지침서의 통합본 개발을 완료
하여 SDC 7차에 제출하도록 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OLAS II-1/3-8 및 관련지침 개정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안전한 계류
작업의 새로운 지침
• (논의내용) SOLAS II-1/3-8개정초안 및 관련 지침 초안 완료를 위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 (논의결과) “인간 중심 설계 접근”은 정의가 불분명하여 일관된 이행 및 검증이 어렵고

4.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 선박을 위한 안전 대책
• (논의내용)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24m 이상의 어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람요트에 대한 안전대책 초안 검토
• (논의결과) 극지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구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SOLAS
비적용 선박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권고적 성격의
안전대책을 개발하도록 결정함

“하중모니터링 장비”는 라인의 마모상태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사용자의 부주의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함
-- SOLAS II-1/3-8 개정안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MSC 101차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2. 수밀성에 관련된 SOLAS II-1/Parts B 및 B-1 내용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SOLAS II-1/Parts B-2~4의 검토
• (논의내용) SOLAS II-1장의 기존 규칙들 간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SOLAS II-1/B-2~4 규칙 검토 및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
•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안 개발을 완료하고, MSC 101차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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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butryne 통제를 포함한 AFS 협약 부속서1 절차서 개정

제6차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6*) 결과

• (논의내용) Cybutryne 사용 금지를 목적으로 AFS 협약* 부속서 1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
검토반을 구성하였고, AFS 협약 개정안을 논의함
* AFS (Anti-Fouling System) 협약: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2001
• (논의결과) 부속서 1의 유해방오도료목록에 Cybutryne을 추가 및 협약 증서 개정안을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6th Session

마련하였고, 제74차 MEPC가 승인 및 채택하도록 요청함
* Cybutryne 2021년 10월 3일부터 선박에 사용할 수 없으며, cybutryne이 포함된 도료가 도포된 경우 2026년
10월 3일 이후부터 침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I. 개요
• 회의명 : 제6차 오염예방 · 대응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6)
• 일시/장소 : 2019. 2. 18 ~ 2.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9개 회원국 및 48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720여명

4. 국제 해운에 적합한 블랙카본 통제 조치
• (논의내용)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기술워크샵을 통해 블랙카본 통제조치(저감기술)를
설정(41개)하고 분석함
*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참여국가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 (논의결과) 국내 3개 기술*이 블랙카본 저감기술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향후 제74차
MEPC에서 승인될 예정임
* 블랙카본 저감기술 : 입자상물질 저감장치, 전기집진기, 촉매기반 필터기술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 · 안전성 평가
• (논의내용) 일부 화물*의 운송규정 개정사항, 발효시기 · 이행방법 등사전 전파하여 산업계의

5.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정의 일관된 이행 관련 협약 개정안 마련
• (논의내용) 회기간 작업반에서 개발한 협약 개정 초안* 및 추가 제안문서**를 함께 검토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안 및 회람문서 개발에 대해 논의함

MARPOL 부속서 6 협약 개정안 개발

* 파라핀계 화물(4종)의 운송명칭 및 선박 설비요건, 예비 세정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수용시설에서

* 2018년 7월 연료유 황함유량 0.50%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회기간 작업반이 개최되었으며 논의를

처리 등(‘21.1.1 발효 예정)

• (논의결과) 아국은 ESPH 작업반에 참여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였으며, IBC Code 개정안
및 회람문서 초안이 채택되어 제74차 MEPC의 승인을 요청함

통해 협약 개정 초안이 마련됨

** 황함유량 검증방법에 관한 부록 6의 개정 제안, 1규칙 추가 개정 제안
• (논의결과) MARPOL 부속서 6 협약 개정안*을 완성하였으며 제74차 MEPC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

2. 선박평형수 샘플링과 분석에 관한 지침서 개정

* 1규칙(적용), 2규칙(황함유량, 저인화점연료, 사용중 연료유 정의 등), 14규칙(사용중 연료유 샘플링, 샘플링
장치 설치요건 등), 부록 1(IAPP 증서 개정안) 및 부록 6(연료유 황함유량 검증방법)

• (논의내용) BWMS의 시운전 시험에 사용될 지표분석모니터링 장치의 검증방법 개발*을 제안
* BWMS의 본선 설치 시 D-2 만족 여부 확인 위한 지표분석모니터링 장치들이 개발됨에 따라 이의 인증을
위한 표준개발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제안

• (논의결과) 평형수 지표모니터링 검증방법 개발은 제74차 MEPC에 ‘경험축적기동안
식별된 문제에 관한 긴급한 방안‘에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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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50%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 마련
• (논의내용) 회기간 작업반에서 개발한 초안 및 개정 제안문서*를 함께 검토하여 0.50% 황함
유량 규정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 FONAR 보고서 양식 개정 제안, 고유황 연료유 잔량 처리 관련 제안, 발효시기 차이 관련 제안, 공급측면에서의

제6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6*) 결과

품질 관리 관련 제안 등

• (논의결과)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74차 MEPC에
추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6th Session

* 사용중 연료유 샘플을‘MARPOL’샘플로 할지 여부, 선상 연료유 혼합과 취급에 관한 문구 추가 여부, 고유황
연료유 잔량 처리에 관한 4가지 옵션 등

I. 개요
• 회의명 : 제6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6)
• 일시/장소 : 2019. 3. 4 ~ 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Susumu Ota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0 개 회원국 및 27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410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
• (논의내용) SSE 5차 회의 결과에 따라 SOLAS III장을 위한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목표기반기준(GBS)에 따라 구명설비의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을 개발하여
SOLAS Ⅲ장 대체 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MSC.1/Circ.1212)에 반영하고, MSC
101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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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정의 통풍요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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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내용)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과 관련한 LSA 코드 개정안 및 구명설비

• (논의내용)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와 관련한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선박 하역설비와 윈치의

시험에 대한 개정 권고안 (결의안 MSC.81(70))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요건은 SSE 5차에서 합의된 LSA 코드 개정안*을 유지하고,  

검사 및 정비에 대한 요건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은 모든 하역설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존정의 환기장치 시험에 대한 결의안(MSC.81(70)) 개정은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안전사용하중이 1,000kg 미만 설비는 검사 및 증서 요건을 제외한 협약의 일부 요건만

추가 논의하기로 함

적용하기로 결정함

* CO2 농축 임계값 5000 ppm, 환기량 5㎥/h/person
--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에 대한 LSA 코드 및 결의안 MSC.81(70)의 개정은
통신작업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정안을 개발하여 차기 회의(SSE 7)에
제출하기로 함

