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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해사안전정책동향

6 제69차 기술협력위원회(TC 69) 결과

45 싱가포르 해사청(MPA), 지난 10년간 싱가포르항만 중대사고 대폭 감소

56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8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6) 결과

46 IMO 규제강화로 금년부터 탱커해체량 증가 예상

57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10 제122차 이사회(C 122) 결과

46 2020 SOx 배출규제로 선박 연료비 30% 상승 전망

58 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

12 제6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6) 결과

47 방글라데시, 선박해체 사고로 15명 사상자 발생

63 국내 3ㆍ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48 세계최대 전기페리, 첫 상업항해

65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48 러시아 LNG 연료추진 유조선 북해항로 횡단

67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49 DNV GL, 해운 부문의 탄소 발생 감축을 위한 유연성 강조

69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18 아이슬란드, 자국해에서 중유선박연료유 사용금지 추진

50 IEC Telecom社, 해상교통의 미래 통신 수단의 변화 예측

70 해수부,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18 파나마 운하청, 파나마 운하 통행료 구조 수정제안

51 0.5% 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ISO 표준 발표

72 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한다

19 대형 금융기관, 저탄소 배출선박 건조에 유리한 금융지원

52 자율운항 선박 등장이 선원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보고

73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20 2019 세계 선원의 날 - 국제해사기구(IMO)의 성 평등 강조

53 선박 배출가스 규제이행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조선 투자지연

국제해사소식

20 대형선사들 배출감축 대응 미흡
21 북유럽 친환경 벙커링 프로젝트 ZEEDS 착수

해사안전소식

22 IALA, 제1회 세계항로 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7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야간 선박 통항여건 개선

23 EU MRV 보고서, 컨테이너선이 대기 오염물질 최다 배출

7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을 위한 LNG 로드 트랙터

24 스크러버 장착 선박 2020년에 4,000척 도달예상

시범운행 추진

24 Drewry 보고서,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하향조정

7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대 기능상태 전수조사 추진

25 CMA CGM社, SIMOPS 작업을 통한 첫 LNG 벙커링 성공

8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추진

25 2019년 2사분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 기록적인 수준으로 저조

8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결성

26 2019년 2분기, 총 193척 중 146척이 남아시아에서 폐선

8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ㆍ당진항 등대 불빛이 밝아졌어요

27 덴마크, 2020년 세계최초 디지털 선박등록 시스템 개발 착수

8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나서

27 일본, 연안선에 0.50% IMO 규제 준수 연료의 첫 성공적 적용

8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대대적인 연안쓰레기 수거 행사 실시

28 WMO社, Offshore 선박 등 관리를 위한 BareFLEET 시스템 구축

8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수중 암초에 항로표지 설치로 어민들 숙원사업 해소

29 지난 10년간 선박 투자액 1조달러 돌파

9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 야간 기능점검 실시

29 2019년 상반기, 나이지리아 해역 內 해적사고 감소 추세
30 싱가포르 해역, 2020년 IMO 황 함유량 0.50%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비축율 증가
31 두바이(Dubai), 작년에 이어 세계 5위 해운물류 항만으로 선정
32 IMO 2020 SOx 규제 대응으로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 예상
33 스크러버 적용에 따른 선박개조 증가
34 세계최대 배터리 하이브리드 선박 인도
35 호르무즈(Hormuz) 해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제 해운업
36 해체선박 가격 약 2년만에 최저수준, 탱커시장 회복 지연
37 미쓰이상선, 메타네이션 연료 개발 참여
38 일본 유수의 해운회사 100% 전기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체결
38 2018년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 4,200만 TEU
39 세계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 MSC GULSUN호, 제2 수에즈운하 통항 성공
39 로테르담항 글로벌 데이터통신 플랫폼 발표
40 컨테이너선사들,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 고심
41 싱가포르 해사청(MPA), 해사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42 세계 해사단체들, 2020 SOx 규제대응 지침서 발간
43 중국의 LNG 수입량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44 노르웨이 국가안보국,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해운산업 보호를 위한 캠패인 실시

주요법령 제정·개정
94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99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122 해사안전법 시행령
12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1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13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149 선박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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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차 기술협력위원회(TC 69) 결과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6) 결과
제122차 이사회(C 122) 결과
제6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6)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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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데이터 접속 유료화 검토
• (논의 내용) GISIS 데이터 접근 시 이용료 부과 여부를 논의함

제69차 기술협력위원회(TC 69) 결과

• (논의 결과) 유료화 제안국인 바누아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유료화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표명,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ㆍ지식관리프레임 개발결과 도출 이후에 유료화에 대해
재논의키로 함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9th Session

3.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2030 Agenda

I. 개요

• (논의 내용) 국가해사프로파일(Country Maritime Profiles, CMP)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사무국은 개정된 국가해사프로파일(CMP) 모듈에 대해 운영방법을 시연하였고,

• 회의명 : 제69차 기술협력위원회
• 일시/장소 : 2019. 6. 25 ~ 27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회원국에 개정된 국가해사프로파일 정보입력을 독려하였으며, Smart Indicator 개발을 위한
작업반(W/G) 구성에 대해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의 장 : Mr. Zulkuranin Ayub(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7개 회원국, 8개 IGO 및 12개 NGO 대표 등 총 321명 참석

4. 지역 주재소(presence) 검토 및 조정
• (논의 내용) 2018년 아프리카, 서아시아 및 카리브해 지역에 IMO 지역 주재소 제도(Regional
Presence Scheme)에 따라 이행된 활동을 공유하고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주재소 신규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 (논의 내용) 2018년 ITCP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사무국에서 제안한 2020~2021년 2

설립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주재소 신규 설립 등 의제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뉘어 사무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70차 기술협력위원회에 추가설립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키로 함

개년 ITCP 프로그램 초안 및 예산안 검토함
• (논의 결과) 회원국은 2018년 ITCP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 정보제공 요청에 관하여
사무국은 사업의 미이행 사유에 대해 사업추진 회원국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함

2. 자원동원 및 협력관계
1) ITCP 장기재원마련전략
• (논의 내용) 장기재원마련전략 활동의 수행, 교훈 및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논의 결과) 사무국의 장기재원마련전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하였고, GISIS 유료화에는 제안국인 바누아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유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표명하였음
-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ㆍ지식관리 프레임워크개발 결과도출 이후 유료
화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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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항만수용시설 개선 방안을 향후 2개년 잠정의제로

선정하고, 제4차 FAO/ILO/IMO 합동실무회의 등과 연계ㆍ협조 추진 예정임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6) 결과

3. PSC(Port State Control)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 (논의 내용) IMO 항만국통제(이하 PSC) 절차서 개정사항 및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매뉴얼을
검토함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6th Session

- 개정사항 : PSC 절차서’에 최근 개정 협약의 반영, MARPOL ‘부속서 6’에 대한 ‘PSC 가이드

라인’ 및 PSC 절차서 ‘부록 12’

I. 개요

• (논의 결과) IMO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사항 검토 및 최종(안)을 확정(제31차 총회 채택 추진)
하고, 신규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결정함

• 회의명 :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
• 일시/장소 : 2019. 7. 1 ~ 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4. III 코드 지침서 개발

• 의 장 : Mrs. Claudia Grant(자메이카)

• (논의 내용) 기국 및 회원국의 IMO 협약이행코드(III Code) 이행 시 협약이행도 제고를 위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7개 회원국, 17개 IGO 및 8개 NGO 대표 등 총 360명 참석

매뉴얼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IMO 협약이행 코드(III Code)에 명시된 회원국 의무사항 이행 지침서 개발 필요에
합의하여, 초안작업반(DG)을 통해 관련 위원회(MSC, MEPC) 신규작업 승인 요청(안)을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마련하였음

1. 해양안전조사(Marine Safety Investigation) 보고서 분석에 따른 교훈
및 안전문제

5. 비자항 무인부선(UNSP barge)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

• (논의 내용) 해양사고분석을 위한 통신작업반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를 통한 해양사고

• (논의 내용) 비자항 무인부선(UNSP barge)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교훈사항을 논의함
• (논의 결과) 27건의 해양사고보고서 및 인명사상사고 안전문제를 검토하여 12개 교훈사항을
확정하고, GISIS를 통해 회원국에 교훈사항 공표를 결정함

면제에 관련된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결과보고서를 검토함
• (논의 결과) 비자항 무인부선(UNSP barge)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와 관련, MARPOL 부속서
1, 4 및 6 개정안 및 면제 지침서 제정안 개발을 완료하였고, 제75차 MEPC 승인을 위해
위원회 안건보고로 결정함

2. 항만수용시설 부족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 (논의 내용) MEPC.1/Circ.834/Rev.1에 따라 6개 MARPOL 협약국, 준회원 1개국 및 영국령
1개국에서 제출한 2018년 항만수용시설 불충분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함
• (논의 결과) GISIS에 등재한 2018년 항만수용시설 불충분 보고서에 대해 항만당국의
조사보고서 등재 등 회원국의 MARPOL 협약이행 의무준수를 독려하였으며, 향후, 사무국은
항만수용시설 불충분 보고서에 대한 항만당국의 사후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GISIS에
미이행 항만이 표출되게 하는 등 방안 마련 예정임

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9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3. IMO 회원국감사 제도

제122차 이사회(C 122) 결과

• (논의 내용) 사무국은 7년주기의 회원국감사 제도가 첫 번째 7년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논의 결과)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감사의 일부로서 위험분석평가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승인하였음. 차기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함

Council, 122nd Session

4. 해사안전위원회(MSC) 결과보고

I. 개요

1. 해사안전위원회(MSC) 결과보고
• (논의 결과) ESP Code 개정을 포함한 2020-2021 2개년 MSC 작업계획을 승인하고 제4차

• 회의명 : 제122차 이사회 (Council, C 122)

FAO/ILO/IMO 합동작업반 등 6개 회기간 작업반 개최를 승인함

• 일시/장소 : 2019. 7. 15 ~ 1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Xiaojie Zhang(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43개 회원국, 24개 IGO 및 8개 NGO 대표 등
총 356명 참석

2. 호르무즈 해협
• (논의 내용)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및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사건 관련 미국 등 4개
국가가 동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해상 안전 및 보안조치 강화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초안을
제출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이사회 개편 논의

• (논의 결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결의서는 채택되지 못했으며, 다만 동 해역의 항행 안전 및
선박 보안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 논의사항을 이사회 결과에 포함하고 회원국 및 언론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함

• (논의 내용)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 개편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이사회 규모를 52개국으로 확대하고 및 이사국의 임기는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함. 또한, 이사국 범주는 대다수 회원국이 현행유지에 동의하였으며, NGO
자문지위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함
- 이사국 지역대표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지역별 배분 등 그룹별

배정국가 숫자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제기될 예정임
- 전자투표 및 IMO 협약 통합본 무료제공은 재정적, 법률적 영향 검토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여

제124차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2. 자원 관리
• (논의 내용) 2020-2021 IMO 예산안, 퇴직자건강보험(ASHI) 기금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환율변화,·BREXIT 등의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2020-2021 IMO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퇴직자건강보험(ASHI) 기금 결손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2019년 일반 예산의
잉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승인되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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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실증자료(2년)와 모의실험(3년) 결과를 제출하거나 선박 실증자료(5년)를 CCC 7차

