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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 개정소요 식별(RSE) 작업절차 확정

제106차 법률위원회(LEG 106*) 결과

• (논의 내용) 협약 개정소요 식별(RSE) 작업체계(작업방법, 작업절차, 대상협약, 작업양식 등)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
• (논의 결과) MSC 100차에서 승인된 RSE 작업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LLMC(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및 BUNKER(선박연료유협약) 협약에 대한 협약

* Legal Committee, 106th Session

개정요소 식별(RSE) 초안문서 개발에 참여 예정

3. 선주책임제안 권리박탈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신규의제 승인

I. 개요

• (논의 내용) 선주책임제안 권리박탈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신규의제 추가 여부 논의
• (논의 결과) 선주책임제한 권리박탈에 대한 각국 법원·행정당국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 회의명 : 제106차 법률위원회 (The 106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LEG 106)
• 일시/장소 : 2019. 3. 27 ~ 29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LEG 신규의제*로 승인
* ‘21년 완료를 목표로 LEG 107(‘20.3월)부터 정식의제로 논의 예정

• 의 장 : Mr. Volker Schöfisch (독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6개 회원국, 23개 정부·비정부간 국제기구 등 약 460명

4. 법률위원회 회의기간 연장
• (논의 내용) LEG 107(‘20.3월)에서 작업반 3개*가 개설됨에 따라 회의기간 연장 논의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IMO 선박등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 자율운항선박(MASS) RSE 작업, 허위등록선박 근절방안 검토, 선주책임제한 권리박탈 통일지침 개발에
대한 작업반 개설예정

• (논의 결과) 현행 3일(6세션)에서 5일(8세션)로 연장하기로 함

• (논의 내용)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IMO 선박등록 데이터베이스 개발논의
• (논의 결과) GISIS에 선박등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동의하고, 사무국에서
LEG 107(‘20.3월)에 개발현황 보고 예정

• (논의 내용)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및 실무지침 회람서 개발 및
향후 작업 계획 논의
• (논의 결과) 총회결의서 및 실무지침 회람서를 승인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함
*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고 작업반 결과를 기반으로 LEG 107(‘20.3월)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총회결의서는 제31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해 제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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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L 협약 설명서(Explanatory Manual)*의 개정안 검토 및 최신화
* FAL 협약 조항 법률적 문구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 세부사항을 명시한 설명서

제43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3*) 결과

• (논의 내용) 사무국이 작성한 FAL 협약 설명서 초안을 바탕으로 미완료된 조항에 대한 개정
제안을 검토함
• (논의 결과) 밀항자 및 난민(표준 4.6.1 ~ 표준 4.6.3), 위생증서(권고된 관행 6.3) 관련 내용

* Facilitation Committee, 43rd Session

등 개정을 검토하여 FAL 협약 설명서 개정을 완료함

4. FAL 협약에 대한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

I. 개요

• (논의 내용)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FAL 협약의 규정식별작업(RSE) 신규의제 승인여부 및

• 회의명 : 제43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The 43rd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3)
• 일시/장소 : 2019. 4. 8 ~ 1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s. Marina Angsell (스웨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7개 회원국, 5개 UN기구, 23개 NGO 기구 등 약 450명

향후 작업일정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자율운항선박 RSE 신규 작업과제를 승인하고, MSC에서 승인한 규정작업체계를
활용하여 차기회의(FAL 44)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함

5. 해사부패가 국제무역, 항만관리, 선원에 미치는 영향
• (논의 내용) 해사부패 해결을 위해 ‘FAL 협약개정 및 IMO 지침 또는 모범사례 Code 개발’에
대한 신규의제 승인여부 및 IMO 차원의 역할 논의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검토 및 개정

• (논의 결과) 신규작업과제로 승인하여 차기회의부터 2021년까지 논의하여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GISIS 사용을 통한 해사부패 보고체계에 합의함

* 해상교통간소화 및 싱글윈도우 데이터전송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한 개요서

• (논의 내용) 향후 IMO Compendium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IMO로 이전하는 제안과
IMO 서버를 통해 IMO Compendium의 전자적 접근 제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이사회 승인 조건으로 향후 IMO Compendium의 유지관리 책임을 IMO로 이전
및 IMO 서버를 통한 데이터 정보제공에 합의함

2.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부속서의 검토 및 최신화
• (논의 내용) 육·해상 간의 데이터 전자전송 관련사항을 중점으로 싱글윈도우 도입의 강제화
등 FAL 협약 부속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싱글윈도우의 도입을 협약의 표준으로 강제화 등 개정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9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 (논의 내용) 0.50%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 이행을 위한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함
• (논의 결과) 적합유 이용불가 보고(FONAR) : 적합연료유 이용불가 시 기구 및 항만당국에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4*) 결과

보고 및 승인 후 고유황유 사용가능
- PSC 원격측정/휴대용측정이/샘플 분석 이용 가능, 불이행 발견 시 고유황 연료류 전량 양률
및 저유황유 수급, 해당항구에서 적합유 공급 불가시 차항까지 단항차 허용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4th Session

• (논의 내용) MARPOL 부속서 6 검증을 위한 PSC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함
• (논의 결과) 적합유 이용불가 보고(FONAR)를 받은 경우 항만당국은 환경, 안전, 물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부적합유의 사용 허용여부를 결정

I. 개요

- BDN과 공급 연료유 샘플 분석 결과가 상이할 시, 기국, 항만당국, 벙커링 항, 연료유 공급업자

• 회의명 : 제74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The 74th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4)
• 일시/장소 : 2019. 5. 13 ~ 17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Hideaki Saito (일본)
• 참가국/참가인원 : 109개 회원국, 3개 준회원국, 65개 NGO 및 IGO 대표 등 약1,168명 참석

등에게 통보

• (논의 내용) 부적합 연료류 사용 후 잔량 처리를 위한 비상대책방안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함
• (논의 결과) 부득이 부적합 연료유를 적재 후 남은 잔량은 기본적으로 육상 또는 타선박 양륙
필요, 항만당국 승인 방법 시행, 탱크 및 라인상 잔존물 저유황유로 희석 가능
(공해상 사용 불가)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평형수내 유해생물
• (논의 내용) BWM 협약 E-1 개정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BWMS 시운전 시험지침 의무시행 관련 문구 추가

3. 선박으로부터의 GHG 배출 감축
• (논의 내용) 국가별 영향성 평가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함
• (논의 결과) Step 1(Initial assessment) ~ Step 4(Comprehensive assessment).
감축조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여부 최종 결정

• (논의 내용) IBWM 증서 양식 개정에 대해 논의

• (논의 내용) 감축 조치 분류 및 방향 설정

• (논의 결과) 사용된 평형수관리방법의 상세 개정안 승인하고, 기존 양식에 기술된 방법

• (논의 결과) 우선순위 1 : 현존선 에너지 효율 규제, EEDI 강화, SEEMP 강화, 에너지 효율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Other acceptable methods” 문구 추가

2.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논의 내용) 선종별 EEDI Phase 3 이행시기 및 감축률에 대해 검토
• (논의 결과) 가스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 운반선, 크루즈 선 2022년 시행.