3.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
• (논의내용)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생존정에 생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잠정 지침 제정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잠정 지침안에 합의하고, 승인을
위해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함
-- 최대 구조예상시간의 결정 및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POLAR LSA) 시험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4.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MSC.1/
Circ.1315) 개정
• (논의내용)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MSC.1/Circ.1315)
개정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소화성능 검증 관련 불명확한 표현 “Salts of Potassium”을 삭제하고 강화된 시험
기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최종안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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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tek社,일본의 Saibu Gas社와 MoU 체결
중국 해상운송서비스의 변화
MSC社, 북해 폭풍으로 인한 270개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발생
러시아 에너지 선박회사, 선대 추진 연료의 전환
미국 해안경비대(USCG), 선원 약물테스트 보고기준 상향조정
MAERSK社, 홍콩항 정박 중 대형 기름유출 사고 발생
중국 ECA, 개방형(Open loop) 세정장치(EGCS) 운용 금지
오슬로 항, 새로운 해안전원공급장치(OPS) 설치
Damen 육상 이동형 BWTS, LAS Palmas항에서 D-2 준수 여부 시험 예정
캐나다 밴쿠버 항, 육상전력공급장치 정상 운용 중
노르웨이 Norled AS社, 세계최초 수소연료 페리선 건조 결정
2018년 전 세계 해적 및 해상강도 범죄발생률 최저치 기록
ABS-Fleet Management Limited社, 사이버보안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BIMCO, 최우수 건화물 터미널로 슈체친 항(Szczecin Port) 선정
로테르담 항,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NGO 단체, 유럽 ECA 지역 스크러버 금지 촉구
Monjasa社, 파나마 운하 연료 공급 가속화
Wartsila社 Aquarius UV BWMS, 2018년 4분기에만 중국 조선소와 13건 계약 체결
영국은 향후 30년간 세계 해사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한 야망을 꿈꾸며,
새로운 ‘해사전략(Maritime 2050)’을 발표함
포르투갈(Portugal) 정부 “Smart Shipping & Maritime Plan” 공표
Hapag-Lloyd社 컨테이너선, 첫 LNG 추진 시스템 개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해상 범죄에 주목
2020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컨테이너 선대의 난제
사이버보안 대응 협력체의 강화
2020 황 규제에 따른 푸자이라(Fujairah) 항의 준비
개방형(Open loop) 스크러버 규정의 명확화 필요
네덜란드 주요 해운社, Green Maritime Methanol Project 추진
2020 황 규제에 따른 스크러버 현황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경계수역 변경으로 인한 선박 Detection
2020 황 규제에 따른 선박 운임료 상승

국제해사소식

Novatek社,일본의 Saibu Gas社와 MoU 체결 (1.1)

MSC社, 북해 폭풍으로 인한
270개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발생 (1.2)

• 러시아 민간가스기업인 노바텍(Novatek)社는 일본의 도시가스 회사인 사이부가스 (Saibu

• 2019년 1월 1일 북해 지역을 항해 중인 파나마 기국의 MSC社 19,000TEU 컨테이너 선박에서

Gas)社와 아·태지역의 원활한 LNG 공급을 위해 MoU를 체결함

폭풍으로 인해 컨테이너 270개가 바다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함

-- 여객선은 톤당 1.3992 달러를 지불하였으나, 2012~2013년 보험갱신에서 톤당 3.1493
달러로 125.1% 인상됨
• 노바텍(Novatek)社는 일본의 히비키(Hibiki) LNG 터미널을 활용함으로 인해 LNG 연료 시장
의 판로개척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힘

출처 : Lloyd’s List

• 유실 컨테이너는 항행 장애물로서 운항 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선사 측은 음파탐지 장치를 동원하여 유실 컨테이너 추적에 나섰다고 밝힘

중국 해상운송서비스의 변화 (1.2)

• 또한 MSC社는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복구를 위해 모든 비용을 지급할 것을 밝힘
• 현재 네덜란드 당국은 컨테이너에 선적된 화물이 자국의 해안으로 밀려와 청소 작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완전한 복구는 1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11월경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50점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해상운송운임 급등으로
인한 수주물량 저하 및 운송서비스 철수(2018년 2/4분기 3건) 등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당국은 관세율 상향 조정(안)을 연기하기로 함
*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 5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5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나타냄

--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내 탈세 관련 문제뿐 아니라, 본래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약간의 경제 환경 변화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점 등이 주요 원인임

출처 : World Maritim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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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선박회사, 선대 추진 연료의 전환 (1.2)

미국 해안경비대(USCG),
선원 약물테스트 보고기준 상향조정 (1.3)

• 러시아 에너지 선박회사 Sovcomflot社는 LNG를 주 추진 에너지원으로 한 Ice-class등급

•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연방규정(46 CFR 16.500)에 따라 매년 3월 15일 선원들의 약물검사

원유 운반선 6척을 2017년 현대중공업과 건조 계약한 데 이어 핸디막스(Handymax) 사이즈

결과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7년 양성판정 결과가 1%를 초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결과제출

51,000DWT인 원유운반선을 러시아 가스생산 업체 Novatek社와 장기 용선계약을 통하여

빈도 기준을 상향 조정(25→50%)하기로 결정함

자국 조선소 Zvezda에 발주함
-- Sovcomflot社는 선박 연료로 LNG를 우선 채택함으로써 CO2 배출량 27%, NOx 배출량
85%, PM 및 SOx 배출량 100% 감축이 가능함을 밝힘
• 한편, Sovcomflot社는 2018년 2분기 아프라막스(Aframax) 사이즈급 탱커선 3척을 건조 완료
하였으며, 같은 해 9월 Ice-class등급의 아프라막스(Aframax) 사이즈급 114,000DWT 탱커선
2척을 Rosneft社와 20년 용선계약으로 Zvezda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디자인의 아프라막스(Aframax) 사이즈 탱커선 5척을 2021년 인도되는 것으로 추가 발주함
• Sovcomflot社는 자사의 LNG 연료사용 건조 선박들이 IMO 규정에 부합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트해를 포함한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세계 시장의 탱커선 과잉공급으로 인한 선박 인도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 건조
예정인 탱커선 주문서의 25% 이상이 2019년도로 미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 에너지 선대의
탱커선 건조량은 선박 연료전환을 통해 증가 추세에 있음

MAERSK社,
홍콩항 정박 중 대형 기름유출 사고 발생 (1.7)
• 2019년 1월 6일 MAERSK社 소속의 4,340TEU 컨테이너 선박이 홍콩항에서 급유작업
(Bunkering)을 하던 중, 상당량의 선박용 연료유(HFO)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 발생
-- 현재까지 유출된 연료유의 정확한 양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원인은 급유작업 중 조작
실수인 것으로 추정
• 홍콩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방제선을 투입하여 유출된 기름 제거작업 중으로, MAERSK社는
이번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계 당국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설
것임을 밝힘

출처 : World Maritim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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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CA, 개방형(Open loop)
세정장치(EGCS) 운용 금지 (1.8)

Damen 육상 이동형 BWTS,
LAS Palmas항에서 D-2 준수 여부 시험 예정 (1.9)

• 중국은 오염 세정수 배출을 우려하여 지난 ‘19.1.1부터 중국 ECA* 지역 내 개방형(Open

• Damen 육상 이동형 BWTS*는 네덜란드 호린험(Gorinchem)에서 스페인 라스팔마스(Las

loop) EGCS 운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현재 총 9개국**), 구체적인 배출금지 요건은 향후
공지할 예정
* 지난 2018.10부터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장강삼각주(Yangtze River Delta), 보하이만(Bohai
Bay rim)를 ECA로 지정한 데 이어, 2019.1.1부터 자국 전 연안으로 확대

** 전체 항만적용 :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일부 항만적용 : 독일(내륙 운하), 아일랜드(더블린), 미국(캘리포니아, 하와이), UAE(아부다비), 중국(ECA)

Palmas)항으로 이동하여 IMO D-2 규정 준수 여부를 시험할 예정
*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 IMO 인증을 획득한 세계 유일한 육상 이동형 BWTS로 화학물질의
사용없이 수중 환경에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여 IMO D-2 규정을 만족한 설비로 알려져 있음

-- 본 시험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30개 국가에서 지원하는 INTERREG Atlantic Area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동형 BWTS를 통한 항만수용처리시설로의 활용
독려를 목적으로 함

-- 이에, 중국무역을 주로 하는 선사들은 폐쇄형(Closed loop) 또는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 EGCS 설치를 계획 중으로, 선박 크기에 따라 50~150억에 달하는 개방형(Open
loop)EGCS를 계약하거나 설치한 선박들은 재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한편, 선급에 등록된 EGCS 72%가 개방형(Open loop),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 및 폐쇄형
(Closed loop)이 각각 22%, 2%로, 그간 설치가 복잡하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큰 폐쇄형
(Closed loop)보다 경제성이 높은 개방형(Open loop)이 선호됨