제
제6차
3차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협약이행
전문위원회(CCC
전문위원회(III*
6) 결과 1) 결과

(’20.9) 이전까지 제출을 요청함(미국, 마샬에서 실증기간 연장요청)
* 모의실험(3년) 결과는 포스코가 기 보유중이며, Green Iris호 실증자료(1년6개월)는 6개월 추가 운항하여 2년
충족 후 통신작업반에 제출예정

- 40mm 두께의 고망간강 피로도 실험 결과를 102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20.5) 전까지 제출 시

40mm 두께를 적용한 임시가이드라인도 승인 예정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6th Session

I. 개요

* 포스코는 이번 회기 중 고망간강 허용두께를 30mm → 40mm 확장한 정보문서 제출 및 협약개정 제안

3.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제안
• (논의 내용) 자기반응성물질(4.1급), 유기과산화물(5.2급) 등의 위험물을 중·소형 용기로

• 회의명 : 제6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 일시/장소 : 2019. 9. 9 ~ 1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s. Maryanne Adams(마샬 제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7개 회원국, 17개 IGO 및 8개 NGO 대표 등 총 321명 참석

운송할 경우 운송 가능 제어온도와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한치 온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협약 개정(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위원회는 UN 위험물운송 전문가 소위원회(UN TDG)*에 동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UN TDG(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부속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통일적 시행을 목적으로 매년 2
회 정기회의 개최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LPG 연료추진선박 기준(안)의 IMO 가이드라인 채택 제안

4. 가스운반선 구역차단 방법에 대한 통일해석 제안

• (논의 내용) ‘LPG 연료추진선박 기준(안)*’의 IMO 가이드라인 채택을 논의함

• (논의 내용) 가스운반선에서 가스연료밸브실의 가스누설 시 구역차단을 위해 기관실과 연결

* 기기, 장비, 시스템의 배치 및 설치요건, 제어 및 감시 기준 등 우리나라 제출문서

• (논의 결과) 다수의 회원국은 LPG가 대체연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료임을 공감하였고,
통신작업반에서 추가논의 예정임
* 우리나라는 통신작업반 및 차기 CCC(7∼8차)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CCC9차(2022년)에 임시 가이드라인
채택을 목표로 추진 예정

* 볼트타입의 밀폐형 설비, 볼트타입의 헷지(Bolted Hatch) 설치, 공기 차단문(Air lock)

• (논의 결과) 독일은 안전성 검증 근거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는 가스운반선 구역차단 방법에 대한 통일해석 추가로
검토한 후 보완된 문서를 IMO CCC 제출 예정임

2. 고망간강 임시가이드라인을 정식 IGC/IGF Code 등록 제안

5. 고체산적화물 관련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개정

• (논의 내용) 선박 사용 극저온용 고망간강 실증자료(1년)*가 정보문서로 제출되었으며, 정식

• (논의 내용) 지속적으로 고체산적화물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도록

협약 등록을 위한 IGC/IGF Code 개정(안) 제안에 대해 논의함
* LNG 연료추진선(Green Iris호)의 운항실적, 탱크의 온도ㆍ압력변화 등 실적 데이터 등

• (논의 결과) 작업반에서 좀 더 긴 기간의 실증결과 제출을 요청했으며, 고망간강 두께를 확대한
임시가이드라인 채택 관련 논의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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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개정하고 구체화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가 반영되도록 하는 결의서 개정이 제안됨
* 고체산적화물 선적 전 화물 등급, 성질, 운송조건 및 적·양하 시 주의사항 확인

• (논의 결과) 일부 회원국은 위험성 평가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을 우려하였고 위원회는
의제보완 후 차기 MSC(102차, ’20.5)에 개정안 제출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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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신고 위험물 관련 IMDG Code 내 특별규정 개정검토 제안
• (논의 내용)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물임에도 화주가 비위험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특별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적용을 면제 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의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특별규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위원회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 방안을 통신작업반에서 논의 후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함

7.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지침서 개정 (뉴질랜드)
• (논의 내용) 컨테이너 운송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의 적용범위를
일반 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위원회는 CIP 점검을 일반화물까지 확대·CIP 점검률 제고 및 이와 관련한 CIP
지침서 개정에 대해 통신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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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자국해에서 중유선박연료유 사용금지 추진
파나마 운하청, 파나마 운하 통행료 구조 수정제안
대형 금융기관, 저탄소 배출선박 건조에 유리한 금융지원
2019 세계 선원의 날 - 국제해사기구(IMO)의 성 평등 강조
대형선사들 배출감축 대응 미흡
북유럽 친환경 벙커링 프로젝트 ZEEDS 착수
IALA, 제1회 세계항로 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EU MRV 보고서, 컨테이너선이 대기 오염물질 최다 배출
스크러버 장착 선박 2020년에 4,000척 도달예상
Drewry 보고서,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하향조정
CMA CGM社, SIMOPS 작업을 통한 첫 LNG 벙커링 성공
2019년 2사분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 기록적인 수준으로 저조
2019년 2분기, 총 193척 중 146척이 남아시아에서 폐선
덴마크, 2020년 세계최초 디지털 선박등록 시스템 개발 착수
일본, 연안선에 0.50% IMO 규제 준수 연료의 첫 성공적 적용
WMO社, Offshore 선박 등 관리를 위한 BareFLEET 시스템 구축
지난 10년간 선박 투자액 1조달러 돌파
2019년 상반기, 나이지리아 해역 內 해적사고 감소 추세
싱가포르 해역, 2020년 IMO 황 함유량 0.50%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비축율 증가
두바이(Dubai), 작년에 이어 세계 5위 해운물류 항만으로 선정
IMO 2020 SOx 규제 대응으로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 예상
스크러버 적용에 따른 선박개조 증가
세계최대 배터리 하이브리드 선박 인도
호르무즈(Hormuz) 해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제 해운업
해체선박 가격 약 2년만에 최저수준, 탱커시장 회복 지연
미쓰이상선, 메타네이션 연료 개발 참여
일본 유수의 해운회사 100% 전기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체결
2018년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 4,200만 TEU
세계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 MSC GULSUN호, 제2 수에즈운하 통항 성공
로테르담항 글로벌 데이터통신 플랫폼 발표
컨테이너선사들,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 고심
싱가포르 해사청(MPA), 해사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세계 해사단체들, 2020 SOx 규제대응 지침서 발간
중국의 LNG 수입량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노르웨이 국가안보국,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해운산업 보호를 위한 캠패인 실시
싱가포르 해사청(MPA), 지난 10년간 싱가포르항만 중대사고 대폭 감소
IMO 규제강화로 금년부터 탱커해체량 증가 예상
2020 SOx 배출규제로 선박 연료비 30% 상승 전망
방글라데시, 선박해체 사고로 15명 사상자 발생
세계최대 전기페리, 첫 상업항해
러시아 LNG 연료추진 유조선 북해항로 횡단
DNV GL, 해운 부문의 탄소 발생 감축을 위한 유연성 강조
IEC Telecom社, 해상교통의 미래 통신 수단의 변화 예측
0.5% 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ISO 표준 발표
자율운항 선박 등장이 선원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보고
선박 배출가스 규제이행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조선 투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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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자국해에서 중유선박연료유 사용금지 추진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6.13)
• Clean Artic Alliance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환경자원부는 자국 영해 내에서 중유의 선박연료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로 자국 영해에서 SOx 및 미세물질 감축뿐 아니라 중유 사용과

블랙 카본 배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아이슬란드는 MEPC 72(2018. 4)에서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과 함께 북극해에서 중유의 선박 연료사용 금지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파나마 운하청, 파나마 운하 통행료 구조 수정제안

대형 금융기관, 저탄소 배출선박 건조에 유리한 금융지원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6.17)

(출처 : Trade Winds ‘19.6.17)

• 파나마 운하청은 6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현행의 드라이 벌크선, 여객선, 컨테이너선

• 전 세계 대형 선박금융 기관들은 선주들이 저탄소 배출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입할 경우 금융에

및 유조선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 구조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힘
- 파나마 운하의 책임자인 Jorge L. Quijano는 통행료 구조 수정의 목적은 운하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하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투명성과 유연성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여객선의 경우 승객수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2백 만에서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
- Citi, Societe Generale 및 DNV 등이 주도하는 11개 선박금융 기관은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50%까지 저감을 목표로 하는 IMO 결정에 맞추어 금융 조건을 검토하는 Poseidon Principles
(협약)를 결성

3백 만의 TEU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송라인(Shipping lines)에 관해서는 통행료를

- 이에 대하여 Maersk, Euronav, Cargil 및 로이드선급 등 선주, 하주, 선급 등도 지지표명

인하하는 방안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음

- 또한, Poseidon Principles는 선박금융을 기후변화와 연계시키는 세계최초의 협약으로 평가되며,

• 파나마 운하 통행료 수정에 관한 내용은 www.pancanal.com/peajes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나마 운하청 주최로 2019년 7월 24일 공청회(Consultation process) 과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개 논의를 거칠 예정
*

파나마 운하(Canal de Panama) :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에서부터 카리브 해 연안의 크리스토발(Christobal)
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 64㎞로 1914년 8월 15일에 완성됨. 2017년 6월 26일 새 파나마운하 개통 이후, 최대
통과 가능 선박은 폭 32m, 길이 295m에서 폭 49m, 길이 366m로 확대되었으며, 1만 4천 TEU급 컨테이너선과
18만 DWT의 벌크선이 통과 가능함국제 P&I 그룹이 손실초과 재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여객선의 재보험료율을

향후 아시아 및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추가 참여도 기대됨

• 협약 체결 금융기관은 전 세계 4,000억 달러 금융 대출 잔고 중 1,000억 달러를 차지하며,
금융지원 대상 선박으로부터 탄소배출 자료를 수집하고 자사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탄성치를
계산하게 됨
- 금융 관계자는 IMO 2050 목표 이행을 위한 것으로 개별 선박에 대한 채찍이 아닌 당근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 이행임을 주장하였음

다른 선종보다 단연 높은 125% 이상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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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선원의 날 - 국제해사기구(IMO)의 성 평등
강조(출처 : Safety at Sea ‘19.6.25)

북유럽 친환경 벙커링 프로젝트 ZEEDS 착수

• 2019년 6월 25일 세계 선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Seafarer)*을 맞이하여 IMO

•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에 기초한 탄소중립 해운(Carbon-neutral shipping)으로의 빠른

임기택 사무총장은 해운(Shipping)과 관련된 모든 직장에서 여성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환을 위해서, 바르질라(Wartsila)를 중심으로 다른 북유럽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비전의

큰 손실이라고 밝히며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강조함

북유럽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프로젝트 ZEEDS(Zero Emission Energy Distribution at