지표 개발, 최적속도 및 선박 감속 규제
* 우선순위 2 : 메탄슬립, VOC 검토

4. EGCS 세정수 해양 유해성 평가
• (논의 결과) GESAMP에서 Task Team을 구성하여 PPR 7(‘20년)에 보고키로 함

컨테이너선의 경우 톤수별로 나눠 감축률 최대 50%로 조정
• (논의 내용) 0.50% 연료유 황함유량 관련 협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MARPOL 샘플 PSC 검증, 사용중 연료유 생플링 허용, 생플링 포인트 설치 또는
지정 강제화, 연료류 황함유량 검증 방법 개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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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훈련과정(Model Course)의 개발 및 유효화

제
제6차
3차인적요소·훈련·당직
협약이행
전문위원회(HTW
전문위원회(III*
6*) 결과
1) 결과

• (논의 내용) STCW 협약, IGF Code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발효에 따라 관련 IMO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개정·개발 및 유효화 논의
• (논의 결과) IGF Code 적용 선박 승선자를 위한 기초훈련 및 상급훈련의 2가지 과정의 유효화를
승인하였으며, 미완료 과정*은 추가검토 예정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6

* ‘여객안전·화물안전 및 선체안전성 신규 표준훈련과정’, ‘상급소화훈련’ 과정은 개발자 및 검토그룹에서 추가
개정작업을 하여 차기(HTW 7) 회의에 재검토 예정

I. 개요

3. 선원의 전자증서 및 서류 사용을 위한 STCW 협약 및 코드개정

• 회의명 : 제6차 인적요소 · 훈련 ·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6)
• 일시/장소 : 2019. 4. 29 ~ 5. 3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논의 내용) 선원의 전자증명서 및 문서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STCW 협약 및 관련 규정 개정,
전자증명서의 표시와 형태 구성방향 논의
• (논의 결과) 선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 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통신작업반을

• 의 장 : Ms. Mayte Medina (미국)

구성하기로 합의함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7여개 회원국, 29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530여명 참석

- 통신작업반에서 선원의 전자 증명서 및 서류 적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예정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정
• (논의 내용) 자격요건, 제한수역의 정의, 협약 적용 단위기준 등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협약 개정사항을 논의함
- (자격요건) 어선 선장 숙지사항 등 어선선장과 어선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4. 인적요소의 역할
• (논의 내용) 해양사고 사례를 활용한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개발 지침 내용, 선원의
해상견시정보 처리능력 관련 지침개발 등 논의
• (논의 결과) 해양사고 사례 활용에 대한 지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협약이행전문위원회
(III)에 검토요청하기로 하고, 해상견시정보 처리능력 지침은 별도 개발 없이 향후 표준
훈련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구체화 함
- (제한수역 정의) 협약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수역 용어의 정의를 각 회원국의 주관청이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기존문구를 유지함
- (단위기준) 협약 단위기준으로서 기존 길이(미터) 뿐만 아니라 총톤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
* Capetown Agreement의 24m(총톤수 300톤) 및 45m(총톤수 950)를 STCW-F 협약에 적용하여 개정하
기로 합의하여 협약체결국은 길이 또는 총톤수 중 선택하여 적용가능

- (향후계획) 어선원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등의 검토를 위해 통신작업반(‘19.5) 및 회기간

5. 선원이 소지해야할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목록에 대한 지침 개정
• (논의 내용) STCW Code 제B-1/2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목록 개정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승무자격증 발급·등록·갱신 여부, 해기능력 기준의 유지여부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건강진단서 관련하여 5년마다 의료적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STCW 협약
제1/11을 인용하기로 결정함

작업반(‘20.2)을 구성하고 다음 회기(‘20.6)에 지속 논의*하기로 함
* HTW 8(‘21)에 협약 개정작업 완료 및 MSC 106(‘22.11)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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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제 3차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1*) 결과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1) 결과

• (논의 내용) GBS 감사관 관리 및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GBS 감사관 현황관리를 위한 IMO GISIS 모듈 개발경과를 공유하고, 회원국에
감사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GBS 개발 일반 지침서 개정*을 완료하여 승인
* 기능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s) 개발 절차(Appendix 3) 추가 및 GBS 일반지침서 본문과

* Maritime Safety Committee, 101st Session

Appendix 2의 일부 용어 및 내용 수정(MSC.1/ Circ.1394/Rev.2)

3. 극지해역 운항 Non-SOLAS 선박 안전기준

I. 개요

• (논의 내용) 非국제항해 선박에 극지코드(제9장, 제11장) 적용 강제화에 대해 논의

• 회의명 :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101st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1)
• 일시/장소 : 2019. 6. 5 ~ 14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Bradley George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12개 회원국, 60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1,061명 참석

• (논의 결과) NCSR 7(‘20.1월)에서 非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극지코드(제9장, 제11장) 적용
가능성 및 영향에 대해 우선 논의한 뒤, 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4. 연료유 사용관련 선박 안전강화 대책
• (논의 내용) 인화점이 부적합한 연료유 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지침 개발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인화점 부적합(60℃ 미만) 연료유가 선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부적합
연료유 공급사례, 공급자 보고(회원국→IMO)에 관한 임시지침 개발*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자율운항선박

* 지침은 부적합 연료유 수급사례 및 부적합 연료유 공급자를 IMO에 통보하고, 해당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

• (논의 내용)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 개정 소요(RSE) 작업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항을 검토하여
협약 개정사항을 논의함
• (논의 결과) RSE 작업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하고, 제1단계 작업결과는 동 양식에 따라 회기
간 회의(9.2~9.6)에 제출되어 논의 예정

• (논의 내용) 선박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통신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21년까지 인화점을 포함한 연료유 안전기준 마련
추진*(MSC 104차, ‘21년 완료)
* MSC 102차(‘20.5월) 인화점 안전기준 개발 → MSC 103차(’20.11월) 인화점 안전기준, 혼합성, 저온유동성

• (논의 내용)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지침 개발에 대해 논의

등 기타 안전조치 개발 → MSC 104차(’21.5월) 완료

• (논의 결과) 지난 회기(MSC 100)에 결정된 임시지침 개발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고, 목표기반
접근방식으로 지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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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Open-loop)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금지 현황
노르웨이 후티루튼(Hurtigruten)社의 친환경 연료 사용
친환경 바이오 연료(biofuel)의 활용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성장률의 감소
미국 오클랜드(Oakland)항의 친환경 크레인 도입
카메룬 두알라 지역, 해적으로 인한 선원 납치사고 발생
Seaspan社- COSCO Shiping Energy社, LNG Project를 위한 파트너쉽 체결
2019 싱가포르 해사주간(SMW) - 소통, 혁신 그리고 역량에 초점
싱가포르 Keppel O&M社, 자율운항 예인선 개발 프로젝트 착수
트럼프 행정부 선박 연료유 0.5% 황 함유량 규제에 관한 단계적 이행 주장
북한 선박 불법 해상 환적으로 인한 UN 제재
몬순(Monsoon) 시즌 도래에 따른 선박 재활용의 증가
2019 지브롤터 해사주간(2019 Maritime Week Gibraltar 2019) 개최
유럽조선소 연합 조선 부흥을 위한 “Code Kilo” 협력사업 추진
파나마운항 확장 3년 만에 6,000번째 Neopanamax 크기의 선박 통항
글로벌 디지털 컨선사 협회 결성
나파(NAPA), 챠트월드쉬핑(Chartworld Shipping)과 파트너쉽 구축
BP, 연료절감 LNG선 인도받아
유럽연합(EU), 남아시아 선박재활용시설에 EU 선박재활용규정(SRR) 준수 촉구
파나마 운하 수면저하로 아시아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불가피
파나마운하 세계 최대 LNG운반선 통과
노르웨이 Wilhelmsen Ship Management(WSM) 社,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강화Tokyo-MOU, 2018
년 항행정지 처분율 과거 최저기록
EU 경쟁당국, 중국의 해운보조금 지급에 우려 표명
노르웨이 피오르드 황산화물(SOx) 규제 위반한 여객선 벌금 부과
싱가포르, 스크러버 세정수 유해산업폐기물로 분류
NYK 2020년 황 함유량 규제 대응 첫 연료유 첨가제 개발
세계 선복량, 사상 처음으로 20억 DWT 돌파
ECD, 2050년까지 세계 해상화물 수송수요 현재대비 3배성장 예상
러시아 세계 최대 크기 핵 추진(Nuclear-Powered) 쇄빙선 진수
BIMCO & INTERTANKO 협력하여 스크러버 지침서 발간
미국 해안경비대(USCG) 새로운 선박 사이버 공격 경고
한국선급(KR) 원격 선박 검사 서비스 착수
WMU(세계해사대학), 여성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연구 및 장학금 지원
일본 마루베니社-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저유황 연료유 공급 협정 체결
핀란드 북유럽 최대 LNG 터미널 개통