캐나다 밴쿠버 항,
육상전력공급장치 정상 운용 중 (1.10)
오슬로 항, 새로운 해안전원공급장치(OPS) 설치 (1.9)

• 캐나다 밴쿠버 항만공사(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는 선박용 육상전력공급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상 운용 중임을 밝힘

• 노르웨이 페리 운영 업체 Stena Line社는 오슬로 항에 육상 전원공급장치의 새로운 설치는
대기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2020년까지 터미널의 25%를 육전에
연결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월, 밴쿠버 항에 입항한 선박이 성공적으로 첫 번째 전력공급을 받음
• 밴쿠버 항만 공사의 부사장인 Tom Corsie는 육상전력공급장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GHG)를 감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밝힘
-- 육상전력 사용 시, 대형컨테이너 선박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대략 95t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31t의 연료유를 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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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Norled AS社,
세계최초 수소연료 페리선 건조 결정 (1.14)

ABS-Fleet Management Limited社,
사이버보안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1.16)

• ’19.01.08., 노르웨이 선주사 Norled AS社와 노르웨이 도로교통국(The Norwegian Public

• 미국선급협회(ABS) Advanced Solutions와 Fleet Management Limited社는 전략적

Roads Administration)은 2021년 운항을 목표로 세계최초 수소연료 페리선 건조계약을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액체화물선 220척에 선박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술 서비스(ABS FCI Cy-

체결함

ber Risk solution)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

-- 동 선박은 299명의 승선과 80대의 자동차 선적이 가능하며, 노르웨이의 HjelmelandSkipavik-Nesvik 항로를 운항할 예정
• Norled AS社 CEO, Ingvald Løyning는 연간 600,000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 한편, IMO는 2021년 1월 부터 선박안전관리규칙에 사이버 위험을 포함할 것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국제민간해운기구(BIMCO, IACS 등)에서도 선박 사이버보안 적용 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비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한 바 있음

절감할 수 있는 본 페리선의 건조가 노르웨이 해운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협력할 것을 밝힘

2018년 전 세계 해적 및
해상강도 범죄발생률 최저치 기록 (1.15)

BIMCO, 최우수 건화물 터미널로
슈체친 항(Szczecin Port) 선정 (1.21)

• ReCAAP 정보공유센터(ISC) 20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는 BIMCO’s Dry Bulk Terminals Vetting Report 2018을

건수는 4건, 해상강도 범죄 발생 건수는 72건으로, 총 76건(실제발생사건 62건, 미수사건
14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치에 해당함
-- 한편, 지난 12년간(2007-2018) 아시아 연안에서만 총 1,560건의 해상강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시아 관련국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함

통해 폴란드 북서부에 있는 슈체친 (Szczecin Port) 항*을 최우수 터미널로 선정함
* 슈체친(Szczecin)에서 2018.6, IMO 주최로 ‘World Maritime Day Parallel Event’를 개최한 바 있음
-- 그 외, BIMCO는 전 세계 381개 건화물 화물선 터미널을 대상으로 항만의 운영실적 및
선박·항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기준으로 퀘벡(Quebec)항, 뉴캐슬(Newcastle)항,
그래드스톤(Gladstone)항 및 시에나가(Cienaga)항 등을 상위 5개 우수 터미널로 선정함
• 동 보고서를 통해 BIMCO는 선박과 터미널 간 의사소통 문제가 여전히 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함. 또한, 일부 터미널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양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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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항,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1.21)

Monjasa社, 파나마 운하 연료 공급 가속화 (1.22)

•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Rotterdam Port Authority)은 해운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 덴마크 벙커링회사 Monjasa社는 파나마 운하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해, 2020년 IMO 규제를

(CO2) 감축을 위해 500만 유로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Climate-Friendly Shipping

만족하는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화된 벙커링 선박을 투입할 예정

인센티브 제도 시행예정

-- 파나마의 벙커 바지선 선대는 평균 30년 이상의 3,100DWT 선박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나,

-- 로테르담 항만청 CEO, Allard Castelein은 이 제도가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위한 해운
부문에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Monjasa社는 2010년 건조한 Accra(8,800 DWT)*를 배치함
* Accra는 HFO, MDO, LSHFO 포함, 2020년 황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0.5% 저유황유 공급이 가능하며,
파나마 해사청(Panama Maritime Authorities)의 모든 안전·운영 승인요구를 완료함. 2019년 1월 파나마
운하에 위치한 발보아 앵커리지(Balboa Anchorage)에서 첫 번째 연료 공급을 완료한 바 있음

-- Monjasa社는 파나마 운하 근방인 발보아(Balboa)와 크리스토 발(Cristobal)에서 추가
2척의 바지선을 관리하며 매달 4만 톤의 벙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 파나마 운하에
45만 톤의 MDO를 공급하여, 두 번째로 큰 벙커링 공급업체로써 자리매김함

NGO 단체, 유럽 ECA 지역 스크러버 금지 촉구 (1.21)

Wartsila社 Aquarius UV BWMS, 2018년 4분기에만
중국 조선소와 13건 계약 체결 (1.24)

• Naturschutzbund Deutschland (NABU), France Nature Environnement (FNE) 및

• 핀란드 제조업체 Monjasa社의 Aquarius UV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는 2018년

BirdLife Malta 등 많은 NGO 단체들은 유럽 ECA 지역에서의 스크러버 사용금지를 촉구함

4분기에만 중국 조선소와 13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현재 전 세계 BWMS 시장에서 가장

-- 스크러버 사용 시 잔류물과 오염된 세정수를 생산하는 등 다른 부차적인 환경문제점들이

높은 수요를 기록함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크러버의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상기 NGO 단체들은 2020년까지 Non-EU 국가와 협력하여 지중해를 통합 배출통제지
역(SECA*·NECA**)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향후 추진할 예정임
* Sulfur Emission Control Area (SECA)

* 동 설비는 IMO 형식승인(2012) 및 USCG 형식승인(2018.8)을 완료하였으며, 여과와 중간 압력 UV 소독
기술을 포함하는 2단계 접근을 활용함

-- 향후 RoRo ferry(1), RoPax(2), 탱커선(6) 및 컨테이너선(4) 등에 BWMS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임

** NOx Emission Control Area (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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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향후 30년간 세계 해사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한
야망을 꿈꾸며, 새로운 ‘해사전략(Maritime 2050)’을
발표함 (1.24)

포르투갈(Portugal) 정부
“Smart Shipping & Maritime Plan” 공표 (2.5)

• 새로운 해사전략인 ‘Maritime 2050“은 UK 해사산업을 지속 번성하게 하고, 경제적 잠재력이

• 포르투갈 정부는 다가오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해운(Shipping)과 항만(Ports) 분야에

있는 해양혁신부문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 인력, 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친환경 기술의 적극 도입을 위해 “Smart Shipping & Maritime Plan” 정책을 발표함

포함함

-- 구체적으로 “Bluetech Accelerator - Ports & Shipping 4.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 동 전략은 해사 산업계의 배출가스를 정화하고, 선원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2030년까지 한 영국 항만에 혁신적인 허브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함
• 영국 교통부장관 Chris Graylin은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에

국제사회에서 해사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
• 포르투갈 해양부 장관인 Ana Paula Vitorino는 새로운 회사의 출현과 진흥 그리고 해사
분야의 혁신적인 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해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힘

140억 파운드를 기여하는 해사부문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언급함
-- 이 전략은 향후 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도적인 해양국가가 될 것이라는 세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임
-- 우리는 첨단기술과 선원 훈련을 선도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전 세계 기업에 판매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법령 제정으로 영국수역에서 자동화 선박의 테스트 증진을 위한 국내체계가 도입될 것임
-- 해사안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은 이러한 자동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이것은 영국을 이러한 첨단 기술을 테스트할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고, 경제에 추가