• 아직 해운의 많은 부문에서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기 어려운환경이 있음.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 International Seafarers’ Welfare Asistance Network) 연구에
따르면, 일례로 상선에 여자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조건들이 여성이 해운산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O는 케냐에 첫 번째로 여성 도선사(Pilot)가 배출되고 미국 크루즈
선박에 첫 여성 선장이 진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여성을 포함한 전 선원들의 안전항해를
기원한다고 밝힘
* 세계 선원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Seafarer) : 전 세계 선원들의 공헌과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2010년
국제해사기구 (IMO)가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25일을 기념함. IMO는 매년 선원의 날 실시하는 캠페인을 통해
해상직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 선원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출처: International Shipping News, ‘19.6.6)

Sea)에 착수하였음
* Aker Solutions(엔지니어링 전문기업), Equinor(다국적 에너지 메이저), Kvaenor(EPC 리더), DFDS(페리와
물류 전문기업), Grieg Star(선사)

• 관련 정책당국과 산업계, 선사 및 운항사 뿐만 아니라 선급, 정치권, 학계, 금융기관을 포함해
전 밸류체인에 걸친 새로운 파트너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임
• 선박 연료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북유럽의 복잡한 해상교통지역 근처 해상에 친환경
연료의 생산, 저장, 공급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며, 연료생산을 위해 허브당 75개의 대형
풍력터빈이 에너지를 공급하며 잠재적으로 태양광 및 해상풍력도 고려 예정임
• 하루 65척 선박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제로-에미션 연료로 암모니아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으로 수소연료도 고려하고 있음

대형선사들 배출감축 대응 미흡(출처 Lloyd’s List ‘19.6.25)
• 영국의 환경단체인 CD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8개 대형선사들은 2050년 IMO
선박기인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목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였음
- NYK, Maersk 및 Norden 등 3개 선사만이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CDP는
선박 운항속도 감소는 배출량을 30%밖에 감축시킬 수 있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며, 이는 내부
관리가 취약하고 기술 혁신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 CDP에 의한 기업의 환경에 관한 노력의 평가결과, 3개 선사만이 저탄소연료사용을 추진하고
있음
- 상기 3개 선사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Cosco Shiping Energy Transport, 일본의
NS United 및 Euronav가 하위 3개 선사로 분류됨
- K Line, 현대상선, Euronav, Cosco 해운 등이 선속 감축 방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선속을
줄이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선박을 필요로 하므로 배출총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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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A, 제1회 세계항로 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출처 : SAFETY4SEA ‘19.7.1)

EU MRV 보고서, 컨테이너선이 대기 오염물질 최다
배출(출처 : Lloyd’s List ‘19.7.1)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 가능한 지구(Successful Voyages,

• EU 집행위는 2018년 EU 항만 입출항 5,000GT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연료 소비 및 배출에

Sustainable Planet)”를 테마로 한 제1회 세계항로 표지의 날(World Marine Aids to
Navigation Day)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 2018년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제19차 IALA 컨퍼런스 2018 세계등대총회에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설립일인 7월 1일을 세계항로 표지의 날로 제정한 후 2019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자체 행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세계항로 표지의 날”을 통해 항행 규칙, 안전, 효율성 그리고 환경보호 까지 조화로운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박 교통관리(VTS) 포함 新 디지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국제적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비정부간 국제기구. 195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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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보고서를 발표함
- EU는 지난해에 1억 5,200만톤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함. 단일선종으로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였으며, Ro-Pax 및 여객선이 거리당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였음

• EU상기 보고서는 EU 입출항 10,88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벌커선이 가장 많은
3,548척으로 1,720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였으나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컨테이너선은 1,657척으로 4,200만톤을 배출(좌측 아래 적색 부분이 컨테이너선)
- 반면, 소형여객선 및 자동차 운반선은 선박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고 315척의
Ro-Pax 및 138척의 여객선이 각각 3,140만톤, 766만톤을 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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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 장착 선박 2020년에 4,000척 도달 예상
(출처 : Lloyd’s List ‘19.7.2)

CMA CGM社, SIMOPS 작업을 통한 첫 LNG 벙커링
성공(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7.5)

• 영국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협회(Exhaust Gas Cleaning System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 2019년 7월 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CMA CGM社의 LNG-powered 컨테이너선이

1월 1일 SOx 배출규제 0.5%가 시행될 때 까지 전세계 스크러버 장착선박은 4,000여척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이전의 예상 3,000척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서 저유황유 수요를 18%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협회는 스크러버 장착에 대한 투자를 하는것이 저유황유 확보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기대함

SIMOPS* 작업을 통한 첫 LNG 벙커링(약 200 tons)을 성공적으로 마침
- 상기 LNG 벙커링에 관해 CMA CGM社는 유럽에서 쉽투쉽(Ship-to-ship) 방식으로 수행된
최초의 SIMOPS 작업임을 밝힘

• SIMOPS 작업을 통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된 상태에서 다중 작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선박의
출항 지연 방지 및 작업 효율성 증진이 가능함
* SIMOPS(Simutaneous Operations): 같은 장소/장비에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작업을 같은 시간에 함으로써
작업 상호 간에 영향을 끼쳐 작업 및 장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Drewry 보고서,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하향조정(출처 : Lloyd’s List ‘19.7.3)

2019년 2사분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 기록적인
수준으로 저조(출처 : Trade Winds ‘19.7.5)

• Drewry는 세계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상태 지속, 더딘 세계경제 회복세, 제조업 공급 체인의

• Vessel Value에 따르면, 2019년 2사분기중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기록적으로 하락하였음

지역화, 환경보호 정책 등으로 중.단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동 보고서는 2019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3.9%에서 3%로 하향조정
- 그러나, 2020년에는 세계 교역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무역제재에 의한 보호

- 금년 상반기 중 벌커 및 탱커 발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 47% 감소함
- 이밖에 같은 기간중 컨테이너선 및 LPG선 발주량도 각각 49%, 73%가 하락하였으며, 오프쇼어
발주량은 단 1척에 불과하였음

무역주의 등 외적 요인에 좌우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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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총 193척 중 146척이 남아시아에서 폐선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7.8)

덴마크, 2020년 세계최초 디지털 선박등록 시스템 개발
착수(출처 : International Shipping News, ‘19.07.09)

• NGO Shipbreaking Platform’s Report에 따르면, 2019년 2분기에 폐선된 총 193척 중 146척의

• 덴마크 해사 당국(DMA, Danish Maritime Authority)에 따르면, 2020년 말 완성을 목표로

선박 스크랩(해체)작업은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위치한 남아시아에서 수행되었음
- 2019년 4월에서 6월 기간 중 방글라데시가 7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67척, 파키스탄 9척
그리고 중국 5척 등으로 집계되었음

• 몰타 기국*(Maltese-flagged)의 ALPHA MILLENIUM호 그리고 그리스 기국(Greek-flagged)
의 MARVELLOUS호는 폐선 직전에 기국을 코모로(Comoros)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짐

세계최초 디지털 선박 등록 시스템을 개발 중임
•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선박 등록의 가능성과 혜택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초 덴마크
의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토대로 개발 착수하기로 함
• 디지털 선박 등록은 업계에 비용 절감과 더 간편한 데이터 접근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며,
덴마크 국적선을 가진 기업에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 기국 선박들이 EU 폐기물 규정인 “EU Waste Shipment Regulation”을 준수하면서
선박 폐선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폐선 직전에 기국 자체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선주가 선박 재활용에 관한 현행 EU 규정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기국(旗國): 기국은 선박이 적법하게 게양 권리를 가지는 국기가 속하는 나라를 뜻함

일본, 연안선에 0.50% IMO 규제 준수 연료의 첫 성공적
적용(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7.9)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0년 시행예정인 선박용 연료유 0.50% 황 함유량 규제에 대비하여
자국에서 개발한 연료의 일본 연안선에 첫 적용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밝힘
- 사용된 연료는 일본의 Idemitsu Kosan社, Cosmo Oil社. JXTG Nippon Oil & Ener-

gy社, Showa Shell社 그리고 Fuji Oil社로부터 공급받았으며 기존의 고유황유(HSFO)에
혼합방식(Blending)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6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사용하여 시운전을 마침
• 이에, 일본 석유협회(Petroleum Association of Japan) 회장인 Takashi Tsukioka는 자국의
연안 선박을 대상으로 2020년 선박용 연료유 0.50% 황 함유량 규제를 만족하는 연료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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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社, Offshore 선박 등 관리를 위한
BareFLEET 시스템 구축
(출처 : Windpower ENGINEERING & DEVELOPMENT 19.7.15)
• 덴마크의 해운회사인 WMO(World Marine Offshore)社는 Crew Transfer Vessel

지난 10년간 선박 투자액 1조달러 돌파
(출처 : Trade Winds ‘19.7.15)
• 클락슨은 2009년부터 2018년 말까지 지난 10년간 세계 신조선 및 중고선 투자금액이

(CTV: 선원 이송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첨단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인 BareFLEET*을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발표함

구축했다고 밝힘

- 해운산업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황 및 금융시장 악화를 포함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 동 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기술, 선원, 벙커링, 기상 관측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음
- 기존 설치된 타사 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며 유압 및 제어 시스템, 평형수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선박 운영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된 단일 플랫폼을 제공함
* 선박의 보안, 성능, 동작 및 활동 등 포괄적인 선박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박 첨단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

• 동 기간중 신조선 및 중고선 투자액은 각각 8,730억 달러 및 1,89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전체 투자금액 중 탱커 및 벌커 신조투자가 전체 31%(3,270억 달러)를 차지함
- 반면, 탱커 및 벌커 중고선 투자액은 1,290억 달러로 신조 투자액 대비 43%를 기록함

• 국가별 투자액은 그리스가 총 1,3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13%(신조 9%, 중고선 4%)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1,270억 달러, 미국이 1,26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각 2위, 3위를 기록함

2019년 상반기, 나이지리아 해역 內 해적사고 감소 추세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7.16)
•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해사국(IMB)에서 발표한 해적사고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78건의 해적사고가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107건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 특히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31건보다
1/3가량 적음

• 해적사고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니만, 특히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해역은 여전히 선원
납치 등과 같은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 2019년 상반기 동안 27명의 선원이
납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25명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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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역, 2020년 IMO 황 함유량 0.50%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비축율 증가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07.23)
• 세계 최대 벙커링 지역 중 하나인 싱가포르 해역에서 2020년 IMO 황 함유량 0.50%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선박과 연료유 저장탱크(Oil Storage tank)를 이용한
저유황 연료유 비축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연료유 저장 탱크(Oil Storage tank) 사용 비용은 작년 대비 약 20%가량 증가하였으며,
1㎥(평방미터)당 12개월(6개월) 임대 비용은 SDG 5.0(SDG 3.68)에서 SDG 5.5(SDG 4.05)로
증가함

• 싱가포르 연료유 브로커에 따르면, 현재 연료유 저장시설 운영자들(Oil Storage Operator)에
의해 저유황유(LSFO) 비축을 위한 저장탱크 임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4분기 또는
2019년 1분기에 저유황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추가로, 연료유 시장분석 전문기업인 Vortexa社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해역 인근의 연료유
저장탱크(Oil Storage tank) 부족으로 인해, 최근 14척의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가