국제해사소식

지중해를 배출규제구역(ECA)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3.18)

개방형(Open-loop)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금지 현황
(3.21)

• 스페인 정부는 2019년 3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행사에서 지중해를

• 중국, 아일랜드, 미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노르웨이는 자국 피오르드 구역에서의 해양생태계에

배출규제구역(ECA)*으로 만들기 위해 인근 나라들의 지지가 필요함을 언급
* 현재 국제해사기구(IMO)가 설정한 4개의 배출규제구역(ECA)은 북미, 카리브해, 북해와 발트해로서 황 배출량은
네 곳 모두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 엄격한 질소 배출량이 적용되고 있음

• 프랑스는 배출규제구역(ECA)에서 엄격한 황 및 질소 배출 규정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후 2018년 지중해 배출규제구역(ECA)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
• 스페인은 지중해 배출규제구역(ECA)이 모든 지중해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유럽연합(EU)의 일방적인 배출 통제를 부과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경고함

위해가 될 수 있는 중금속을 포함한 개방형(Open-loop)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을 ‘19.3월
금지하기로 결정함 (현재 총 10개국*)
* 전체 항만적용 :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일부 항만적용 : 중국, 독일(내륙 운하), 아일랜드
(더블린), 미국(캘리포니아, 하와이), UAE(아부다비), 노르웨이(Nærøyfjord, Aurlandsfjord, Geirangerfjord,
Sunnylvsfjord, Tafjord)

- 노르웨이 해사청은 올해 추가 적용 피오르드 구역 범위에 대해서 평가 중이며 이는 친환경에
위해를 막는 선박의 배출 관련 규제 실행에 있어서 주요한 시발점이라는 평가 및 위와 같은 정황들은
현재 진행되는 스크러버 기술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도를 내포함
- 배기가스 정화시스템(EGCS)협회는 개방형(Open-loop) 스크러버를 현재 사용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 및 크루즈 선사 카니발社는 개방형에서 나오는 세정수가 해양생물에
위해가 되지 않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발표한 상황
* 스크러버는 개방형(Open loop), 폐쇄형(Closed loop), 하이브리드(Hybrid type)가 있으며 선주들은 실용성
및 경제성 관점에서 개방형(Open loop)을 가장 선호하며, ‘18년 선급에 등록된 스크러버의 72%가 개방형
(Open loop)이며 하이브리드(Hybrid type)과 폐쇄형(Closed loop)이 각각 22%, 2%로 구성

출처 :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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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후티루튼(Hurtigruten)社의 친환경 연료 사용
(3.20)

친환경 바이오 연료(Biofuel)의 활용 (3.25)

• 크루즈 선박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후티루튼社는 시스템 솔루션 전문 회사인 호글룬社

• 프랑스 컨테이너운송 해운회사인 CMA CGM社는 산림 잔여물 및 주방용 오일에서 얻어낸

(Høglund)를 통해 LNG & LBG 연료공급장치시스템(FGSS*)을 자사 선박에 적용
* 연료공급장치시스템(FGSS : Fuel-Gas Supply Sys.)은 액화된 연료(ex.LNG, LBG)를 기화시켜 Duel-Fuel
Engine에 공급하는 장치로서 국제해사기구(IMO) 2020 황 규제에 적합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고려됨

- 후티루튼社는 자사 선박에 연료공급장치시스템 및 배터리를 이용하여 선박용 경유(MGO)를
대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대형 여객선에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로 급격히 진화하는 크루즈
분야에서 저 탄소 배출을 위한 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음

바이오 연료(Biofuel)*를 사용하여 선박 운항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2020 황 규제에 따른 탈 탄소를 위한 방향임을 밝힘
* 산림 잔여물과 주방용 오일에서 얻어낸 바이오연료(biofuel)의 사용을 통해 기존 설치된 연료유 시스템 사용
가능 및 중유(HFO)와 비교하여 80~90%가량 탄소 배출 감소와 황 배출량이 없음을 밝힘

- CMA CGM社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성공적인 운항 결과가 해상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확장 가능성과 기술력에 대한 중요한 예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덴마크 컨테이너운송 Maersk社는 바이오 연료를 적용하여 로테르담에서 싱가포르까지 왕복
25,000마일 항해에 자사 초대형컨테이너선(ULCV)에 시범 운항할 예정, 이는 해양환경을
생각하는 2050 탈 탄소 목표에 준하는 방향임을 밝힘

출처 : World Maritime News
출처 :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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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성장률의 감소 (3.26)

미국 오클랜드(Oakland)항의 친환경 크레인 도입 (3.27)
•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오클랜드항에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을 높이기

• 운송 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알파일리너(Alphaliner)社는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성장률이 유럽
및 아시아의 저성장으로 2018년 4.8%에서 2019년 3.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 물동량이 왕래하는 싱가포르항은 2019년 1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 대비
5.81M TEU에서 5.73M TEU로 축소되었고, 미국의 주요 항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그리고
오클랜드항에서의 물동량 감소는 평균 1월 13.7%, 2월 22.4%로 급감하는 추세

위한 정책으로 디젤 구동이 아닌 하이브리드 구동에 의한 항만 크레인 도입
- 친환경 크레인 도입의 시작은 2018년 7월 SSA 터미널社에 의해 시작되어 오클랜드항에서

13대의 컨테이너 화물 크레인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힘
- 2019년 3월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전환된 크레인이 운용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환경적인

효과는 디젤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대기 오염 관련 연간 45톤 감축 예상

- 네덜란드 은행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화로 인해 유럽의 생산 활동량 및 아시아 원자재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8년 4분기부터 성장률 감소 추세

카메룬 두알라 지역, 해적으로 인한 선원 납치사고 발생
(4.2)
• 라이베리아(Liberia) 기국의 1,100TEU 컨테이너 선박 CONTSHIP OAK호*가 2019년 3월
30일 카메룬 두알라(Douala) 계류 중, 해적으로 인한 4명의 선원 납치사고 발생
* 동 선박은 2007년 건조(IMO 9373917)되었으며, 그리스 선주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선박은 기니만
(Gulf of Guinea)에 억류되어 있으며 선원 소환에 관한 협상진행 중

출처 : Lloyd’s List

• 2010년 이래 컨테이너 선박은 해적의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기니만(Gulf of Guinea) 지역의
해적 사고 위험성은 점점 증가함. 또한, 국제해사국(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은
전 세계적으로 인질로서 78명의 선원이 아직 송환되지 못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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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pan社- COSCO Shiping Energy社,
LNG Project를 위한 파트너쉽 체결(4.3)

싱가포르 Keppel O&M社, 자율운항 예인선 개발
프로젝트 착수(4.9)