Hapag-Lloyd社 컨테이너선,
첫 LNG 추진 시스템 개조 (2.5)

성장 동력을 제공하면서 국제 비즈니스와 투자를 유치할 것임
• 2월 첫째 주, 독일의 대형 해운회사인 Hapag-Lloyd社는 자사의 15.000TEU 컨테이너 선박의
연료추진 시스템을 기존의 중유(Heavy Fuel Oil) 사용의 디젤엔진에서 LNG 연소가 가능한
Dual Fuel 엔진으로 개조할 계획을 밝힘
-- 주 추진기관의 개조는 중국 상하이(Shanghai)에 있는 Hudong HONDHOA Shipbuilding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Hapag-Lloyd社의 첫 LNG 추진기관 개조 사업임
-- 선박용 연료유에 대한 2020 IMO 황 함유량(0.50%) 규제에 대비하여 이 컨테이너 선박은
개조를 통해 향후 LNG와 저유황유를 겸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 개조(Retrofit) 예정인 컨테이너선(선명: Sajir)은 동시 건조된 17척의 시리즈 선박 중 하나로서
다른 16척의 선박도 LNG 추진기관으로의 개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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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해상 범죄에 주목 (2.6)

사이버보안 대응 협력체의 강화 (2.19)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총장인

• 주요 해운 기반시설의 보호 및 사물인터넷(IoT)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이

Yury Fedotov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여러 해상 범죄로 인한 선원의 안전 위험을 강조함
-- Yury Fedotov는 최근 해적 사고와 같은 해상에서의 다양한 범죄로 인해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밝히고, 이로 인한 선박 및 적재된 화물의 손상으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림
-- 구체적인 해상 범죄로서 해적에 의한 선박과 선원의 납치, 선박을 통한 마약 밀매, 대양에서의
불법 어업 활동, 이주민을 통한 밀수입 등이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해상에서의 범죄사고의 증가 현황에 대해 밝히며, 많은 회원국 및 비정부

주요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한 협력체 ‘Charter of Trust*’형성
* ‘Charter of Trust’ 협력체는 2018 뮌헨 보안 회의에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17개의 기업으로 구성(CISCO,
IBM, SIEMENS, DELL, TOTAL, TUV 등) 및 10개 원칙을 준수하며 사이버보안 문제 접근

-- SIEMENS社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규정과 기준 확립 및 디지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디지털공급망의 강화를 위해 원칙 준수 요청
-- 2018년 사이버보안 위협에 의한 피해액은 5천억 유로(EUR)로 추산됨을 밝혔으며, 미쓰비시
중공업(MHI)社가 ‘Charter of Trust’ 협력체에 아시아 기업 최초로 가입

기구는 이에 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2020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컨테이너
선대의 난제 (2.19)

2020 황 규제에 따른
푸자이라(Fujairah) 항의 준비 (2.25)

• 국제해사기구의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2019년의 지배적인 주요 관심사는 컨테이너 선대의

•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동쪽 해안에 있는 푸자이라

이윤과 맞물린 고비용*의 분담이라고 발틱해국제해운협회**가 밝힘
* 2020년 황 규제에 따른 고비용의 분담으로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기존 사용했던 중유(HFO)보다 가격이
비싼 연료 구매 또는 기존 연료를 선박 추진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 투자 비용

** 발틱해국제해운협회(BIMCO)는 120개국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글로벌 운항 선박톤수의 65%를
관리 및 국제협약의 적용과 개발의 지원 그리고 공정한 해운 산업관행 증진을 도모

-- 발틱해국제해운협회에 따르면 전체공급망에서 증가한 추가비용이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지

(Fujairah) 항은 IMO에서 2020년 1월 1일 시행
하는 황 규제에 적합한 황 함유량 0.5% 연료유를
2019년 2월부터 제공 가능함을 밝힘
• 또한, 푸자이라 항은 해양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금속을 포함한 개방형(Open loop) 세정
수 배출을 2019년 1월 금지하기로 함

않는 한 업계의 이윤은 관련 기관들 모두 줄어들 것으로 밝힘
-- 추가비용에 따른 컨테이너 선대의 경제적 이윤전망은 2019년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유럽에서의 성장은 향후 2% 이하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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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Open loop)
스크러버 규정의 명확화 필요 (2.25)

네덜란드 주요 해운社,
Green Maritime Methanol Project 추진 (2.28)

•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2020 저유황유 규정 관련 개방형

• 2019년 2월 20일, 네덜란드의 주요 해운회사와 조선소 그리고 암스테르담(Amsterdam)과

(Open loop) 스크러버(Scrubber) 세정수의 규정 명확화 필요

로테르담(Rotterdam) 항만은 메탄올(Methanol) 연료 추진 선박 과제의 추진 및 활성화를

-- EU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세정수 관련 규정개발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하나의

위한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함

제안으로 실제 측정방법을 다루기보다 특정 지역 세정수 배출금지를 언급함*
-- 확실한 근거가 없이 개방형 스크러버*의 제약을 언급하는 것은 관련 해사 산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세정수의 영향성 평가 연구가 필요함을 밝힘**

-- 네덜란드 주요 선주사인 Boskalis, 네덜란드 해군 (The Royal Netherlands Navy), Van
Oord社, Damen Shipyards, Pon Power Engine manufacture 그리고 Wagenborg
shipping社 등이 컨소시엄(Consortium)에 참여함

* 스크러버는 개방형(Open loop), 폐쇄형(Closed loop), 하이브리드(Hybrid type)가 있으며 선주들은 실용성

• 메탄올의 공급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암스테르담(Amsterdam)과 로테르담(Rotterdam)

및 경제성 관점에서 개방형(Open loop)을 가장 선호하며, 현재 선급에 등록된 스크러버의 72%가 개방형

항만뿐만 아니라, 주요 메탄올 공급 업체인 BioMCN과 Helm Proman 그리고 관련한 주요

(Open loop)이며 하이브리드(Hybrid type)과 폐쇄형(Closed loop)이 각각 22%, 2%로 구성

연구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 일본은 본 영해에서 개방형 스크러버로부터 나오는 세정수가 해양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한 타 회원국들의 추가 연구결과가 필요함

• 네덜란드 정부는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한 Green Maritime Methanol Project를 통해
향후 신조선의 건조와 현존선의 추진시스템 변경 시, 주 추진 연료로서 메탄올 채택을 활성화
할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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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 규제에 따른 스크러버 현황 (3.4)
• 중국과 아일랜드 일부 항만에서 해양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금속을 포함한 개방형
(Open loop) 세정수 배출을 2019년 1월 금지하고 있으며, 벙커링의 허브 항만도시인
싱가포르와 푸자이라는 2020년 1월 금지계획이라고 밝힘
• 유럽 비정부기구의 개방형 세정수 배출금지 요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방형 세정수
배출을 고려한 통일된 스크러버 규정개발 필요성을 국제해사기구에 요청
• 그러나 일본의 개방형 스크러버로부터 나오는 세정수가 해양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社의 3년간 281개의 세정수 분석결과 국제해사기구의
세부요구사항 및 규정제한 허용치에 만족하는 결과임을 밝힘
• 2018년 대형선박 선대의 스크러버 주문 및 설치가 주를 이루었으며, 2019년도에는 소형선박
선대의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경계수역 변경으로 인한 선박
Detection (3.4)

2020 황 규제에 따른 선박 운임료 상승 (3.6)

• North P&I Club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부적합한 계류 (Illegal Anchor-

• 선박 총 운항비용 중 연료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MO 2020 황 규제 시행에

ing)에 따른 선박의 Detection이 잇따르고 있음

따라 증가된 저유황유 구매비용을 선주사와 하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3번에 걸쳐 두 나라 간의 경계수역을 지정하였으며, 일부 선박이