두바이(Dubai) 작년에 이어 세계 5위 해운물류 항만으로
선정(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7.23)
•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와 Xinhua News Agency(런던 소재)에 따르면, 두바이
항만이 작년에 이어 세계 5위의 해운물류 항만으로 선정됨
- 두바이 항만청(DMCA, Dubai Maritime City Authority) 청장인 Sultan Ahmed bin Sulayem씨는 2년 연속 세계 5위권의 해운물류 항만으로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임을 밝힘

• 추가로, 싱가포르는 ‘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 최대의 물류 항만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두바이
항만당국은 지속적인 항만 발전을 위해서 R&D 사업 및 스마트 기반의 항만 서비스 등을
도입할 것임을 밝힘
* 발트해운거래소 (Baltic Exchange) :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설립된 발틱과 해운거래소가 1900년에 합병
되었으며, 약칭으로 발틱이라 하는데, 세계 각국의 선주, 선박 중개업자 및 무역업자 등 2,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널리 거래가 이루어짐. 그 흥정과 성약(成約)에 관한 내용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해운 거래의 표준으로
사용됨

싱가포르 해역에서 연료유 저장용으로 활용된다고 밝힘
*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 VLCC의 규모를 17만 5천DWT 이상에서 30만DWT 이하로 정의함. 여기서
DWT(dead weight ton)란 선박 자체의 무게를 제외하고 순수한 화물(원유)을 적재할 수 있는 무게를 지칭
하며, VLCC는 1970년대 말 중동전 발발로 수에즈운하가 폐쇄되자 유럽·미국 등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대형화하면서 생겨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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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 SOx 규제대응으로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
예상(출처 : Trade Winds ‘19.7.30)

스크러버 적용에 따른 선박개조 증가

• 컨테이너 선주들이 스크러버 설치비용 회수를 모색함에 따라 내년 선박 용선료가 상승할

• 2019년 말까지 3,000척 이상의 선박이 스크러버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700척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IMO 2020 SOx 규제를 앞두고 컨테이너 선사들은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임
- MSC는 자사 선대에 스크러버를 집중 장착하고 있으며, ONE 등 타 선사들은 저유황유(LSFO)
사용을 추진 중이지만 어느 것이 성공적일지는 미지수임

• Drewry 관계자에 따르면 독립 선주들이 스크러버 장착 추가비용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적합유를 사용하거나 용선료를 인상하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IMO 2020 SOx 규제 대응에 따른 선주들의 다양한 전략은 내년 이후 채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 MSC, Evergreen 등은 스크러버 장착비율이 높은 선사들이며, CMA-CGM, HPg-Lloyd 등은
저유황유 사용을 결정함

• 총 380여척의 컨테이너선에서 스크러버가 장착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인도예정인
150척의 선박이 스크러버를 장착하였음. 척당 비용은 약 500만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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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loyd’s List ‘19.8.2)

추가 설치되어 2023년에는 3,739척이 스크러버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함
• 해운회사는 운영비 중 유류비용이 큰 대형 벌커와 탱커 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지난 6월의 두 배인 33척의 탱커가 개조 중으로, 7월 40척의 벌커선과 31척의 컨테이너선이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운항을 잠정 중단함
• 한편, DNV GL에 따르면 배출가스 정화장치(Exhaust Gas Cleaning System, EGCS)는 세계
5대 업체*가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스크러버 사용은 연료유 가격과 1일 4백만 배럴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많은 해운사가 선박용 경유(MGO)보다 초저유황유(VLSFO)를 사용할 계획**
임을 밝힘
* 바르질라(Wartsila), 알파라발(Alfa Laval), 에코스프레이(Ecospray), 야라마린(Yara Marine), 파나시아
(Panasia) 순서임
** 현재 2020년 1월 로테르담 0.1% 선박용 경유와 0.5% 초저유황유 가격 차이는 톤당 $117.5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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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배터리 하이브리드 선박 인도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8.2)

호르무즈(Hormuz) 해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제
해운업(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8.3)

• 노르웨이 조선소 Ulstein Verft社는 세계 최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리인 Color Hybrid를

• 최근, 세계 최대 원유 수송 항로인 중동 호르무즈(Hormuz) 해협*에서 노르웨이와 일본 유조선

자국 크루즈 및 페리 선사인 Color Lines에 성공적으로 인도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해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페리는 길이 160m, 폭 27.1m로 2,000명의 승객과 30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와

-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호르무즈

스웨덴 사이를 운항할 예정으로, 배터리는 5메가와트급으로 약 65톤에 달하며, 1시간에 충전

해협을 지나는 자국 회사 선박에 대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일부 일본 선사는 항로 재검토까지

가능함

고려 중임

- 2019년 8월 9일 첫 항해 예정으로, 소음과 배기가스를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분쟁 원인은 2018년 5월 미국이 발표한 “이란 핵 합의**” 탈퇴에 있으며,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Hormuz strait) :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인 오만의 비지(飛地,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땅으
로 월경지라고도 함)이며, 너비는 약 50km인 세계적인 해협으로 세계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함
** 이란 핵 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중국 ·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 협상 합의를 함

3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5

국제해사소식

해체선박 가격 약 2년만에 최저수준, 탱커시장 회복 지연

미쓰이상선, 메타네이션 연료 개발 참여

(출처 : Lloyds List, ‘19.8.5)

(출처 : Kaiji Press, ‘19.8.6)

• 해체선박 가격이 2017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으로써 4분기 성수기를 앞둔 탱커시장

• 미쓰이상선은 2050년 이후 온실가스(GHG) 배출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대체 선박 연료로서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음
- 8월 첫째주 기준 카라치 및 치타공 지역의 해체선박 가격은 LDT당 $388.75~ $402.25 수준으로
2017년 11월 20일 이후 최저수준 기록함

• 이는 탱커 운임폭락으로 선박 해체가 증가했던 2018년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작년에는 228척
(2,100만 DWT)의 탱커가 해체됨으로써 2017년 137척 대비 2배 가까이 해체량이 증가하였음
- 2019년 현재까지는 55척(360만 DWT)의 탱커가 해체되었으며, 전체 해체선박은 343척
(1,160만 DWT) 기록함
- 선주들은 낮은 해체선가 및 2020 SOx 배출규제를 앞두고 관망세를 취하고 있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메타네이션 연료(합성메탄)에 대해 연구를
계획중임
- 히다치조선 등이 추진하는 CCR(Carbon Capture & Reuse) 연구회에 가입하여 「선박 Zero
Emission 대체연료에 관한 업계간 워킹그룹」을 구성 발표하였음
- 메타네이션 연료는 기존의 LNG 연료 엔진으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미쓰이상선이 운영하는 LNG
연료 추진선과 연동 가능함

• CCR 연구회는 2016년에 설립. 업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조합한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에
실효적인 Carbon Neutral 대책을 제안하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메타네이션 연료는 Zero Emission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서 유럽이나 일본의 전력,
가스회사 등이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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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수의 해운회사 100% 전기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체결

세계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 MSC GULSUN호,
제2 수에즈운하 통항 성공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8.7)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8.12)

• 2019년 8월 6일, 일본의 Asahi Tanker co., Ltd, Exeno Yamamizu Corporation,

• 수에즈 운하의 Mohab Mamish 항만청장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인

Mitsui O.S.K. Lines Ltd. 그리고 Mitsubishi Corporation은 100% 전기추진 선박의 인프라

스위스 MSC社 MSC GULSUN호가 인도 후 첫 번째 항차에 제2 수에즈운하*를 무사히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했음을 밝힘

통항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상기 4개 해운회사는 제로탄소배출(Zero-emission)을 위한 100% 전기추진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e5 Lab Inc”라는 공동 신규회사를 설립함

• “e5 Lab Inc”의 목표는 2021년까지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한 세계최초의 전기추진 탄소배출
제로 탱커를 건조하는 것이며 추가로, 선박의 커뮤니케이션 및 각종 센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원 부족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계획임

- MSC GULSUN호는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23,000 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인도 선박으로
길이 400m, 폭 61.5m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로서, 아시아-북유럽 항로를 정기 운항할
예정임

• 수에즈운하 항만청은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운하의 역할과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MSC GULSUN호의 통항이 운하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제2 수에즈운하 (New Suez Canel) :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기존 수에즈운하(193㎞)에서 중간 72㎞
구간을 새로 건설한 것으로, 이 중 35㎞만 새로 지었고 나머지 37㎞는 운하 폭(160∼200→317m)과
깊이(14.5→24m)를 확대함. 2015년 8월 6일 제2 수에즈운하 개통식을 열었으며, 운하 폭이 좁아 쌍방향 통
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나 새 운하 덕분에 쌍방향 통행이 가능해져 수에즈운하 청은 선박의 운하 통과
시간이 18시간에서 11시간, 대기시간은 8~11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함

2018년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 4,200만 TEU
(출처: JOC ‘19.8.9)

로테르담항 글로벌 데이터통신 플랫폼 발표
• 2018년도 세계 교역량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 세계 50대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5,000억 TEU에 육박함
- 세계 최대인 상하이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4,200만 TEU를
기록함으로써 유럽이나 북미의 최대 항구보다 3배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함
- 인도 및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항만의 처리실적이 세계 50대 항구의 78%를 차지하였으며, 비
아시아 최대항구인 로테르담은 1,450만 TEU를 처리하였으나 상위 10대 항구에 포함되지 못함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8.12)
• 로테르담항은 포트콜(port calls)에 대한 표준화된 글로벌 데이터통신 응용 프로그램인
“프론토(Pronto)”를 전 세계 항구에 제공할 회사인 PortXchange社를 출범한다고 발표함
- 본 회사는 2019년 8월 8일에 출범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할 예정으로,
쉘(Shell)社, 머스크(A.P. Moller-Maersk)社와 함께 네덜란드 외 여러 항구에 동 프로그램을

• 세계 2위인 싱가폴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8.7%가 증가한 3,660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중국의 닝보, 센젠, 광저우가 각각 3, 4, 5위, 부산항이 6위를 기록함

제안할 예정임

• 쉘(Shell)社의 경우 육상 디지털센터에서 실시간 개별선박으로부터 1초에 약 500개의 정보를
받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PortXchange社는 포트콜의 효율을 높이고, JIT(Just-In-Time) 운항을 통해 항만에서
발생하는 선박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3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9

국제해사소식

컨테이너선사들,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 고심
(출처 : JOC ‘19.8.15)

싱가포르 해사청(MPA), 해사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8.20)

• 세계 컨테이너선사들은 배출가스 규제의 영향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 2019년 8월, 싱가포르 해사청(MPA, The Maritime & Port Authority)은 자국의 해사안전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
- 단기적 해결방안으로는 운항개선, 육상전력, 탄소 가격제도 등이 용이한 이행방안이 될 것

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연료, 새로운 선박설계 등은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 투자가 소요
되어 효율적인 배출가스 감축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해운분야는 전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IMO 초기감축
전략에 따르면 세계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50%

관련 6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Maritim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는 해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회사의 지속가능성 창출에 관한 모범사례가 담겨있음.
동내용은 관련 산업계에 유익한 정보로써 활용될 것임
* 유관기관: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GCNS), Singapore Exchange Limited (SGX),
Institute of Singapore Chartered Accountants (ISCA), Ernst & Young LLP, KPMG, PwC Singapore