• 2019년 4월 2일 캐나다 선사인 시스팬(Seaspan) 社는 LNG 산업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 싱가포르 Keppel Offshore & Marine(Keppel O&M)社의 자회사 Keppel Singmarine가

COSCO Shiping Energy 社와 상호 간 파트너쉽을 체결했음을 밝힘

진행 중인 자율운항예인선 프로젝트는 ’20년 4분기에 완료 예정이며, 이는 싱가포르 최초의
자율운항선박(MASS)임

• 시스팬 社CEO인 Bing Chen은 이번 파트너쉽을 통해 COSCO Shiping Energy 社의 다년간
LNG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시스팬(Seaspan) 社가 주력으로 운용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관리 경험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이 200만 SDG(한화 약 16억)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선박 위치조종 시스템, 디지털 조선(Pilot) 시스템 및 선박용 충돌 방지 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임

2019 싱가포르 해사주간(SMW) - 소통, 혁신 그리고
역량에 초점 (4.3)

트럼프 행정부 선박 연료유 0.5% 황 함유량 규제에
관한 단계적 이행 주장 (4.8)

• 2019년 4월 6일 ∼ 4월 14일 기간 동안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 Maritime and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5% 제한규제* 시행에

Port Authority of Singapore) 주관으로 싱가포르 해사주간(The Singapore Maritime
Week) 행사가 개최됨
- MPA는 2019 싱가포르 해사주간 테마를 “Driving Connectivity, Innovation and Talent”로
정했으며 24개의 포럼 및 컨퍼런스, 8개의 네트워킹 리셉션, 4개의 공공 지원 활동으로 행사를
구성함

• 싱가포르항만공사(MPA)의 CEO인 Quah Ley Hoon은 9일간의 행사 동안 각 부문
지도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국제 해사 분야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관해 2020년 일괄적 시행보다 단계적인 규제 이행을 주장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황 함유량 3.5%에서 0.5%로의 급격한 변화가 연료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며
연료율 가격형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에 관해 우려함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0.5%로 제한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

•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동 규제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며 이미
산업계에 0.5% 황 함유량 규제를 충족하는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정유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밝힘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Week) 행사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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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불법 해상 환적으로 인한 UN 제재 (4.8)

몬순(Monsoon) 시즌 도래에 따른
선박 재활용의 증가 (4.18)

• 영국 해군함정 HMS Montrose를 통해 지난 3월 2일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 발생한 북한

• 동남아시아 반도권의 몬순(Monsoon)* 시즌이 다가오면서 선박 재활용 비율이 증가하고

기국 선박 새별(Saebyol)호의 불법 해상 환전을 적발하였다고 밝힘
-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북한선박 새별(Saebyol)호는 정체불명의 선박으로부터 Ship-to-Ship
방식을 통해 불법적인 연료유 이송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있다고 영국의 Clarkson Platou Hellas社는 밝힘
* 일반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풍향이 정반대가 되는 바람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불 때 이것을 몬순이라고 함.
또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의 몬순은 미작에 필요한 우계를 주로 가리킴

• 이번 불법 해상 환적 현장을 적발한 HMS Montrose함은 2018년부터 영국해군이 유엔 대북제재를

• 몬순(Monsoon) 시즌에 따른 날씨의 영향으로 선박 해체를 위해 해변가에 계류된 선박의

위해 파견한 네 번째 함정으로 그간 HMS Sutherland, HMS Albion 그리고 HMS Argyll함이

작업이 다소 지연되면서 선박 해체 운임의 변동이 있으며 현재 경하배수톤수(LDT, Light

파견되었음

Displacement Tonnage)당 고철 스크랩 비용은 아래와 같음

-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근거하여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HMS Sutherland함은 파나마 선박과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환적을
적발하여 선박 입항금지 조치를 한 이력이 있음

출처 : Sea News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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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브롤터 해사주간(2019 Maritime Week Gibraltar
2019) 개최 ( 4.18)

유럽조선소 연합 조선 부흥을 위한
“Code Kilo” 협력사업 추진(4.22.)

• 4월 16일, 지브롤터 항만청의 Gilbert Licudi 청장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 유럽의 조선사는 최신 기술에 따른 선박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선주의 다양한 요구를

2019 지브롤터 해사주간(2019 Maritime Week Gibraltar 2019)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힘
- 지브롤터(Gibraltar)는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향하여 뻗은 반도로

만족하고자 “Code Kilo”라는 이름의 협동 사업을 통해 유럽의 조선 기자재 및 조선업계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할 방침을 밝힘

영국의 속령으로서 인구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 해협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 현재의 조선 기술은 많은 양의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설계되며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음

연료유를 수급하는 지리적인 주요 요충지로 역할을 수행

- 동 사업은 조선소 간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및 기술을 공유하여 유럽 조선산업 부흥을

• 2019 지브롤터 해사주간은 벙커링을 포함한 선박 운항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유럽의 발전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박에 접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초연결사회의 기반 기술·서비스이자 차세대 인터넷으로 사물 간
인터넷 혹은 개체 간 인터넷(Internet of Objects)으로 정의되며 고유 식별이 가능한 사물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뜬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칭함

출처 : S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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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항 확장 3년 만에 6,000번째 Neopanamax
크기의 선박 통항 (4.23)

나파(NAPA), 챠트월드쉬핑(Chartworld Shipping)과
파트너쉽 구축(4.30)

• 2016년 확장된 파나마 운하의 운영이 시작된 이래,

• 세계 선박운항솔루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파(NAPA)가 챠트월드시핑 (Chartworld

2019년 4월 23일, 6,000번째 Neopanamax*

Shipping)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크기의 선박의 통항에 성공함

예정

- 확장된 파나마 운하를 6,000번째로 통항한 선박은
일본 기국의 163,230 CBM LNG 선박임

- 동 솔루션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과거 항해 기록을 진단하여 최적화된 선박 경로, 운항속도
등을 제시하는 기능이 추가되며, 선주에게 보다 편리한 모니터링시스템이 제공될 예정

- 확장된 파나마 운하의 5,000번째 통항은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음
* 1914년 완성된 기존의 파나마 운하의 통행은 최대폭
32.31m 최대 흘수 12.04m까지만 가능했으며, 2016년
확장된 운하는 선폭 51.25m까지 통행 가능하며 이러한
새로운 크기의 파나막스를 네오파나막스(Neopanamax)
라고 부름

글로벌 디지털 컨선사 협회 결성 (4.28)

BP, 연료절감 LNG선 인도받아 (4.28)

• 2019년 4월 10일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협회(DCSA)*는 컨테이너 공통 정보기술 규격을

• 영국 에너지메이저 BP社는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173,644 CBM급 LNG운반선 6척 시리즈

마련해 선사와 고객사 모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현재 4개의
회원사 외 다른 컨테이너선사들도 곧 합류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DCSA 신임대표 Thomas Bagge는 세계 컨테이너선사들이 지난 수 년간 사업

중 마지막 선박(British Sponsor)을 최근 인도받음
- 해당 LNG선은 연료 절감효과가 뛰어나 척당 연간 약 200만 불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역시 기존 LNG선들 기준(benchmarks)과 비교해 20% 낮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획일성(Uniformity)의 부족으로 진전이 미미한 상황이며,
확실한 표준화만 이루어진다면 각종 테스트나 선박 투입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되어
업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 이라고 언급함
* Maersk Line, MSC, Hapag-Lloyd 및 Ocean Network Express(ONE) 등 글로벌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결성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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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남아시아 선박재활용시설에
EU 선박재활용규정(SRR) 준수 촉구 (5.7)