-- 현재 하나의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미국 동부 연안까지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600달러

이를 간과하고 부적합한 해역에서 계류하여 화물작업 및 선원 교대를 수행하다가 적발됨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해군력을 활용하여 규정된 경계수역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를 했으며, 특히, 부적합한 해역에서 STS (Ship-to-Ship) 형태의 화물작업이 선박의 안전

(USD)이며, IMO 2020 황 규제에 따라 600달러(USD)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유류 할증 계산을 위한 산업표준 및 저유황유의 비용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저유황유 관계자들이
경제적 영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운항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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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우리바다 생태계 2019년 정기검진 실시한다
봄철 해양사고, 사전점검과 안전의식으로 예방한다!
해양수산부,국적선사 등과 선박 안전에 대한 소통 강화한다
거제서 민 · 관 · 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국선 심판변론인 일반 현황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개요

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 · 경제적 약자에게는 무료 변론 지원

• (목적)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
심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 제고
• (2019년도 활동 예정자 선정) 2018년 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 등록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하여

(386명)을 대상 본인 희망의사 등에 따라 선정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

해기사
구분

합계

전직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항해사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기관사

조사관

심판관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변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19년도에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

활동
예정자
(비율)

15
92
(100%)

25

45
(48.9%)

7
(7.6%)
14(15.2%)

1(1.1%)

4(4.4%)

21(22.8%)

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 · 심판관 25명,

2019년도 분야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예정자 92명 현황
• (선정)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기타(교수 등) 7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법 제30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 (직권)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동일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있는 경우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 · 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양사고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 (청구)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운영) 해양사고관련자의 빈곤, 연령 ·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

범위에서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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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변론인 직무 및 자격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 심판변론인의 직무
심판전

심판시

결정·재결후

제1회 심판이전의 선박 · 기타장소

심판기일변경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입회

심판정에서의 속기사 사용

재결서 등본 청구

심판기일 지정통지 접수

심판관계인 신문

제2심 청구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복사

조사관의 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물의 조사 신청

최후진술

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증거조사 입회

대형사고 예방에 해사안전 지도 · 감독 역량 집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 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 복원성 확보 ▲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였다.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기피 신청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의 지도 ·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심판변론인의 자격

선종

경력구분

자격요건

해기사

ㅇ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교수

ㅇ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공무원

ㅇ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연안
여객선

노후여객선(20년 초과) 기관관리 실태, 여객선 승선절차·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내항
화물선

카페리선박, 예·부선 및 기타선박의 운항사고 방지,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방지

원양어선

법조계

ㅇ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ㅇ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
자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점관리 분야

선체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상태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심판변론인의 등록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자격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등록신청

검토

신청서
자격증

자격, 결격사유 및
신원확인

등록증 교부
등록부 등재
관계기관 등에 통지

등록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업신고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선박 2,358척 등 총 3,214회에 걸쳐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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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점 추진과제

해사안전 지도 · 감독 관련 사진

◆ 목표 : 총 3,243회 지도 · 감독 실시
◆ 주요 추진방향
• 취약선박 · 선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
• 대형사고 방지에 정책 역량 집중
• 해사안전감독관의 업무능력 제고

◆ 감독대상과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선박소유자 현장 참여제도 도입
• 감독관이 선박 ·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체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필요한 권고 ·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매칭 프로그램 도입
-- 선사경영자(또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와 미흡사항을 직접 인지 ·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선박 방선 시 참여
지도 · 감독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취약분야 집중 점검
선종

중점관리 분야

연안
여객선

노후여객선(20년 초과) 기관관리 실태, 여객선 승선절차·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내항
화물선

카페리선박, 예·부선 및 기타선박의 운항사고 방지,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방지

원양어선

선체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상태

◆ 해사안전감독관 업무능력 제고
• 해사안전감독이 전문적 ·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임용～근무기간(5년) 동안의
매년도 교육 커리큘럼 개발 추진
-- 감독관의 전문성 및 업무 공유를 위한 교차감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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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생태계의 경우 대마난류의 유입이 강했던 2018년에 제주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출현*이
2016년의 1/5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생태계의 경우 2018년에는 2016년에

우리바다 생태계 2019년 정기검진 실시한다

비해 동해 · 남해동부 · 제주해역 모두 해조류** 출현종수가 증가하였으나, 평균 생체량(무게)은
약 22% 감소하였다. 이는 암반생태계의 아열대화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작은 홍조류가
늘고, 차가운 바다를 선호하는 큰 갈조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주 식물플랑크톤 평균 출현개수(개체수/ml) : (2016년) 266,737 → (2018년) 54,968

해양수산부,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출현종(수) / 평균 생체량(g/㎡) : (2016년) 185 / 233.0 → (2018년) 223 / 190.2
  매년 조사하는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등*에는 61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고, 그 중 41종
(약67%)이 자리돔, 황놀래기와 같은 난류성 어종으로 남해 바다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도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2월부터 실시했다.
  

아열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안 습지보호지역은 연안류와 함께 이동한
모래로 인해 달랑게(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 면적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문섬, 거문도, 남형제섬, 왕돌초, 울릉도, 독도
** 서식지/개체수 : (2017) 1,200㎡, 7,220마리 → (2018) 3,200㎡, 18,600마리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바다를 2개 권역(서해 · 남해서부, 동해 · 남해동부 · 제주)으로

  바닷새는 전년도 대비 출현종과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사수도(제주시)에서

나누어 격년으로 번갈아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은 매년 조사를 실시해 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슴새의 대량 번식(총 15,846 번식쌍)이 확인되었다.
* (2017) 77종, 140,810개체 → (2018) 87종, 202,360개체

  올해에는 서해와 남해서부 해역을 조사하며, 해양생태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도 추진한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논문에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평가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현황을

기준이 서로 달라 조사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평가기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련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료는 관련 전문기관과 교차(較差)분석을 통해 재검증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검사를 거쳤다. 아울러,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등급을 나누는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 고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와 소식지
등으로 제작하여 ‘바다생태 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에는 2016년에 조사했던 동해, 남해동부 및 제주권 해역을 조사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남해권역 갯벌에서 다양한 퇴적상과 높은 유기물 함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동해권역 갯벌은 90% 이상이 모래퇴적물로 생물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갯벌의 환경이나 생태계는 2016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 갯벌생물 정점별 출현종수(2016/2018) : (남해) 21종/15종, (동해) 3종/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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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개요 및 2018년 조사결과

국가생태계 종합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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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생태계 종합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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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사 계획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대분야

• 연안 · 수중생태계 조사 :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격년 조사
조사해역

정점

횟수

분야

서해 및 남해서부

72점

2회

수·저질, 미생물, 동·식물플랑크톤,
난·자치어, 중·대형저서동물, 어류, 갑각류, 두족류

서해 및 남해서부

11개소

2회

소분야

조사항목

대상영역

미생물

해역

총균수

부유

식물플랑크톤

해역

엽록소 a(total/nano), 종조성, 현존량

생물

동물플랑크톤

해역

종조성, 현존량, 생체량

어란/자치어

해역

종조성, 현존량

중형저서동물

해역

종조성, 밀도, 생체량

갯벌

종조성, 밀도, 생체량, 건강도

암반

종조성, 밀도, 생체량

해역

종조성, 밀도, 생체량, 건강도

해조류

해역

종조성, 피도, 생체량

해초류

해역

종조성, 밀도, 생체량

염생식물

갯벌

종조성, 피도, 생체량

어류

해역

종조성, 현존량, 생체량, 위내용물

유영

갑각류

해역

종조성, 현존량, 생체량

동물

두족류

해역

종조성, 현존량, 생체량

기타 수산자원

해역

종조성, 현존량, 생체량

해조류, 해초류, 무척추동물

• 연안 · 수중생태계 조사 :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격년 조사
구분

횟수

정점

분야

한강·금강·영산강
·낙동강·섬진강

4회

38점

수·저질, 동·식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대형저서동물, 어류

6점

수질·저질, 동·식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대형저서동물, 어류

울진 후포 ~ 포항 구룡포

4회

대형저서동물
저서
생물

생물

◆ 연안습지 기초조사
• 갯벌조사 :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격년 조사
조사해역