까지 감축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 IMO는 2023년까지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는 CO2 배출량 40%를 감축하는 중

기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3.5%→0.5%)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의 추가 연료비용은 연간
약 USD 100억에서 USD 15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됨

• 싱가포르 해사청장 Ms Quah Ley Hoon은 동 보고서는 해사산업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MPA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향후 싱가포르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해사안전
관련 건실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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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사단체들, 2020 SOx 규제대응 지침서 발간

중국의 LNG 수입량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출처 : Lloyd’s List ‘19.8.22)

(출처 : Lloyd’s List ‘19.8.28)

• 국제벙커링산업협회(IBIA), 국제선급연합(IACS) 세계 선주 및 선박연료 관련 8개 단체는 2020

• 중국은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가스생산국으로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수입량은

SOx 규제대응 이행지침서를 발간함
- 이는 선원 대상 연료 적합성, 안정성,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과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써 연료유
취급 및 적재에 관한 조언, 연료 사용자에 대한 필수정보의 전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 지침서는 스크러버나 대체연료, 기국/항만국 통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아래 핵심사항을 담고
있음
- 연료유 성분 혼합이 벙커유 생산에 적합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연료유 품질보장
- 공급 연료가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 및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연료
공급자 및 구매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
- 선박 운영자 및 연료 공급자는 현존유와 도입예정 연료유 간의 적합성 검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갖기 위한 운항 관행을 검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셰일가스 및 석탄층 메탄의 국내생산 전망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전통적인 치밀가스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가스 생산량은 2018년 1,490억
CBM에서 2040년에는 3,250억 CBM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이전의 전망치보다 390억
CBM이 낮은 것임

• 국내 석유회사들의 생산장려를 위하여 세일 가스에 대한 자원 부과금을 경감시킨 결과, Sinopec은
2019년 탐사 비용을 41% 늘어난 600억 위안으로 확대함
- 가스 생산확대를 위하여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예산확대 및 탐사 촉진을 위한 7개년계획
(2019~2025)을 수립함

• 2040년까지 중국의 가스 소비량은 6,730억 CBM에 달하여 아시아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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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가안보국,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해운산업
보호를 위한 캠패인 실시

싱가포르 해사청(MPA), 지난 10년간 싱가포르항만 중대
사고 대폭 감소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8.27)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8.29)

• 2019년 8월, 노르웨이 국가 안보국(The Norwegian National Security Authority)*은

• 2019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afety@SEA Week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아메리카, 유럽 및

2019”에서 싱가포르 교통부 수석 관료인 Lam Pin Min은 항만 디지털화 및 선원 역량 증진을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상 보안 캠페인을 시행함

통해 항만의 중대 사고(Major incident)가 매우 감소했다고 밝힘

• 캠페인을 통해 선박과 해운사에 전달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관리와 현장 운영 부서의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 적어도 6개월이 한 번은 로그인을 통해 보안상태를 확인할 것
- 선박과 육상 시설 간 업무에서, 가능한 한 암호를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일 것
- 직원의 직급과 역할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할 것

- 구체적으로, 2009년 100,000척 선박을 기준으로 0.8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지만, 2018년

0.12건으로 사고율이 80%가량 대폭 감소함
• 싱가포르 해사청(MPA) 측은 선박 항해에 적용되는 E-navigation 기술과 항만 디지털화를
위한 Digital OCEANS 전략이 항만 안전 증진과 사고율 감소에 이바지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해사안전과 항만 효율성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노르웨이 안보국은 2017년 6월, IMO에서 승인한 사이버 공격 위험성 관리(CYBER RISK
MANAGEMENT)에 관한 지침서 “MSC-FAL.1/Circ.3”를 언급하며 선박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화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함
* 동 캠페인은 노르웨이 국가안보국(The Norwegian National Security Authority) 내 속해있는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주최로 노르웨이 선주 협회(The Norwegian Shipowners’ Association)와 노르웨이 해사청(The Norwegian Maritime Authority)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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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규제강화로 금년부터 탱커해체량 증가 예상

방글라데시, 선박해체 사고로 15명 사상자 발생

(출처 : World Maritime News ‘19.9.2)

(출처 : World Maritime News; Lloyd’s List, ‘19.9.3)

• Drewry 보고서에 따르면,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 및 2020 SOx 규제 영향으로

• 2019년 8월 31일, 방글라데시 치타공(Chattogram) 해변에 위치한 선박 해체장(Ziri Subedar

금년도 및 내년도에 활발한 탱커해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BWMC에 따르면, 2017년 9월 8일 이후 건조되는 모든 선박은 인도시 BWTS를 장착해야
하며,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2019년 9월 8일 이후 특별검사 도래 시까지 BWTS를 재장착
(Retrofit) 해야 함
- 이전 건조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주는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Retrofit 시기를
늦출 것이지만 2024년까지가 한도임

shipbreaking yard)에서 무거운 케이블이 해제 중인 컨테이너선*에 떨어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이후, 부상자는 치타공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지역 당국은 해체 사업장에 잠정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를 시작함
* 5,018 TEU 컨테이너선인 CSL Virginia는 2018년 10월 연료탱크가 페리와 충돌하면서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2019년 2월 해체를 위해 방글라데시로 옮겨짐

• 현재 스크러버 장착 탱커의 11%에 해당하는 BWTS 미장착 선박의 경우 Retrofit 진행이

• 방글라데시는 세계 3대 선박 재활용(Ship recycling) 국가이지만 동 사업장에서만 2011년

예상되지만, 전체 탱커의 57%에 해당하는 스크러버 및 BWTS 미장착 선박에 대해서는

이후 7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부분에 적신호가

특별검사 이전까지 Retrofit 여부를 결정해야 함

켜짐

- Drewry는 선령 15년 이상이 되는 이들 선박의 경우 IMO 규제강화에 따라 해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선박 재활용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는 상태로, 2009년 채택된 선박재활용 협약은 아직
비준(ratification)되지 않음

2020 SOx 배출규제로 선박 연료비 30% 상승 전망
(출처 : Lloyd’s List, ‘19.9.3)
• 벙커링 연료 거래업체인 Glander International Bunkering에 따르면, 내년도 SOx 배출규제
시행으로 벙커유 가격은 현재 톤당 USD 550에서 USD 7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벙커유 시장규모는 유가 USD 653억톤 기준 금년도 USD 1,650억에서 내년도에는 USD
2,140억 규모로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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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여 북해항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함

세계최대 전기페리, 첫 상업항해

* 평균 12.2노트 속도로 Cape Zhelaniya에서 Cape Dezhnev까지 2,118마일 항해에

약 7일이 소요됨

(출처 : News Hound, ‘19.8.29)
• 스위스 배터리 제작사 Leclanche社는 최근 자사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최대 완전
전기식 페리선 Ellen호가 덴마크 남부 Søby항과 Fynshav항구 사이 노선에서 첫 상업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언급함
- 동 전기 페리선은 30대 차량과 200명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4.3MWh급 배터리 시스템과
Danfoss Editron社의 모터 시스템을 적용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2,000톤, 질소산화물 42톤,
황산화물 1.4톤, 미세먼지 2.5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고에너지 G-NMC 리튬이온 셀과 Ceramic separator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본선에 도

DNV GL, 해운 부문의 탄소 발생 감축을 위한 유연성
강조(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9.12)

입하였으며, 배터리 시스템은 DNV GL의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과 제품승인
(Product certificate)을 획득함

• Horizon 2020 프로그램 지원으로 개발된 Ellen호는 수주 내로 완전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함

• 2019년 9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19 런던 국제 해운 컨퍼런스(LISW, London
International Shipping Week)에서 국제 환경을 고려하여 해운산업의 미래를 분석한
DNV GL은 “Maritime Forecast to 2050 (ver. 3)”를 발표함
• DNV GL 사장인 Remi Eriksen은 지금까지 해운 부문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는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통합적으로 조직화한 규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함

러시아 LNG 연료추진 유조선 북해항로 횡단
(출처 : Lloyd’s List, ‘19.9.3)

•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료의 변환 및 효율성이며, 이를 위해서
선주와 연료 운용사가 선박의 연료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연료의 공급
및 적용 기술을 관리해야 함을 역설함

• 소브콤플로트(Sovcomflot)社는 아프라막스 LNG 연료추진 유조선이 성공적으로 북해항로
(Northern Sea Route, NSR)를 횡단*하였으며, 대형 유조선으로는 처음 쇄빙선의 도움 없이
무르만스크(Murmansk)항에서 중국까지 원유를 운송하였다고 밝힘
• 항해 중 날씨와 얼음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Vilkitski Strait의 거대한 빙산(Iceberg)을 피하고,
Wrangel 섬 북쪽의 새로운 항로를 택하여 Long Strait의 집중된 얼음을 피하도록 항로를
잡음
• 동 회사는 현재 6척의 LNG 연료추진 유조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중유(HFO)를 사용하는
유조선에 비해 약 30%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힘
• 지구온난화로 북해항로는 선사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달 프랑스
컨테이너선사인 CMA CGM社는 기름유출과 야생동물과의 충돌 등과 같은 북극 생태계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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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Telecom社, 해상교통의 미래 통신 수단의 변화
예측(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9.23)

0.5% 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ISO 표준 발표

• 1995년 프랑스에 설립된 위성통신 기술 전문기업인 IEC Telecom社의 부사장 Nabil Ben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20년 선박의 SOx 규제에 앞서 연료유에 대한 기존 사양서를

Soussia는 통신기술의 디지털화에 기인하여 해상교통 부문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며

보완한 0.5% 저유황유 품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인 ‘공개 활용 규격(Publicly Available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Specification, 이하 PAS)’을 발표함

• IEC Telecom社의 해상 담당 부서에서는 아래의 5가지 변화를 예측함
- (VSAT* 적용 증가)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해상 VSAT 시장의 가치는 1.92 빌리언달러
(한화 약 2조 3천억)이며, 2025년에는 5.19 빌리언달러(한화 약 6조 2천억)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자율운항선박) 육상과 같이 해상에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함에 따라 효율적·경제적 화물
운송이 가능하고 이는 해상교통 통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출처 : Lloyd’s List, ‘19.9.19)

• PAS는 새로운 연료의 동점도, 저온성능, 안정성, 인화특성, 촉매미립자(catalyst fines)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과거 선주들은 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표준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으며, 국제벙커산업협회
(International Bunker Industry Association, IBIA)는 SOx 규제이행에 대한 자체 안내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국제해운협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는 새로운
표준을 환영하면서도 PAS에 대한 평가의 공유를 자제하고 있음

- (IoT** 기술 적용) 사물인터넷 기술이 해상운송에 적용됨에 따라 선박으로 이송되는 화물의
관리가 쉬워지고 이에 따른 효율성 및 안전성이 증가, 자연적으로 해상에서의 통신에도 관련
기술이 적용될 것임
- (사이버보안) 해상통신 부문의 디지털화로 인해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수반되는 보안
시스템의 위험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원격유지보수) 시스템의 사고를 피하고자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이 증가하며, 이를
위한 해상부문에서의 통신기술의 효율성 및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