파나마운하 세계 최대 LNG운반선 통과 (5.13)

• 유럽공동체선주협회(ECSA)는 홍콩협약(HKC)* 이행준수를 위해 남아시아국가들(방글라데시,

• 바하마 국적 세계 최대 LNG운반선(Al Safliya, Qatargas 社)*이 2019년 5월 12일 확장된

인도, 터키, 파키스탄 등)의 EU 선박재활용규정(SRR) 준수를 독려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승인을 장려해야한다고 언급함
- 현재 승인된 시설(European List of Ship Recycling Facilities)은 26개소로, 23개소는 EU
회원국에 소재하고, 2개소는 터키, 1개소는 미국에 소재하며 남아시아국가들의 시설 승인은
전무함
- 한편, 2018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된 EU 선박재활용규정(Ship Recycling Regulation)에 따라
EU 회원국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모든 대형선박의 해체·분해·재활용 작업은 EU 집행위원회

파나마운하(2016년 개통)를 성공적으로 통과
* 재화용적(Cargo capacity): 210,000 cbm, 총톤수(Gross tonnage): 137,535톤, 길이: 315m, 폭: 50m

• 파나마운하 행정관인 Jorge L. Quijano는 이번 세계 최대 LNG운반선 통과로 세계물류를
바꾸고, 고객들에게 규모의 경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확장된 파나마운하의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함
• 2018년 6월부터 최대 51.25m 선폭(이전 49m)을 가진 선박이 통과할 수 있었으며, 2017년

(Commission)에서 승인하는 시설에서만 가능함

181척, 2018년 340척의 LNG운반선이 통과했고, 2019년 현재까지 100척이상의 LNG

* 홍콩협약(HKC) : 선박재활용협약(Ship Recycling Convention)이라고도 불리는 동 협약은 선박 해체 시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보호,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채택한 협약으로서 유해물질 사용금지(또는 제한), 유해물질
목록작성, 선박해체시설 정부승인 등 무분별한 선박해체 규제를 목적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
선박재활용(해체)시설에 적용하고 있음

운반선이 통과함

파나마 운하 수면저하로 아시아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불가피(5.7)
• 파나마운하(ACP) 당국은 갈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운하 통과 선박의 흘수 하향조정으로
아시아발 컨테이너 화물 선적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뜬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칭함

노르웨이 Wilhelmsen Ship Management(WSM) 社,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강화(5.14)
• 노르웨이 해운사 Wilhelmsen Ship Management(WSM) 社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폐기물 목록에 플라스틱이 추가됨에 따라, WMS 社에 공급하는 예비 부품, 선용품
공급업체에서는 공급제품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한편, IMO에서는 선박기인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MEPC 73부터
진행되었으며, 약 30가지의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1989년 스위스(바젤)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 내 엄격한 규제를 피해 개도국(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유해 폐기물을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행위가 국제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코자 함. 아국도 1994년 3월에 가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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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는 중국의 투자가 많은 회원국의 성장을 유발하지만, 이는 높은 수준의 부채와

Tokyo-MOU, 2018년 항행정지 처분율 과거 최저기록
(5.14)

전략적 자산 및 자원에 대한 통제의 이동을 가져온다고 언급
- 집행위 대변인은 다수의 EU 회원국과 조선협회 등은 아시아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
- 또한, 보조금을 받는 선사는 자국 수출시장을 독점하고, 화물확보를 위해 운임을 낮추고, 시장점유비

• 아·태지역 PSC 협력조직인 Tokyo-MOU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를 통한 원가회수 및 시장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운임을 인상시키게 됨

점검 1건당 결함지적 건수와 항행정지 처분율이 전년도에 이어 과거 최저를 기록함
- 2018년 전체 점검건수는 31,58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점검 1건당
결함지적 건수는 2.32건(전년 2.43건), 항행정지 처분율은 2.96%(동 3%)
-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1척당 항행정지요인 결함 건수는 감소 경향을 보이나 대폭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의 열악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음

• 지적된 결함건수는 73,441건(전년 76,108건)으로 전년대비 3.5% 감소. 지적 결함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화재안전장치 관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항행안전장치 관련임
- 항행정지 처분율이 높은 기국블랙리스트는 12개국으로 최악의 국가는 피지,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순

노르웨이 피오르드 황산화물(SOx) 규제
위반한 여객선 벌금 부과 (5.17)
• 그리스 Global Cruise Lines社의 MS Magellan호(바하마 국적)가 세계유산인 2곳의
피오르드*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위반하여 약 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

EU 경쟁당국, 중국의 해운보조금 지급에 우려 표명
(5.14)

* 세계유산인 피오르드는 북해 배출통제구역(ECA, Emission Control Area)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강화된 0.1%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받음

• 노르웨이 해사당국 검사관(NMA, Norweigian Maritime Authority)이 승선하여 측정한
결과 피오르드 황산화물 규제치(0.1%)를 넘어선 0.17%의 선박유를 확인함

• EU 경쟁당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배경으로 COSCO 해운의 국가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명
- 중국의 COSCO 해운은‘08년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터미널 2곳에 대해 35년간 계약을

• 운항감독부(Department of Operative Supervision) 책임검사원 Alf Tore Sorheim은
즉각적으로 선박의 규정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장비를 지참하고 있으며, 최근 황산화물
감지를 위한 드론에 투자 중이라고 언급함

체결하였으며, 2016년에는 피레우스 항만청 지분 67%를 420백만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최대
운영사가 됨
* 일대일로(一帶一路) :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지칭.
35년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ㆍ무역
합작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2017년 기준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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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스크러버 세정수 유해산업폐기물로 분류
(5.20)

세계 선복량, 사상 처음으로 20억 DWT 돌파(5.22)

• 싱가포르 해사청(MPA)은 스크러버 배출 잔류물을 유해산업폐기물(TIW)로 분류하기로 결정함

•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상선선복량이 사상 처음으로 20억 DWT를 돌파함

- 동 항만 당국에 따르면 세정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선박은 싱가포르 공중 환경보건규제에 의해
유해산업폐기물 수집업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TIW는 허가된 폐기물 수집업자(TIWCs)에 의해
수집·관리되어야 함

• TIWCs는 세정수를 포장형태 또는 컨테이너 탱크에 의해 직접 트럭에 적재토록 하며
항만당국은 허가된 항만 선박의 정박을 지원함

- 금년초 19.8억 DWT를 기록했던 선복량은 5월 20억 DWT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13년전에
10억톤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5.4% 성장한 수치임
- 2006-2012년간 건조량 증가의 영향으로 선복량은 연평균 7.5%가 증가하였으며, 10억 DWT에서
20억 DWT로 증가하는 동안 26,000여척의 선박이 늘어남

• 늘어난 선복의 선종별 현황은 절반이 벌크선이며, 탱커가 27%, 컨테이너선이 15%. LNG선이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반면, 특수 탱커, 일반화물선, ro-ro선 및 냉동선 선복량은 감소세를 기록

• 현재 전세계 수주잔량은 2억 600만 DWT를 기록하고 있으며, 규제강화에 따른 해체량
증가 등으로 연평균 선복량 증가세는 3%로 둔화되어 30억 DWT 돌파는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함

NYK 2020년 황 함유량 규제 대응
첫 연료유 첨가제 개발 (5.20)

ECD, 2050년까지 세계 해상화물 수송수요 현재대비
3배성장 예상(5.23)

• 일본의 대표적인 해운선사인 NYK社와 선박 부문 화학 제품 전문회사인 Nippon Yuk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까지 세계 해상물동량이 연평균 3.6% 성장함으로써 현재