정점

횟수

분야

서해 및 남해서부

222점

1회

퇴적환경,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주민인식조사

• 바닷새 조사 : 매년 전국 34개소에서 조사
◆ 해양보호구역 조사 · 관찰

바닷새

•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조사 : 매년 조사
구분

횟수

정점

분야

습지보호지역 13개소,
강화·가로림만 갯벌

2회

198점

퇴적환경(입도, 유기물 등),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문섬, 거문도, 남형제섬,
왕돌초, 울릉도, 독도

2회

6개소

해조류, 해초류, 무척추동물, 어류

•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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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T,S,pH,투명도,영양염,DO,SPM,POC/PON,
중금속(Ni,Cr6+,Cu,Zn,As,Cd,Hg,Pb)

갯벌

지형단면,입도,산휘발성황화물,총유기탄소,
강열감량, 중금속(Ni,Al,Cr,Fe,Cu,Zn,As,Cd,Hg,Pb)

해역

입도,총유기탄소,강열감량,총질소,
중금속(Ni,Al,Cr,Fe,Cu,Zn,As,Cd,Hg,Pb)

사회·경제·
문화적 현황

갯벌

자연, 지역현황, 인문·산업·관광환경 등

경제적 가치

갯벌

생태학적·경제적 가치 평가

주민인식변화

갯벌

주민인식 설문조사

퇴적환경

비생물
자연·
사회·
경제
현황

종조성, 법적보호종, 군집특성

해역

수질환경
해양

◆ 생물다양성 조사 : 조사수요 발생 시 수행
대하여 필요한 조사

갯벌/해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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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해운선사 및 종사자,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봄철 해양사고,
사전점검과 안전의식으로 예방한다!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희망 선사를 대상으로 ‘해사안전 컨설턴트*’를 통해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여객선 승객에게 구명
장비와 안전설비에 대해 설명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해사안전분야 전문가(8명)을 활용하여 해운선사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수도권 · 영남권 · 호남권 3개 권역별로 운영중

해양수산부, 선박 충돌 · 기관 손상 사고 대비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선박 충돌, 기관 손상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선박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높고 기관 손상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최근 5년간
2,453건 중 807건, 33%)하는 계절이다.
* 선박충돌로 인한 인명피해(2014∼2018) : 봄 31.9% > 겨울 30.3% > 여름 22.7% > 가을 15.1%
  봄철에는 일교차에 따른 안개 발생빈도가 높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한파와 기상 악화
등으로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소형선박의 기관설비 오작동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대비 선박 안전점검 ▲해빙기 항만·시설물·해역
안전관리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는 ‘봄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먼저, 소형선과 노후선박의 레이더, 조타기, 등화 등 항해장비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설비 결함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정비소홀로 인한 기관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선사를 대상으로 ‘내항선 예방정비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어선과 소형선의
기관 설비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지방해양수산청별 관내 내항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선사별로 주요 부품의 점검주기와 교체
시기 등을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

  선박통항 증가에 대비하여 항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빙기 공사 현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항만시설 · 위험물 하역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중점 추진한다. 해역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선박통항의 위해요인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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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적선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해양수산부,
국적선사 등과 선박 안전에 대한 소통 강화한다

대책 시행과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습관화 등 민 · 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라며,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와 관련 업·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 28.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목)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국적선사·안전
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자국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전 세계 항만 당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점검 결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는 등 운항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지역*에서 평가한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항정지 선박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선사의 대외 신뢰도 및 우수등급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아시아 · 태평양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유럽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 미국
연안경비대(USCG)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이 정부의 대책과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외국항에서 국적선이 출항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19년도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 아시아 · 태평양,
미국 ·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점검 동향 ▲ 실제 출항정지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정* 및 관련 기술정보를 소개하고, 질의
응답과 토론 등을 통해 선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황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0.1.1.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0.5%로 강화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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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민 · 관 · 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자료 사진

청해부대 제29진 대조영함 파병 앞두고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시행
  해양수산부는 청해부대 제29진 대조영함 파병을 앞두고 3월 15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 · 관 · 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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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선원
구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5만톤급

해상작전 헬기 출격

고속단정(RIB) 출격

국적상선 1척과, 3월 29일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인 4400톤급 대조영함, 고속단정 및 링스
헬기 등이 훈련에 투입되었다.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은 연간 400여 척의 우리 국적선박이 통항하고 있는 곳으로, 원유,
LNG 등 핵심물자가 수송되는 전략 수송로이다. 이 해역에서는 최근 5년간 총 30건(연평균 6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청해부대를 포함한 다국적 연합 해군의 활약으로 단 3건의
해적사고만 발생하였다.
  청해부대 제29진으로 파병을 앞둔 대조영함은 2009년 청해부대 제2진(2009. 7.~12.)으로
파병된 이래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제1진(문무
대왕함) 파병 이래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선박 호송, 해양안보작전 참여, 해적
퇴치 활동 등 우리 국적선박 보호와 안전항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더불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중요하다.”라며, “해적위험이 있는 해역을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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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해양수산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2. 28.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 개최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
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3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체결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연간 4,636대, 국내 10%)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왼쪽) 환경부 장관 조명래(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6

「해사안전소식」 봄호

57

해사안전소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교통시설 사업에 55억원 투입
마산지방해양수산청,올해 해양 불법행위 단속 한층 더 강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위험·안전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19 연안선박 안전세미나 개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장항항 외국적선박 중점점검으로 안전하게
부산지방해양수산청,태풍피해복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강화 사업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2019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따뜻한 봄철, 해양안전은 철저하게
울산지방해양수산청,봄철 선박사고, 사전 점검으로 예방한다!

해사안전소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통시설 사업에 55억원 투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올해 해양 불법행위 단속 한층 더 강화

상반기 33억원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에 최선

선박불법수리,
어로행위 단속 등“2019년 무역항 중점 관리 지침”발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의 안전한 해양교통환경 조성 및 이용자 중심의 항로표지 서비스

  마산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선박 수리 및 어로활동 등 각종 항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공을 위해 작년(42억) 대비 약 30%가 증가된 55억원을 투입하여 선박항행 위해요소(암초)를

단속이 올해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거하고 노후된 해양교통시설 보수ㆍ개량을 실시한다고 1월 11일 밝혔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잇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요사업으로 강화해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볼음도와 주문도 사이 여객선항로에 존재하는

통항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무역항 중점관리 지침을

수중암초와 저조 때만 노출되는 간출암을 제거하여 선박 안전운항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립 ·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해양교통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7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먼저 선박 수리 과정에서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수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수ㆍ보강 여부 및 범위를 결정 등 해양교통시설을

위험물 전용부두 및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한 집단 계류지에서의 선박수리는 일체 금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 조치 및 용접공의 적정자격 보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선박수리
허가 심사가 보다 강화된다.

  그리고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소청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소청도등대에 해양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또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 금지

편안한 쉼터를 마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협조를 사전에 어촌계나 수협 등에 교육 및 통보하는 예방적 홍보활동은 물론 해경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어로행위 단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추진

  더불어, 팔미도등대 해양문화공간에서 통기타, K-Pop 및 클래식 등퓨전 음악회와 초ㆍ중ㆍ고교생을

하기로 했다.