• 해상통신의 범주는 선박 간 그리고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을 모두 포함하여 라디오와
플래그(Flag)로 시작하여 오늘날의 첨단 기술의 적용까지 매우 다양함. 이는 해운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함
*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원격 초소형 안테나와 중앙(Hub)의 중형
안네나와 컴퓨터를 통하여 송수신하는 기술
** IoT (Internet of Things) : 수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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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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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 등장이 선원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보고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19.9.21)

선박 배출가스 규제이행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조선
투자지연(출처 : Lloyd’s List, ‘19.9.25)

• 국제적인 해사안전 연구기관인 Drewy의 최근 보고서 “Manning Annual Review & Forecast

• MSI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벙커연료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 및 규제개발이 선주들의 신조

2019/20”는 선박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에 기인한 자율운항 선박 등장이 선원에게 미치는
영향성에 관해 분석하였음
• 자율운항 선박 등장이 선원에게 있어 아래와 같은 주요 영향을 미침
- 자율운항 기술 발전에 따라 척당 필요 승선 인원은 감소하지만, 선원의 요구능력이 추가되면서
선원의 임금 구조가 변경되고 임금이 증가할 것임
- 선원 구조가 단시간에 바뀌지 않고, 현재 승선 중이 선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필요성의 증가로
자율운항 선박의 친숙 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이 증대될 것임
- 선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항해 당직과 관련하여 자율운항 선박이 이를 대체 가능함으로
휴식시간의 변화 및 인적요소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임

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 함
- 선주들은 미래에 사용될 선박 연료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신조 투자에 대한 관망세를 취할 것이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0.5% SOx 배출규제에 대응하는 연료사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음

• CMA CGM, Evergreen 등 일부 선주들은 GAS 추진 또는 스크러버 장착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였으나, 대부분의 선주들은 IMO 2050 배출감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LNG 연료사용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임
- 동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LNG 및 여타 청정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다른 대안으로
수소연료와 암모니아가 거론되고 있지만 범용성에 문제 제기
- 기준연료 사용보다 스크러버 장착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스크러버 장착선박은
3,500여척으로, 전세계 운항선박 50,000~80,000척에 비교시 일부분에 해당

•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대부터 2020년 2분기까지 탱커선, 벌커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등 4대 선종의 공급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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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
국내 3ㆍ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해수부,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한다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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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안하여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 ①적절한 경계, ②안전한 속력 유지, ③충돌위험성 판단, ④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⑤추월 시 지켜야 할 항
행방법, ⑥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⑦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⑧제한된 시계
에서의 항법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2016. 10.)하였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 국제해사기구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유, 유해액체물질, 분뇨,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1973년 채택한 국제협약
**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ㆍ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2차 유발물질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항만ㆍ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황 함유량 기준 3.5% → 0.5% 강화 시, 연료유 1톤당 약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약 86% 감축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9일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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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까지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수부, ‘항만ㆍ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 50% 이상 감축 목표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항만ㆍ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심의ㆍ확정하였다.
아울러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 『항만ㆍ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3월에는 『항만지역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LNG추진 청항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하고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0. 1. 1. 시행)과 함께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그러나, 주요 대책이 내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 및 영향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정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이전에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만ㆍ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관공선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사업을 예선까지 확대하고, 펀드·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항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0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여
항만 인근 지역주민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 2016년 : 34,260톤 → 2022년 : 16,000톤 미만

현행 대책(‘18. 1.)과 비교할 때 적용대상을 강화ㆍ확대하거나 시기를 앞당긴 대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
우선,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
기준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을

70% 이상을 친환경화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할 계획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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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12개 항만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연도별 설치계획도 올해 말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하는 선사에

현행대책'18.1.25) 대비 주요 강화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참고로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세계 1,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엠에스씨와 현대상선을
포함한 주요 선사 등과 육상전원공급설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환경부 및 항만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하고, 측정 장비와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저감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항만과 어항 공사 현장
중 정부시행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해양수산부도 고농도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여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출입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하역사, 항운노조 및 수협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ㆍ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은 항만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
이다.”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항만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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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추진방향
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에이치라인해운ㆍ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해양수산부는 12일(금)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하여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ㆍ조선ㆍ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LNG 연
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LNG 추진선박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선박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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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가의 일부(약 29억 원)를 지원받는다.
*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ㆍ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주한 외항선박 2척을 포함하여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된다.
* (내항선) 에코누리호(260톤급 항만안내선, 2013),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 2017),
관공선(230톤급 청항선, 2019. 9. 운항예정)
(외항선) 2018년 10월 건조계약 체결 2척, 2019년 7월 건조계약 체결 2척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 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 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
** 선원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선내 시설물(선박설비기준 제3장)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t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
·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ㆍ갱신 교육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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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8. 20.~9. 30.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0일(화)부터 2019년 9월 30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
였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법률 제16308호, 2019. 4. 2. 제정, 2020. 1. 1. 시행 예정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구분

항만구역

그 외의 해역

서부권

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인천 강화도 인근 ∼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남부권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
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
항, 울산항, 포항항

전남 여수 돌산도 인근 ∼ 경북 포항시 인근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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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해역(황 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8.28.~9.20.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
고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이 적용되는 해역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ㆍ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8일(수)부터 9월 20일(금)까지
행정 예고하였다.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항만대기질법 : 2019. 4. 2. 제정, 2020. 1. 1. 시행 예정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현재는 0.05~3.5%가 적용되지만 2020년 1월 1일(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0.05~0.5%로 강화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되어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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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선에 대해서는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자체, 검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무상점검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성능진단(축전지, 냉각수, 윤활유 등), 안전설비 보급 등

세 번째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항 중

최근 5년간 가을철에 해양사고 가장 많이 발생, 해역·선박
안전관리 중점 추진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연안·소형선박 통항량 증가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가을철 해상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기상악화 시 선박운항·피항 요령 및 정박 중 닻 끌림 시 대응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며, 여객선터미널,
항로표지, 항만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통항량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운항자가 기초항법을 준수하는 등 안전운항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항해당직을 철저히 수행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을철은 성어기를 맞아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나고, 추석연휴 기간에 여객선이 증편하는 등
연안·소형선박의 통항량이 증가하고,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라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시기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14~’18)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철에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해양사고 현황('14∼'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가을(3,321건, 30.2%), 여름(2,943건, 26.8%), 봄(2,453건,
22.3%), 겨울(2,274건, 20.7%)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역 안전관리 및 선박관제
강화, ▲여객선·어선 등 취약선박 점검·관리 철저, ▲기상악화 대비 운항통제 및 시설물 점검 철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선박 통항량 증가에 대비하여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항로표지 정비 등의 통항환경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선박운항자 등에게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어선 및 연안 선박 등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한다.
특히, 법정항로, 교통안전 특정해역 등 선박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에서는 항법위반, 음주운항,
불법어로 등 해상교통질서 위해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두 번째로, 여객선, 어선 등 선박 종류별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연안여객선
(165척)은 예년과 달리 일찍 찾아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연휴기간 중에는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19.9.11.~15.)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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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한다
거주ㆍ위생설비요건을 200톤 이상 선박까지 확대 적용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금)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월 16일(월) 『선박설비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선박에 거주 및 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한다. 그간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ㆍ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으로, 독일과의 이번 협정 체결이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해기영어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 지원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연수교육을 마치고 핀
란드 등에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를 마치면 2020년 2월까지 해외승선실습을 거친 후
해외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 국내연수(8. 12.∼9. 11.) → 해외연수(9. 16.∼11. 10.)→ 해외승선실습(2019. 11.∼2020. 2.)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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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야간 선박 통항여건 개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을 위한 LNG 로드 트랙터
시범운행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대 기능상태 전수조사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추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ㆍ당진항 등대 불빛이 밝아졌어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결성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나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대대적인 연안쓰레기 수거 행사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수중 암초에 항로표지 설치로 어민들 숙원사업 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 야간 기능점검 실시

해사안전소식

부산해수청, 야간 선박 통항여건 개선

부산해수청,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을 위한
LNG 로드 트랙터 시범운행 추진

항해자 눈부심 해소, 방파제등대 동시 점멸 등

항만 내 LNG차량 시범운행 및 보급사업 공동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주요 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 등화의 불빛 밝기조정과 동시 점멸 등을
통해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이 등화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항에서 친환경 LNG 로드 트랙터*가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미세먼지없는친환경항만조성과물류비절감을위해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주),
타타대우상용차(주), (주)삼진야드, 한국천연가스ㆍ수소차량협회와 함께 8월 27일(화) ‘부산항

해상의 항로나 위험물 등을 항해자에게 불빛 깜박임으로 알려주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 등화에
대해, 항만 내 일부 구간에서 불빛이 너무 밝아 눈부심이 발생한다는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었으며,

LNG차량의 시범운행 및 보급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트레일러(Trailer)를 견인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

항로표지를 잘 알지 못하는 소형선박의 경우 항로 주변의 등화와 항ㆍ포구 등화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로드 트랙터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차량 4대 및 LNG 엔진으로
교체한 기존차량 2대 등 총 6대가 2020년 1월부터 시범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산해수청에서는 야간 등화의 눈부심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제1항로(북항) 등부표
7기의 고광력 LED 등명기를 일반형 등명기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등명기를 확보하여

친환경 LNG 로드 트랙터 시범운행 사업은 지난 5월 개최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간

다른 주요 항로에도 등명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기존차량 대비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 등 LNG 로드 트랙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알리는 것과 함께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자

또한, 좌ㆍ우 또는 남ㆍ북 쌍으로 배치된 방파제등대 20기는 GPS로 등대 점멸시간을 동기화시키고

시행하는 것이다.