Kogyo社는 상호 협력하에 2020년 IMO 황 함유량 규제를 만족시키는 저유황 연료유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밝힘
• 연료유 첨가제의 이름은 Yunic 800VLS로서 개발자에 따르면 이것은 저유황 연료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감소시키고, 연료유의 안정성은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였으며
추가로 ClassNK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다고 밝힘

36

대비 3배 성장을 예상함
- 같은 기간 북태평양 및 인도양 항로는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며, 전체 해상 물동량의 이동량 1/3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북대서양 지역은 2050년 15%(총 38조 톤-킬로미터)를 차지하여 3번째로 화물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

• NYK社는 2020년 IMO 황 함유량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는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국 내륙의 생산기지 이동은 유럽항로의 물동량 감소를 가져올 것이나,

기술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Biofuel의 선박 적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실험 및

이러한 생산기지의 이동이 시간과 비용의 심각한 증가를 발생할 경우 유라시아 화물운송 수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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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수요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2050년까지 선박에 의한 화물수송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도로 및 철도에 의해 각 17%, 7%의 화물이 운송될 것
- 도로, 철도, 내륙항로 등의 세계 노면화물 이동량은 2050년까지 175%가 성장하여 총 화물이동
수요의 24%(총 82조 톤-킬로미터)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힘

러시아 세계 최대 크기 핵 추진(Nuclear-Powered)
쇄빙선 진수(5.27)
• 2019년 5월 25일 러시아의 Baltic 조선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항구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핵 추진 선박인 Ice breaker Ural호*를 진수함

BIMCO & INTERTANKO 협력하여
스크러버 지침서 발간(5.27)
• BIMCO와 INTERTANKO는 상호 협력하에 공동으로 스크러버 지침서(Scrubber Guidance)를
발간함. BIMCO 계약부 이사인 Grant Hunter는 “우리는 스크러버 탑재로 인한 많은 이슈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으며, 이 지침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란다.”라고 밝힘
• 스크러버 지침서는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스크러버 탑재로 인한
영향성, 두 번째 부분은 운항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계약 및 분쟁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함

* Ural호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Project 22220” 사업으로 건조된 3번째 선박으로써 길이 173m, 350MW
용량의 발전이 가능함. 또한, RITM-200 타입의 반응기를 통한 핵반응으로 추진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Rosatom社가 선박 운항을 담당할 것이며, 사장인 Alexey
Likhachev는 2024년 핵 추진 선박을 이용하여 8천만톤 이상의 화물 운송을 목표로 하고
2027년까지 2척의 선박을 추가해 핵 추진 선박 선대를 구성할 것임을 밝힘
• 러시아 정부는 Rosatom社에 핵 추진 선박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동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약 USD 11.6 billion (한화 약 13조 5천억 원)임

출처 : Lloyd’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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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안경비대(USCG) 새로운 선박 사이버 공격 경고
(6.3)
•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최근 메일피싱(Mail Phishing)과 멀웨어(Malware) 침투 시도를
확인한 후 해운산업에 조심할 것을 경고
• 사이버 적들이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CS) 당국처럼 위장하여 이메일을 통해 일반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식 선박도착통보(Notice of Arrival, NOA)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추가적으로 미 당국은 선박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안되어진 악의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만약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항만국통제 당국에
신고 요청함

한국선급(KR) 원격 선박 검사 서비스 착수(6.4)

세계해사대학 여성역량강화(Empowering Women)를
주제로 한 연구 및 장학금 지원(6.3)

• 한국선급(KR) CEO 이정기 회장은 “4차 산업혁명(Revolution 4.0)에 맞춰 본격적으로 선급

• 2019년 4월 4일, WMU 총장 Dr. Cleopatra Doumbia-Henry은 여성역량강화(Empowering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라고 언급하며 2019년 6월 1일부터 일부 선급검사 항목*에

Women) 및 양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주제로 한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관한 원격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힘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박사과정(Ph.D.) 및 박사 후 과정(Post-Doctoral)에 대한 장학금을

- 모든 검사가 원격으로 시행되지는 않으며, 기국(Flag) 대행의 법정 검사와 여객선, 잠수정 및
수중익선과 같은 선박의 검사도 원격 서비스에서는 제외됨
* 원격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기관장치 계속 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 프로펠러축 및 선미
관축 3개월 연장검사, 보일러 연장검사 등으로 순수 검사 항목임

• 1960년 설립된 한국선급(KR)은 총 톤수 6,800여만 톤에 3,050척의 등록선을 보유하고

지원할 예정
- 캐나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의 권위 있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해양학, 수로학, 수산업 및 해양 기반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여성 평등과 권위에 관한 연구
또한 지원키로 함

• 한편, WMU는 하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 수행 예정

있으며 주요 해운국 60개의 정부로부터 정부 검사권을 수임하고 있음. 추가로, 한국선급은

- 해양과학 부문 관련 국제 외교 및 국제협력 관계 증진

원격검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임을 밝힘

- 해양과학 분야의 운영(Governance) 시스템 개선
- 해양과학 연구 수행에 있어 성차별(Sexism)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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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루베니(Marubeni)社-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Sinopec), 저유황 연료유 공급 협정 체결(6.11)

핀란드 북유럽 최대 LNG 터미널 개통(6.11)

• 중국 국영회사인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는 2020년 IMO 0.50% 황 함유량 규정을

• 6월 11일 핀란드 토르니오(Tornio)에 북해 최대 LNG 터미널이 개통됨

충족하는 천만 톤의 선박용 저유황 연료유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2019년 6월 5일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인 마루베니社**와 MoU를 체결했음을 밝힘
- 동 MoU 체결을 통해 일본의 마루베니社는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에서 생산하는 저유황
연료유를 일본 선주들에게 공급할 계획임
* 1998년에 설립된 중국의 정유회사로 연 8백만 톤의 원유를 1차 가공할 수 있는 중국에서 세번째로 큰 회사.
중국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재무 상태는 1999년 현재 총자산 538억 70백만 달러, 당기순이익 4억
48백만 달러, 매출액 418억 83백만 달러
** 식료품, 소비재, 화학제품, 에너지, 선박, 기계 등 폭넓은 영역의 무역을 담당하는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
2015년 기준 한 해 매출액은 약 7조 8,342억 엔, 총자산은 7조 6,730억 엔을 기록함

• Manga LNG CEO인 Mika Kolehmainen는 “이전에는 핀란드 유일한 LNG 터미널은
포리(Pori)였지만, 이제 로르니오 LNG 터미널은 벙커링 스테이션, 재액화 및 저장 장치를
가진 북해 최대 터미널이다.”라고 언급함
• 토르니오 터미널은 Manga LNG와 Outokumpu, SSAB, EPV Energy, Gasum의
합작사업으로 바르질라(Wärtsilä)가 주계약자로 선택되었음
• Gasum의 부회장인 Kimmo Rahkamo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LNG의 사용과 함께 선박의 오염물질과 극심한 해상교통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핀란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의 해운회사들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IMO 황 함유량 규제 이행을 위해 저유황 연료유
공급 정유회사들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

출처 : World Maritim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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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안전정책동향
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서부 아프리카 선원납치 급증... 철저한 주의경계 당부
해양수산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세요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29일(금)
부터 5월 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해양수산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대 설치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수중
방파제와 관련된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총 60개가 설치되어 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도입, 환경관리해역 사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령안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
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국내 연안 27개소 중 21개소(71%) 설치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행정규칙)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고시는 소형선박이 수중 방파제의 위치와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하여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기준에 맞춘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 신설 9기, 기능변경 1기, 위치 이설 2기

이 외에,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해로드 앱(App),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등을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활용하여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하여

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포하였다.