대상으로 등대체험교실 등 다양한 콘텐츠로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팔미도등대를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

  한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공유수면 무단사용행위 5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와 수상
구역에 설치된 불법어구 등 21개소를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표지시설 사업 예산 55억
중 약 60%인 3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 및 해상교통안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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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위험·안전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추진
취약분야 월별 집중점검 및
황산화물(Sox) 배출규제에 대비한 점검추진

2019년 월별 집중점검 분야

시기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고위험(High Risk Ship)* 선박 및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해 상세점검을 시행하는 등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2월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선종, 선령, 점검이력 등을 종합해 고위험선/표준위험선/저위험선으로 구분하며, 고위험선박은 위험물운반선

3월

(2점), 선령12년 이상(1점), 출항정지 이력(1점) 등 4점 이상의 선박

**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박의 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4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 1월 28일 ‘2019년 항만국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항만국통제 계획에 따라 시기별 취약요소를 고려한 필수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매월 자체적인

5월

집중점검 주제
항해안전
(SAFETY OF NAVIGATION)

비고

2017년 CIC* 주제

해양오염

2007 · 2010년

(POLLUTION PREVENTION)

CIC 주제

화재안전
(FIRE SAFETY)
구명설비
(LIFE SAVING APPLIANCES)
선체구조
(STRUCTURAL CONDITIONS)

2012년 CIC 주제

2009년 CIC 주제

2011년 CIC 주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력기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항만국통제 집중점검(2019.9 ~ 11. : 비상시스템 분야)도 병행하여 점검해 나갈

6월

예정이다.
* 매월 필수점검 분야 : 1월 항해안전 → 2월 해양오염 → 3월 화재안전 → 4월 구명설비 → 5월 선체구조 →

7월

6월 수밀·풍우밀 → 7월 기관설비 → 8월 안전관리체제 → 9~11월 비상시스템 → 12월 선박 증서 및 서류

  또한,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2020.1.1.~)에

8월

수밀·풍우밀
(WATER/WEATHERTIGHT CONDITIONS)
기관설비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Y)
안전관리체제
(ISM)

-

2013년 CIC 주제

2002년 CIC 주제

대비하여 대기오염방지증서,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샘플을 확인하는 등 사전 이행여부를 확인·
계도할 계획이다.

9월

* 연료유 황 함유량 3.5%→0.5% (2018.11.1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0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험선박 및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우선점검을 시행하는 등
기준미달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평택·당진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시스템 분야
(EMERGENCY SYSTEM)

2019년 CIC 주제
T-MOU, P-MOU 등
47개국 공동실시

11월

12월

선박 서류·증서
(SHIP’S CERTIFICATE & DOCUMENT)

-

* 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 해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 항만국통제 지역협렵체 회
원국이 주요검검항목을 선정 9월부터 3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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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택·당진항 항만국통제 실적

항만국통제 점검 사진

• 2018년 항만국통제 결과
구분

점검척수

결함지적율

출항정지율

HRS(고위험선박)(척)

115 (53.5%)

97 (84.3%)

7 (6.1%)

SRS(표준위험선박(척)

55 (25.6%)

34 (61.8%)

0 (0.0%)

LRS(저위험선박)(척)

45 (20.9%)

21 (46.7%)

0 (0.0%)

합계

215 (100%)

152 (70.7%)

7 (3.3%)

• 결함성질별 현황

64

결함종류

결함지적건수

결함비율(%)

소화설비

140

18.5

항해안전

89

11.8

구명설비

73

9.7

비상대응 체계

67

8.9

증서 및 문서

41

5.4

화물작업 등

38

5.0

안전관리체제

35

4.6

해양오염 관련

32

4.2

선박 구조설비

29

3.9

선박 수밀구조

29

3.9

기관설비

28

3.7

선박보안

28

3.7

선박 증서

26

3.5

업무 및 생활 여건

20

2.7

기타

78

10.4

합계

7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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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점검

구명설비 점검

구명정 진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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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9 연안선박 안전세미나 개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장항항 외국적선박 중점점검으로 안전하게

내항 선사 대표 및
안전관리대행업체 안전관리자 대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19년도 항만국통제(PSC)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연안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내항선사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점검을 위한 2019년도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와 안전관리자 7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31일 (목) 「2019 연안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박 안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항만국통제(PSC):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최근 통영 인근 해상 낚시선 충돌사고와 포항 앞바다 어선 화재사고 등 해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연안선박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사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15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다수의 결함이

사전 예방을 위해 연안선박의 경영자,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대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지적된 20척(13.3%)의 선박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척(4.0%)은

있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에 대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의 발표 등을 내용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했다.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안전세미나를 통해 실제 경험했던 사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해양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출항정지된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 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 선박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에도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기준미달선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 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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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태풍피해복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강화 사업 추진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 사업목적
•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으로 파손된 신선대 투기장의 조속한 복구 및 보강을 통해
재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
◆ 사업현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피해가 발생한 신선대

• 사업기간 : 2016년∼2021년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를 이번달 발주하여 시공업체 선정 후 5월경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총사업비 : 38,290백만원
• 사 업 량 : 태풍피해복구 1식

  신선대 준설토 투기장은 부산항 항만건설시에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 2008년에

* 신선대투기장 현황 : 면적 150,000㎡, 총수토량 1,680천㎥, 기투기량 1,221㎥

완공된 항만시설로써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해 상부시설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일정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17년 ~ 2018년 응급 복구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전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공사를 착수, 2021년까지
383억원을 투자하여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복구공사시에는 잦은 태풍내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설계파보다 약
2m(3.6m→5.5m) 정도 상향된 설계파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는 태풍내습에 따른 재해예방 및
해양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향후 발생할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투기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2008.12.31.

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준공

2016.10.05.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한 피해 발생

2016.11.11.

태풍 차바 복구계획 심의·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7.01.16.∼2017.12.27.

설계용역 및 응급조치 시행

2018.

유지보수 공사 시행

2019.상

복구공사 착공

◆ 위치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차바” 내습시 피해를 입은 다대포항 방파제(362억원 소요)는 2018년 9월부터,
감천항 방파제(944억원 소요)는 2018년 10월부터 복구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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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추진

여수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 용역개요

광양항 등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행

• 용역목적: 광양항 등의 항만, 교량 및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도모를 위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여수항, 거문도항 내 운영 중인 교량 및 항만시설물(방파제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내구연수 증진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를

• 용역위치 : 광양시 광양항, 여수신항, 거문도항 일원 등
• 용역개요 : 세부시설물 점검 및 조사，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보수ㆍ보강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 대상시설물
항별

시설종류

시설명

규모

준공년도

고길천교

210m

2010년

초남교

100m

2010년

황금교

145m

2010년

황방3교

160m

2010년

신산1교

55m

2010년

신산2교

113m

2010년

황금고가교

235m

2012년

황금2교

120m

2012년

갑문

배수갑문

52.8mx20.4m

2010년

펌프장

배수펌프장

2,680Hp

2010년

동방파제

418m
232m

정밀안전점검

서방파제

768m

2017년보강(418m)
2011년(232m)
1960년 이전
보강공사 중

구항 방파제

160m

2005년

내진성능평가

안벽

거문도항 안벽

330m

1997년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물양장

보안부두 물양장

160m

1980년

내진성능평가

970m

1989년
2017년 보강

정밀안전점검

함께 실시하여 지진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용역 대상시설은 항만시설 6개소, 교량시설 8개소, 수리시설 2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예산 6억원을 들여 8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다.
교량

  또한, 여수구항 방파제 등 항만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강공사에 착수

비고

정밀안전
점검성능평가

광양항

하였다.