깜박임 주기(등질)를 통일하여 소형 선박에 대한 등화 식별기능을 높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NG 트랙터 및 LNG 엔진전환을 시범 도입하는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항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자 중심의 안전항만으로

선도항만으로서 친환경 청정항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안전한 통항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부혁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은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미국ㆍEU 등도 깨끗한 항만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및 이를 통한 부산항 경쟁력 제고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며, 모든 공사 업무와 연계하여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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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지역 등 대기실 개선에 관한 특별법」(‘20.1月에) 시
행에 대비하여 야드 트랙터(YT) LNG 엔진전환 등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자세한 사항
은 참고 1 ‘LNG 로드 트랙터 시범운행 사업 주요내용’ 참조)

77

해사안전소식

LNG 로드 트랙터 시범운행 사업 주요내용
• LNG 로드 트랙터 신차 및 기존차량 LNG 엔진전환 시범사업

인천해수청, 등대 기능상태 전수조사 추진

- (부산청) 시범사업 대상 차량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을 평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 (BPA) 시범사업 공모(신규차량 4대, 기존차량 엔진교체 2대), 참여 운송사 선정 및 구매보조금 및
엔진교체비용 지원, 항만배후단지에 LNG 충전소 및 정비센터 부지를 제공

해양교통시설의 명칭, 설치위치, 등질, 광달거리 등 변경사항 조사

• LNG 차량 보급활동을 위한 LNG 충전소 건설
- (한국가스공사)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항만 인근 신규 LNG 충전소 건설 ㆍ 운영방안을 검토
등 항만 내 원활한 차량운행 지원

• 신규 로드 트랙터 제작 및 로드 트랙터 LNG 엔진전환 기술개발 등
- (현대자동차㈜ 및 타타대우상용차㈜) 안정적인 차량 보급 및 사후지원, 국내 LNG 차량 양산화
추진
- (㈜삼진야드) 연료 전환기술 개발을 통해 경유 로드 트랙터의 엔진을 LNG 엔진으로 개조하여
LNG 차량 보급영역 확대
* LN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및 홍보(한국천연가스ㆍ수소차량협회)

< 추진 중인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방안 >
- 야드트랙터(YT) LNG 연료전환
- 야드트랙터용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개발 및 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권역에
설치된 관내 등대의 명칭, 설치위치, 불빛의 섬광주기 및 도달거리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가에서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유인등대 4개소, 무인등대 109개소,
등부표 155개소, 전파표지 등 69개소로 총 337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설치된 등대의 각종 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등대표’ 책자에 수록하여야 하고 항해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등대표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어 정확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부표, 전파표지 등 관내 해양교통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해양교통시설 정보 중 ‘등대표’와 사실관계가 다른 정보에 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등대표’ 정보와 일치시켜 선박 운항능률 증진 및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경유 트랜스퍼크레인(T/C) 무공해 전기시스템 전환
-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 선박환경지수(ESI) 인센티브 제도 운영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 먼지흡입차, 살수차 등을 통한 터미널 내ㆍ외부 비산먼지 제거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관내 해양교통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각종 등대 기능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항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국유표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 ‘2019년 하반기 사설항로표지 실태점검’과
병행하여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사설항로표지 402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7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9

해사안전소식

인천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추진

여수해수청,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가을철 성어기 조업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유관기관, 산업체, NGO, 지역민으로 구성. 합동 정화활동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관 내 사설항로표지 367기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연안정화의 날’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산업체, NGO, 지역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를 올해 8월에 구성하여 합동 해양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조업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관내 38개사 367기의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는 여수해양수산청, 여수해경, 여수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여수수협,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한국석유공사, POSCO,
GS칼텍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오일허브코리아, 동서발전, OCI, 지역주민으로 구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는 총 52개사 407기가 있으며, 종류로는 등대 35기,
등부표 130기, 교량표지(주ㆍ야간) 104기, 등주 49기, 통항신호표 38기, 통항신호등 20기,
전기혼 16기, 전파표지 등 15기가 설치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8월 25일 한국석유공사 인근 해안을 시작으로, 8월 29일 여수신항 북방파제, 광양항
우순도 해안, POSCO 인근 해안에서 협의회 소속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220여명과 함께 해양
쓰레기 10톤을 수거하였다.

금년도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3월2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관리실태가 우수한 업체 14개사 40기에 대하여는 하반기 관리실태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정화활동은 협의회 회원사 및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업ㆍ단체 소재지 인근의
해안가를 정화대상 장소로 지정하여 추진한 결과, 종전 정화활동 시 참여율의 3배가 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의 등명기 점등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항로표지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었으며, 특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지적

여수해수청 관계자는“해양 정화활동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

된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부족 및 예비등명기 정기검사 미실시 사항 등에 대하여

이 협의회에 많은 기관 및 업ㆍ단체가 참여토록 독려하고, 해양쓰레기가 모이는 해안가, 접근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기간에 치우지지 않고 하반기 중

어려웠던 무인도 등 관리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일회성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제고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상반기 점검과 동일하게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 소유자 건의사항 수렴 등 지도점검 위주로 실시하여 사설
항로표지도 국유표지와 동일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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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활동 전경 사진

평택해수청, 평택ㆍ당진항 등대
불빛이 밝아졌어요...
등대 불빛 13Km → 20Km로 늘어 시인성 개선, 뱃길 안전 도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뱃길 안전을 위해 평택ㆍ당진항의 주요지점에 위치한 풍도등대 외 2개소

여수신항 북방파제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1

여수신항 북방파제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2

(왜목,전곡항방파제등표)를 현재보다 광력이 증강된 불빛으로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ㆍ당진항은 최근 항만 주변 개발에 따른 배후광으로 인해 야간 항해선박의 뱃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 10개소, 올해 3개소의 광력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등대 불빛은 광도는 기존 400cd(칸델라)에서 3000cd로 밝아져 식별거리가
13Km에서 20Km로 늘어났다.
또한, 평택해수청은 선박 안전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등대 운영상태를 실시간

한국석유공사 앞 T.T.P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1

한국석유공사 앞 T.T.P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2

으로 원격감시하여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이번 등대 불빛 개선으로 시인성이 향상되어 야간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택ㆍ당진항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항로표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양항 우순도 해안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1

광양항 우순도 해안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2

풍도방파제등대 전경

광양지역 해양폐기물 수거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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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통항수역
군산해수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나서
<대장수로>

취약선박 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군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군산·장항항 해상안전질서 확립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고에 취약한 예·부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사례, 항로 횡단에 따른 충돌위험 유발행위 등과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실시된 집중 단속이었다.
이밖에도 불법 선박수리 및 수리시 안전조치 미흡, 항내 무단 정박 실태,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현장점검도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해수청, 군산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단속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① 36-00-17.46N, 126-41-27.69E / ② 36-00-10.97N, 126-41-29.2E
③ 35-59-47.83N, 126-42-23.00E / ④ 35-59-43.22N, 126-42-23.64E
⑤ 36-00-07.51N, 126-41-14.15E / ⑥ 36-00-18.03N, 126-41-06.84E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항만이용자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의 준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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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수로>

군산해수청, 대대적인 연안쓰레기 수거 행사 실시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비응항에서 개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월 20일 군산시
비응항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
① 36-00-17.46N, 126-41-27.69E / ② 36-00-10.97N, 126-41-29.2E
③ 35-59-47.83N, 126-42-23.00E / ④ 35-59-43.22N, 126-42-23.64E
⑤ 36-00-07.51N, 126-41-14.15E / ⑥ 36-00-18.03N, 126-41-06.84E

(해양보전센타)에서 처음 시작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행사로 발전되어
전세계 100여국에서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전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쓰레기가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쓰레기 감축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청, 군산시, 군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내항수로>

군산수협, 육군 35사단 106연대 1대대 등 유관기관, 해양수산 업ㆍ단체와 어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비응항 인근에 혼재되어있는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와 수중침적폐기물을 함께 수거하였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과 정화활동 적극참여 등에 해양수산인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① 35-59-43.43N, 126-42-23.39E / ② 35-59-41.81N, 126-42-27.95E
③ 35-59-22.88N, 126-43-05.34E / ④ 35-59-26.66N, 126-43-08.17E
⑤ 35-59-46.11N, 126-42-29.85E / ⑥ 35-59-47.65N, 126-42-24.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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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해상수중 암초에 항로표지 설치로
어민들 숙원사업 해소
국비 총15억원 투입하여 어민들의 안전한 바닷길 조성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남 홍성군 천수만과 태안군 신진도 앞 해상(암초)에 안전한 항해
바닷길을 조성하는데 국비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항로표지 2기를 신규로 확충·개량하였다고
밝혔다.
등표는 해상의 암초나 수심이 얕은 해역에 설치하여 통항선박에게 위험구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해상의 교통신호등으로서,
이번 새로 설치한 홍성군 천수만 죽도 남방 해상의 암초는 평시에 물에 잠겨 드러나지 않아 주
변을 통항하는 선박에 큰 위협이 되었으나, 이번 항로표지 확충사업으로 직경 6m, 높이 11m의
등표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27년간 태안군 신진도 남방해상의 암초(행여)에 세워져 바닷길을 지켰던 등표
가 오랜 기간 풍파로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시인성이 떨어져 새로운 구조물인 등표(직경 8.5m,

천수만검은여등표

행여등표

높이 22m) 새 단장하게 되었다.
대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행위험요소에 항로표지시설
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충남의 아름답고 안전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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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여객선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
야간 기능점검 실시

점검 항로 현황

목포↔제주 여객선 항로 등대 불빛 현장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6일부터 목포와 제주를 오고가는 여행객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을
위하여 등대불빛에 대한 야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목포항과 제주항을 항해하는 대형 여객선들에게 바다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항로표지 66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선장 등 운항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평소 항로표지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 도출 시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목포와 제주의 정기여객선은 산타루치노호와 퀸메리호로, 1일 2회 왕복운항하고 있으며
승객 2천여 명을 운송하고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객선 항로의 특별 야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항로표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항항로(184km) 및 항로표지(6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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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 제정·개정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설비기준

주요법령 제 · 개정

험기관 등과 기술 관련 이해관계가 없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강화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2019. 7. 1]

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별표 2의2)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전공 분야별로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에 불필요한 조명시설 및 방음시설 등은
지정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정비함.

대통령령 제29881호, 2019. 6. 18, 일부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 승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I. 개정이유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5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별로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 승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평형수 관련 유해수중생물 유입 통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제2조)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등은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선박평형수를 같은 해역에서 주입하고 배출하는 선박 등은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규정 및 선박
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별로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정함.
나. 전문연구기관의 범위 확대(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평형수 관련 유해수중생물 유입 통제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범위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다. 전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강화(별표 1)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의 독립성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시험기관은 손해배상 업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체계를 갖추고, 형식승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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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88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ㆍ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법 제
6조 및 제8조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제4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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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 일반기준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유지할 것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품질경영체제 관련 인증(ISO 9000시리즈)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국제표준기구의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관련 인증(KS Q ISO/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IEC 17025)

6. 선급법인

나.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손해배상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할 것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
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개발 또는 특허와 같은 이해관계가 없을 것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위한 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별표 2의2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레코더(VTR),
컴퓨터"를 "각 강의실마다 컴퓨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교육자료 등을"을 "교육매뉴얼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제조와 관련된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 교육자료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실습교육용 시뮬레이터 등 장비를 갖출 것(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학 분야 전문인력 2명 이상

별표 2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을 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다만,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야에서 본문의 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 분야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생물학 분야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나. 화학ㆍ환경 분야

1) 화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전기ㆍ전자 분야

2) 화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ㆍ기계 분야

3) 화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별표 3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2

1)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00만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응용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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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있는 사람
6)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관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1)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해양수산부령 제351호, 2019. 7. 1, 일부개정

있는 사람
4)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I. 개정이유
◇ 개정이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
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52호, 2018. 12. 31. 공
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절차 및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평형수처리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시기(안 제10조)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는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함.
나.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안 제12조의2 신설)
선박평형수교환설비를 이용한 선박평형수의 배출이 허용되는 시기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까지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독립시험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안 제13조의2 신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일부 원양어선 등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 대해서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해당 방법에 따른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의 배출을 허용함.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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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하던 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선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함.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 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용적을 말한다.

마.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안 제31조의2
신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여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독립
시험기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류 및 독립시험기관의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여부를 신청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결정ㆍ

1.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통보함.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바.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33조의3 신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등

4.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함.

제3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탱크의 총용적(이하 "선박평형수 용량"이라 한다)"을
"선박평형수 용량"으로 한다.