** 평가항목: 선박종류, 선박규모, 잔존기름, 여유 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유출가능성, 해상교통환경,
선체위험성, 조류(추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로표지를 총괄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양환경 및 보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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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소형선박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연안을 항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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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연도별 1분기 선원 피해현황 (2015~2019) >
(단위 : 건)

서부 아프리카 선원납치 급증...
철저한 주의경계 당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합계

479

333

236

191

-

계

163

58

63

119

23

사망

1

0

2

0

0

부상

3

2

0

2

0

인질

140

28

31

100

1

납치

5

26

27

14

21

기 타(폭행·위협)

14

2

3

3

1

해수부, '2019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1분기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발표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원 납치피해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인질 피해는 금년 1분기 선박 피랍사고 미발생에 따라 대폭 감소했다. 반면, 선원납치는
2019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66건) 대비 42.4%
감소하였다. 이는 해적사고 발생이 빈번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등에서 해적사고가

선박피랍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거액의 석방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발생한 모든 선원납치사건*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 해역을

< 전세계 연도별 1분기 해적사고 발생 건수 (2015~2019)>
(단위 : 건)

전 세계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2016

2017

2018

2019

해적공격

246

191

179

201

-

선박피랍

15

7

6

6

-

해적공격

54

37

43

66

38

선박피랍

8

3

2

4

0

0

0

2

2

0

11

14

13

32

22

금년에는 선원납치 피해가 동반 증가하는 위험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41

19

24

22

8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경계를 통해 안전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2

4

6

12

8

1분기

아시아
기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

구분
연간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은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는 등 납치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해적공격

* (선원납치 발생 지역 및 납치된 인원) 나이지리아(8), 베냉(6), 카메룬(4), 토고(3)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3월 26일자로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진입제한조치 이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작년부터 서부아프리카 해적활동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선사들의 적극적인 해적피해예방 활동 참여를 부탁하였다.

선원피해와 관련해서는 2019년 1분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는 23명으로 전년
동기(119명) 대비 80.7% 감소한 반면, 선원납치 피해는 21명으로 전년 동기(14명) 대비 5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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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해양수산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 (전 세계) 2019년도 1분기 해적공격 건수(Actual and attempted attack) 38건*으로
전년 동기(66건) 대비 42.4% 감소
*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해적공격건수(22건)가 전체(38건)의 57.9%를 차지

- 선박피랍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나(전년 동기 : 2척), 선원납치 피해인원은 21명으로
전년동기(14명)대비 50% 증가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 집중 점검, 해양활동 증가 대비 안전의식
제고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2월부터 실시했다.

• (소말리아) 연합해군과 청해부대의 활약으로 ’19년도 1분기는 해적공격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전년 동기(2건) 대비 1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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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아프리카) 2019년도 1분기 22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30건) 대비 26.7% 감소하였지만
이 해역에서만 21명의 선원납치 사고발생(납치 : 14명→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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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해적공격 건수는 8건으로 전년 동기(22건) 대비 큰폭(63.6%)으로 감소하여
소강상태(선원부상 사례 및 납치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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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연도별 1분기 해적사고 발생 건수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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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적공격

246

191

179

201

-

선박피랍

15

7

6

6

-

해적공격

54

37

43

66

38

선박피랍

8

3

2

4

0

0

0

2

2

0

11

14

13

32

22

아시아

41

19

24

22

8

기타

2

4

6

12

8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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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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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소말리아
1분기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등급을 나누는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 고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와 소식지 등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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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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생태계의 경우 대마난류의 유입이 강했던 2018년에 제주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출현*이
2016년의 1/5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생태계의 경우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동해 · 남해동부 · 제주해역 모두 해조류** 출현종수가 증가하였으나, 평균 생체량(무게)은
약 22% 감소하였다. 이는 암반생태계의 아열대화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작은 홍조류가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세요

늘고, 차가운 바다를 선호하는 큰 갈조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주 식물플랑크톤 평균 출현개수(개체수/ml) : (2016년) 266,737 → (2018년) 54,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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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선박법」 7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약67%)이 자리돔, 황놀래기와 같은 난류성 어종으로 남해 바다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도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선박법」

아열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안 습지보호지역은 연안류와 함께 이동한

(2018. 12. 31. 개정ㆍ공포)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2019. 5. 28. 개정ㆍ공포)을 7월 1일부터

모래로 인해 달랑게(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 면적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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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다.

바닷새는 전년도 대비 출현종과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사수도(제주시)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슴새의 대량 번식(총 15,846 번식쌍)이 확인되었다.
* (2017) 77종, 140,810개체 → (2018) 87종, 202,360개체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법 」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현황을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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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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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정책동향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진행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6월 17일(월)부터 6월 23일(일)까지를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였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하였다. 정화주간 중, 연안정화의 날인 6월 21일에는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정화행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천변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여 장마철, 태풍 발생 등을 앞두고 해양쓰레기 발생요인을 줄여 나갔다. 해양수산부는 정화
주간이 끝난 뒤에도 매월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5월 31일 울산)‘에서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5월 말 수립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토대로 ▲어구ㆍ부표 보증금제도 시행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정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방안 마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해양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여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 톤(초목류 포함, 제외 시 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매년 8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중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는 한 번 발생하면 해류 등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비롯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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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ㆍ당진항 뱃길 야간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안 항로표지 기능측정에 나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통항 안내서 배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6.5톤 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개정 「선박법」 7월 1일부터 시행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연안여객선 안전설비 시연

해사안전소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ㆍ당진항 뱃길 야간점검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대불빛, 점등상태 등 점검. 통항선박 안전확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ㆍ당진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등대시설에 대한
야간 기능점검을 실시하였다.
평택ㆍ당진항은 수도권과 인접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로 해상교통환경이
급변 하고 있고, 항만 특성상 항로폭(0.8~1.4km)이 좁고, 길어(35km) 해양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항행안전시설인 항로표지**의 지속적인 기능관리가 필요하다.
*

2010년

2012년

2015년

2018년

76백만톤

100백만톤

112백만톤

115백만톤

▲ 등부표 야간 점등사진

** 육상의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는 등대, 등표, 등부표 등 194기(국유 137, 사설 57)를 설치

특히, 이번 점검은 봄철 농무기를 대비하여 등대의 점등상태, 불빛 세기, 점멸 주기 등을 항만
이용자 입장에서 점검을 시행하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 입출항 선박이 보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해요소를 발굴ㆍ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로표지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등부표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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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선박 종사자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30일 울산지역 해상화물운송업체 20여개의 업체소속 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선박 종사자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선박 종사자 교육은 올해 첫번째 실시되는 교육으로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8월 및 11월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진이 실제 사고사례 및 토론, 선박 비상장비 이해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하였고 강의 후 선박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를 시연해 보면서 선박 종사자가 능동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고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항선
예방정비제도 설명회를 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해양안전 실천구호를 외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안 항로표지 기능측정에 나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월 한달 동안 동해안에 설치된 항로표지 114기의 기능측정을
실시하였다.
항로표지선 한빛호를 통한 이번 측정에서는 독도등대를 비롯한 대형등대 15개소의 등대 불빛의
밝기, 깜빡이는 주기 등 고시(告示)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박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과 장거리항법
시스템(Loran-C)의 오차가 실 해역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느 해역까지 이용 가능한지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자료로 활용하였다.
한빛호는 부표류 정비와 항로표지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겸용선박으로 2000년 10월
건조되었으며, 항해하면서 항로표지의 기능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수신기 및 계측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상기시키는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선박종사자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캠페인을 통해 봄철 선박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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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통항 안내서 배포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항만질서 확립

견내량 수로 통항 선박의
효과적인 안전 항행 길잡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13일부터 24일까지를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및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남해역 중 통항에 가장 위험이 높은 견내량 수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견내량 수로 안전통항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유조선 간 충돌사고로 좁은 수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대두되면서 마산해수청 관할 수역에도 이러한 수로에
대한 안전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결과물이다.