정밀안전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부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밀안전점검

여수항

거문도항

방파제

방파제

동방파제

• 총용역비 : 6억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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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9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위치도

항만 · 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연안여객선 등 81개소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해양수산 6개 분야 81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9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 활동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및 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 등대해양
여수항

거문도항

문화공간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및 안전 분야 전공 대학생을 비롯하여 관광객, 지역주민 등이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 · 운영하고, 청사 및 여객선터미널 등에 안전신고함을
비치하여 안전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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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사진(2018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3월 4일 18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추돌
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3월
4일(월) 18시부터 6월 3일(월)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오동도등대 안전신고함

연안여객선터미널 안전신고함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에 공고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총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난 3월 5일(화)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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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따뜻한 봄철, 해양안전은 철저하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선박사고, 사전 점검으로 예방한다!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선박 충돌 · 기관사고 예방
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마련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상교통 환경과 해양사고 특성을 반영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개가 자주 끼고 어선의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선박 충돌,

수립하고 오는 5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관 손상 등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상교통안전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일교차로 인해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어선 출어증가 및 본격적인 행락철·성어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사계절 중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계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특히 봄철에 선박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기관 손상 사고도 자주 발생(최근 5년간 2,453건 중 807건, 33%)하고

  이에,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사고 취약선박에 대하여 항해장비, 항해당직, 비상대응
능력 등을 중점으로 우선 점검하고, 항만 시설물 점검, 정박지 관리, 항만순찰 및 선박 통항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충돌로 인한 인명피해(2014∼2018) : 봄 31.9% > 겨울 30.3% > 여름 22.7% > 가을 15.1%

위해요소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는 봄철에 일교차에 따른 안개 발생 빈도가 높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겨우 내 사용하지

   또한, 해양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선박 관련 육·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선교육, 집체교육

않던 소형선박의 기관설비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및 불시점검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을 운영하여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다안전을 홍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경서,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등 해양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소형선박에 대해 선박충돌 예방교육 및 기관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봄철 역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고강도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전북 해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봄철에 안개 발생과 선박교통량 증가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출항 전 자체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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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
제정·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법령 제 · 개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8]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17호, 2018. 12. 28,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중 소유자란 및 신청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구비서류란 다음에

I.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수출신고필증(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 및 선박의 말소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I.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317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
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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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선박법 [시행 2018. 12. 31]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일부개정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
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법률 제16151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
항만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그 선박의 등록을"을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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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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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4 신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18. 12. 31]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종료될 경우 즉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호).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1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II. 개정문
I.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
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있는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등으로 확대함(제3조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외국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가의 책무를 신설함(제4조의2 신설).
다.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으로 배출 가능한 시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평형수
교환방법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 배출에 추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
라.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에 검사결과를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14조제2항 삭제).
마.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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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52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제4조 본문 중 "발효된 국제협약"을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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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제19조제2항 중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한다.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제19조의2 중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제6조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법"을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를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평형수탱크"로 한다.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제22조제3호 중 "선박평형수처리업"을 "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으로, "취소된"을 "취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제35조제1항 후단 중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감사관"을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3 중 "제30조"를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의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제4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6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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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해사안전법 [시행 2018. 12. 31]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일부개정

I.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권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제7조의2).
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제11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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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정문
⊙ 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97조 중 "이 절"을 "이 장 제4절"로 한다.
제1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2호 중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4.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7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
2)제3항 전단 중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을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로 한다.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을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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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2.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8]

해양수산부령 제325호, 2019. 2. 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2019. 3. 8, 일부개정

I. 개정이유

I. 개정이유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승객 등 여행객의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

안전에 필수적인 항내 선박 통항의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박지의 지정 신청,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존속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하려는 것임.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II. 개정문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25호

⊙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5조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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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22]

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세분화함.
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의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시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제14745호, 2017. 3. 21, 일부개정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제4항ㆍ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I. 개정이유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일부개정]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도입함.

◇ 개정이유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1)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으로써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해당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ㆍ수입, 판매 등을 금지함.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제54조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I. 개정문
⊙ 법률 제1474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공"을 "가공(먹는해양심층수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 신설 등(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조제5호)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

94

「해사안전소식」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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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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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
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유치 및 지원"을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
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시기준"을 각각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6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36조의2(허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제2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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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
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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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32조제1항제8호 중 "표시기준"을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3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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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에"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
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제55조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의"를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제40조제1항 전단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업용"을 "해양심층수
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의3.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3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
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에"를 "제1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

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3항"을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한다)"으로 한다.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47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부칙>

제49조제1항 중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
처리수"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0조, 제27조제5항, 제31조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등의 승계 신고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
심층수수입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

제5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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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제목 "(허가조건)"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22]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장의2(제24조의2 및 제2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9631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I. 개정이유

제25조제2호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32조제1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제34조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로 한다.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제4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

대하여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먹는해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

<법제처 제공>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

II. 개정문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 대통령령 제2963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수(引水)된"을 "끌어온"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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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3. 22]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I. 개정이유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일부개정]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제24조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수입업을 신설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에 대한 허가 제도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미네랄탈염수ㆍ함수(鹹水)ㆍ미네랄추출물을 추가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기

제26조의 제목 "(휴업 등의 신고)"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로 한다.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별로 그 수질기준과 유통
기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유통기한)"을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II. 개정문

외의 부분 전단 중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를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 해양수산부령 제319호

신청서"로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3조의 제목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를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입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이하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먹는해양심층수"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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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 제4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입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4조의 제목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을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먹는해양심층수 또는"을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
리수 또는"으로,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으로 한다.

제34조의6(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탈염수, 농축수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미네랄탈염수: 12개월.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미네랄농축수: 3년
  3.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없음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

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심층수처리수를 말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나. 제조공정설명서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나. 수질검사 결과가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②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를 "해양심층수"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수질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를 "「수도법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시행령」 제24조의2"로 한다.

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
해야 한다.
제34조의4(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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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호가목 단서 중 "수입하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해양심층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인수된"을 "끌어온"으로, "유해영향물질과
방사능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일반물질,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및 방사능 허용기준 만족
여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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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 제 · 개정

  마. 청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물질,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및 방사능의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일반
물질
수소
이온농도

단위
기준

8.1이하

미생물

유해영행물질

별표 10의 제목 중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
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2) 중 "먹는해양심층수"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

방사능

심층수처리수"로 한다.

대장균군

카드뮴
(Cd)

납
(Pb)

구리
(Cu)

수은
(Hg)

세슘
(137Cs)

스트른듐 삼중수소
(90Sr)
(3H)

MPN/250ml

mg/L

mg/L

mg/L

mg/L

mBq/L

mBq/L

Bq/L

검출안됨

0.001
이하

0.005
이하

0.1
이하

0.001
이하

4.0
이하

3.0
이하

6.0
이하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2)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제4항 및

중 "해양환경학"을 "해양환경학, 환경공학"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6조"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제4항ㆍ제3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6조ㆍ제34조의4"로 한다.

  가. 일반분석 장비
    1)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미터를 말하며, 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2) 염분기록계 1대 이상[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3) 청정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별표 5 제3호다목(종전의 나목)2)를 삭제하고,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한다.

    4) 영양염(nutrient)자동분석기
    5) 이온분석기(ion chromatography) 1대 이상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취수해역 조사에 관한 장비(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수온염분기록계(CTD) 1대 이상

제31조제3항"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제36조의3제1항

    2) 반돈채수기(van Dorn 採水器) 또는 니스킨채수기(Niskin 採水器) 3개 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제34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마목(종전의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3) 중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4) 전단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해양심층수
처리수제조업자의"로 하며, 같은 목 4) 후단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로부터"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제2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표시기준"을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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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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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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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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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mokorea.org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110콜센터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정책연구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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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실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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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3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866-3110 / Fax_042)866-3130

문의사항
전화: 044-330-2313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정책연구실
339-0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Tel_044)330-2313 / Fax_044)330-2366
디자인.
호스트센터(주)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_02)6925-5044 / Fax_031)721-2115

이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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