특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인천해수청, 인천해경, 인천항만공사 및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단속된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하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의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최근 10년 간 거제대교를 통항하는 예부선들이 교각과 8회나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견내량 수로 안전항행 안내서에는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종종 착각할 수 있는 해간도
서측항로의 이용을 금지하고, 저수심 수역에서는 저속 항행을 권장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선박들의 통항 방향을 보여주고 견내량 조류 정보(통영항 기준)가
표로 제공되는 등 교각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마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통항 안내서 제작·배포 이후 후속조치로 해간도 서측수역을 견내량
수로로 착각하고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간도 남단에 좌현표지 등부표 2기를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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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무더운 여름철, 안전한 바다에서 시원하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6.5톤 수거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실시선박에서 민·관·군 합동 해
상훈련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유관기관(해경, 지자체, 검사기관, 수협 등)과 함께 전라북도 해역의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하여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해상기상과 해상교통 특성을 반영한 여름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제24회 바다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목포항
허사도 주변 해안에서 해양 쓰레기 약 6.5톤을 수거했다.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를 ‘바다주간’ 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해양 정화활동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및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증가하여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해양환경공단, 목포시, 목포해경, 전남도청, 해군3 함대, 현대삼호중공업,
목포신항만 및 자원봉사자 등 8개 업·단체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첫 번째,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제여객선을 포함하여 연안여객선

실시했다.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지도를 실시하며 특히, 7월부터는 실시간

특히 이번 바다주간에는 물속에 가라앉아 평소 수거가 힘든 목포 북항의 수중 쓰레기도 약 3톤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수거했다.

두 번째,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종사자 등에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 등으로 피해가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

참여를 당부했다.

사전에 안전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8월에는 해수욕장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과 군산시 야외수영장에서 여객선 탈출체험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자체 집중점검 및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통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무더운 이번 여름철에도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군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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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소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세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연안여객선 안전설비 시연

개정 「선박법」 7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안여객선 백화산호 구명뗏목, 소화기, 신호탄 등
선박안전설비 시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흥신항-가의도를 항해하는 연안여객선 백화산호 승무원을 대상으로

박법」(2018. 12. 31. 개정ㆍ공포)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2019. 5. 28. 개정ㆍ공포)이 7월 1일

6월 21일(금) 오전 10시 안흥신항 여객선 선착장에서 선박 구명·소화설비(구명뗏목, 소화기,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호탄)를 이용한 승무원의 퇴선훈련 및 안전설비 시연을 실시하였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실제 선박사고 상황 발생을 가상하여 실시하는 금번 안전설비 시연은 승무원의 비상대처능력을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 구명조끼 착용 ▲ 선박 탈출을 위한 구명뗏목 팽창 및

60일 이내’로 명시하였다.

조난신호 발사장치 시범작동 ▲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 등을 선박 승조원이 직접
조작/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시연에는 태안해양경찰서, 한국선급, 서산수협 및 선사관계자등 많은 인원이 참관하여,
여객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제상황에 기반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등록 선박 운항 근절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군산항 구현에 적극 동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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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
제정·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법 시행령
선박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주요법령 제 · 개정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7]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대통령령 제29685호, 2019. 4. 16, 일부개정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I.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8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를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
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대통령령 제29685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

<부칙>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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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 제 · 개정

I. 개정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87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787호, 2018. 10. 16, 일부개정

I. 개정이유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취소"를 "취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ㆍ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21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호).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제12조제1항제2호).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함(제21조제4항 신설).
<부칙>

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제21조의2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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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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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4 신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5. 21]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종료될 경우 즉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제3호).
<법제처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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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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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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31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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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 검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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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승선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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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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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를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을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
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그 사실을 알려야"를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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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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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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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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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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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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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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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
확인서"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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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구조등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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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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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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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2조의3제1항 중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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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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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조 제2항 중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로,

2.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로 한다.

3.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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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해도(승인된 전자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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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식구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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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합으로 한다.
가. 침대 수(선원이 선내에 숙박하지 않고 항해소요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의자석 수를 포함한다)
나.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점수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
승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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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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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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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제1항 중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로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1) 중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을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전기 또는"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별표 15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별표 10 제1호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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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타(舵) 베어링(bearing)부 중 핀틀(pintle) 베어링 및 넥 베어링의 마모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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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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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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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핀틀 베어링의 마모도

남단"으로,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을 "옥도 북단, 주도 북단, 관사도 서단, 소마도

가)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이내

서단을"로, "어룡도"를 "어룡도 서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9구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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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에서 전방위 330도로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해안선에 이르는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2) 넥 베어링의 마모도: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영시 하도 남단, 추도 서단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인화도
북단, 외부지도 남단을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노장산 동단으로
부터 북위 34도 58.9분 동경 128도 29.9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남단, 북위 35도 11.2분 동경 129도
12.5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

별표 15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선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선박용물건을 증설ㆍ탑재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제3호의 범위란 중 "동해시 한진단"을 "강릉시 사천진리 사천진단"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사목2) 중 "제54조제4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제54조
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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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제목 중 "제54조제3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
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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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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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벌칙 규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비검사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그 밖의 사항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ᆞ개조
ᆞ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ᆞ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영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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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대통령령 제29795호, 2019. 5. 28, 일부개정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법

I. 개정이유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

[일부개정]

제2항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 "법 제35조제2항제3호"를 "법 제35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4호"를 "법 제35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5호"를 "법 제35조제2항제6호"로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지연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6호"를 "법 제35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제2항제7호"로 한다.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 대통령령 제29795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
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부칙>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청장"으로 한다.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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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5. 29]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33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19. 5. 29, 일부개정

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

I. 개정이유

제1호 비고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일부개정]

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사무소)"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
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의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로

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선박
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II.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Fisherie"를 "Fisheries"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지방

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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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

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
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귀하"를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

소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

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영사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장(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이용 동의서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선박안전

(해양수산사무소)"으로 한다.

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Fisherie"를

으로 한다.

"Fisheries"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Fisherie"를
"Fisheries"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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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제3항 단서 중 "한국해운조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2019. 5. 31, 일부개정

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해운조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5조의10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11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13제2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I. 개정이유
[일부개정]

제15조의16제2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5919호, 2018. 12.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16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업무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그 소속 운항관리자의 선임ㆍ배치 등에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게시ㆍ관리 주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26조의6(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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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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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의4(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대통령령 제29781호, 2019. 5. 21, 일부개정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I. 개정이유
[일부개정]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발생한 경우 내항 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591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16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

②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등으로 정하는 등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

등록을 한 자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 다만, 임시로 증원할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의 업무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관할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 대통령령 제29781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제27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의 권한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의 신고의 수리는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3조의2의

제16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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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19. 6. 12]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해양수산부령 제3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I. 개정이유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개정이유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취사 등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44조의 제목 중 "이용자에"를 "이용자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주요내용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가.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신설(제37조의3 신설)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협의ㆍ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나. 도서민 화물운송비 지원(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의
운송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 법률 제15919호
법률 제15919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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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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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정책실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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