사.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기준(안 별표 5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 관련 국제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단계적으로 2024년 9월 8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를 "전까지"로, "

설치하도록 하고,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은 건조 시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

설치하도록 함.

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아. 자문단의 구성 등(안 제37조의7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생물학ㆍ화학ㆍ기계ㆍ기관 등 관련 분야의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해양수산부 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
를 할 수 있다.
2.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
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II.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351호

3.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
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호"를 "법 제6조제1호 본문"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인)
제12조 중 "법 제6조제1호"를 "법 제6조제1호 본문"으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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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완전하게 살아있거나 일부 손상을 받았더라도 신진대사가 가

제3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를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

능한"을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로, "해당 변경 부

가진"으로 한다.

분에 대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5항 후단"을 "법 제
17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

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

법을 말한다.

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중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
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로 한다.

1.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제16조의3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
에"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에"로 한다.

인정하는 서류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
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
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
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
다)의 내용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
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

제19조제1항제6호 중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되, 선박의"를 "선박의"로, "작성하고"를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
어가 아닐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
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7항"을 "법 제17조제8항"으로 한다.

4.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
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의2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육상시험

제32조제3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나. 선상시험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30조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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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33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

1.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
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후단 중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
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험장비"를 "시험시설 및 장비"로, "시험설비"를 "시험시
설 및 장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시험장비"를 각각 "시험시설 및 장비"로

제43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
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

제46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
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을 "선장, 선박소유
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
해야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
기관"이라 한다)"을 "독립시험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다)
1의2. 선급법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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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본문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수산부, 한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조일 및 제조번호"를 "제조일, 제조번호 및 시험일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별표 1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제36조제4항 관련"을 "제36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6 제3호 중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제4항"을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선박평형수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6항"으로,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6항"을 "「선박평형수
(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7항"으로,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선박
담당부서)"을 "지방해양수산청(선박 담당부서)"으로 한다.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해사기술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수산부,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7항"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수산부, 한국

관리법」 제17조제8항"으로, "17.7"을 "17.8"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수산부, 한국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ㆍ제5항"으로, "19.5"를 "19.2"로, "37.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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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 15조 관련)

"36.2ㆍ36.5"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선박
담당부서)"을 "지방해양수산청(선박 담당부서)"으로 한다.

1.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해양환경관리법」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선박
담당부서)"을 "지방해양수산청(선박 담당부서)"으로 한다.

1)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019년 9월 8일 이후에 받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나) 2014년 9월 8일 이후 2017년 9월 8일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2) 2017년 9월 8일 이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
해야 하는 경우: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019년 9월 8일
전에 받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나.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 외의 선박은 2024년 9월 8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

2.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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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
1. 공통서류

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제2항 관련)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형식승인시험계획서
1)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1. 생물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선박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가.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 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나.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다.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정 및 보고사항

2. 화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조ㆍ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가. 화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한정한다)

나. 화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업체의 개요(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다. 화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포함한다)
마.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위해성평가 또는 생태독성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양학ㆍ생물학ㆍ화학ㆍ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형식승인시험의 종류별 서류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기준에서 형식승인
시험의 종류별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서류로서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해양학ㆍ생물학ㆍ화학ㆍ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양학ㆍ생물학ㆍ화학ㆍ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 또는 기관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ㆍ전자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응용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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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113

주요법령 제 · 개정

11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115

주요법령 제 · 개정

11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117

주요법령 제 · 개정

11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119

주요법령 제 · 개정

12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121

주요법령 제 · 개정

제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작성권자"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별 작성권자는"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

대통령령 제29880호, 2019. 6. 18, 일부개정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로 한다.

I. 개정이유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공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항행 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액을 종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만원에서 1회 위반 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3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금지되는

③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가 제1항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법제처 제공>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II. 개정문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로,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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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제11조제4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3항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등)"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3호 중 "35도29분60.0초"를 "35도30분00.0초"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국제해사기구ㆍ선박안전기술공단ㆍ선급법인"을 "국제해사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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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
인"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법 제77조
에"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로

코. 법 제73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 법 제110조제2항제4호
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토. 법 제74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할 선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90

150

300

포. 법 제75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할 선박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이 유지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90

150

300

호. 법 제76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
(법 제7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
구. 법 제77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법 제110조제2항제4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90

150

300

300

500

1,000

90

150

300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법 제110조제2항제4호
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도.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 법 제110조제2항제4호
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
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로.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 법 제110조제2항제4호
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모.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법 제110조제2항제4호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보. 법 제67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90

150

300

추. 법 제96조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부칙>
소.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방법을 위반한 경우

90

150

3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5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오. 법 제70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선이 지 법 제110조제3항제22호
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90

150

300

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으로 본다.

조.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추월선이 법 제110조제2항제4호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은 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초. 법 제72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 법 제110조제2항제4호
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
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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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500

1,000

및 추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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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별지 제23호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서. 법 제32조제4항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법 제59조제2항제15호의2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50

100

200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19. 6. 20, 일부개정

I.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
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
항"을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ㆍ제60조제2항ㆍ제64조제1항"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두께측정지정업체ㆍ선급법인
ㆍ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별표 11 제2호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2항의

다.

적용을 받는"을 각각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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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968호, 2019. 7. 9, 일부개정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을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으로, "법 제4조제1항"을

I. 개정이유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별표 2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은 그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위반행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8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 등이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별표 2 제2호서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 대통령령 제29781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2996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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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1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I. 개정이유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5항"을 "법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은 그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기

별지 제3호서식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80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 등이 위험물을 통지할 때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별지 제10호서식 중 "(www.portmis.go.kr)"을 "(http://new.portmis.go.kr)"로 한다.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UN No."란, "CLASS No."란, "품명"란 및 "중량(M/T)"

II. 개정문

란을 작성합니다.

⊙ 해양수산부령 제36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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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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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
한 법률 [시행 2019. 9. 21]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6503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I. 개정이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해상특수
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I.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6503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제16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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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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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1]

별표 3 제3호 중 "국제특별해역"을 "국제특별해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국제산적화물코드"를 "국제산적화학물코드"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바목가) 후단 중 "선박검사관이 채취한"을 "채취한"으로 하며, 같은 목 다)(1)
및 (2) 외의 부분 중 "1)가)"를 "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라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호바목1)다)"를 "제5호바목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를 소지한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I. 개정이유

가.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에 따라 운송이 허용된

[일부개정]

유해액체물질만을 운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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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오염방지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톤

다. 제2조제21호에 따른 분리평형수 설비를 갖출 것

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 및 선박의 말소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에

라. 스트리핑 잔류 허용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마. 세정작업 중 화물잔류물과 물이 혼합되지 아니하고 통풍절차 후 화물잔류물이 남지 않게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하는 절차가 포함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갖추어 두고 있을 것

<해양수산부 제공>
별표 6 제3호라목 단서 중 "해양에"를 "해양이나 육상으로"로, "설치하지"를 "배출펌프를 설치하지"

II.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6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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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별표 7 제1호 비고 가목 본문 중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또는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으로서"를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또는 조선소에서 플로팅 도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으로서,"로, "가
목부터"를 "위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비고 라목 중 "가목 및 나목의 유조선 및 유조선이 아
닌 선박"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박"으로 하며, 같은 비고 마목 중 "마목의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이 기관구
역에서 발생하는"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 및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1) 위 마목에 해당하는 선박
2)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3) 왕복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9호 각 목에 따른 고속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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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 또는 제조자가 위임한 자에 의하여 교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별표 7 제2호 표 중 가. 유성평형수의 배출방지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
가)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에만 종사하는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조선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나)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다) 국제협약의 한 당사국 안에서만 종사 (4) (1) 및 (3)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
1)
하는 유조선
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
총톤수
라) 아스팔트 또는 물과의 분리가 불가능
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
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정제유를 운
치할 수 있다.
150톤
송하는 유조선
가 . 유 이상의
성평형
수
유조선 마) 국제항해를 포함하는 연해구역 안에서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의
만 종사하는 유조선
(2) 평형수배출관장치
배출방
지설비

(3) 혼합물탱크장치
(4) (1)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
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
바) 육지로부터 50해리를 넘지 아니하고,
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
총 항해시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된
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유조선
크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2) 합계용적 200㎥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화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물창을 가진 선박
나) 평형수배출관장치
다) 혼합물탱크장치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합계용적
이 1천㎥ 미만인 경우로서 화물창에서 발생하
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
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
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 비고 가목 중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를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로 한다.
별표 8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정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로 교체할 수 있다.
별표 8 제1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화물창원유세정설비는 선박이 최초로 원유운송에 종사한지 1년 후 또는 세 번째 원유운
송 항해를 완료한 시점 중 늦은 시기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비요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9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씨체스트(sea chest)밸브 및 선내측 격리밸브의 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으로서 씨체스트에 화물유관장치가 영구적으로
연결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씨체스트밸브 및 선내측 격리밸브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화물을 적하, 운송 또는 양하하는 동안 씨체스트 밸브와 선내측 격리밸브 배관
사이에는 두 장치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맹판(Blind Patch)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1) 중 "원료유"를 "연료유"로 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3) 중 "최대잔족복원정을" "최대잔존복원정을"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수의 시작부터 최종 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도 복원정 곡선, 최대잔존복
원정 및 복원정 곡선의 하부면적은 3)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20 제1호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선박의 종류

a

산적화물선

961.79

가스운반선

1,120.00

유조선등

1,218.80

컨테이너선

174.22

일반화물선

107.48

냉동화물운반선

227.01

겸용선

1,219.00

b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c
0.477
0.456
0.488
0.201
0.216
0.244
0.488

다.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는 교정 이후 5년 이내 또는 제조자가 정한 주기 중 짧은 간격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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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재화중량톤수/국제
총톤수<0.3

(재화중량톤수/
국제총톤수)0.7
×780.36

재화중량톤수/국제
총톤수≥0.3

재화중량
톤수

3) 202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 중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0.471

따른 수상레저활동에만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1812.63

1405.15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
반선)

인정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합계출력 750킬로와트 미만의 디젤기관

1686.17
재화중량톤수 > 17,000인 경우 :
17,000*
*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
17,000인
경우 : 재
화중량톤
수*

별표 21의2 제1호라목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디젤기관"을 각각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디젤기관"으로 한다.
별표 21의2 제1호마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98

다만,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되는 디젤기관이 기준 3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2를 만족하는 디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1의2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2.16

로로여객선

902.59*
재화중량톤수 > 10,000인 경우 :
10,000*

재화중량
톤수
재화중량
톤수 ≦
10,000인
경우 : 재
화중량톤
수*

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에 2019년
9월 5일 전에 설치된 디젤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디젤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0.381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5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평수(平水)
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의 적용이 제외

액화천연가스
(LNG)운반선
비전통추진 방식을 가진 크
루즈여객선

2253.7

재화중량
톤수

0.474

170.84

국제총
톤수

0.214

되는 선박
2)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사목에 따른 준설선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선박안전법 시행령」(2018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29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선박검사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선박

* 가 표시된 기준선 값은 감축계수 2단계부터 적용한다.
별표 21의2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20의3 중 비고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의"를 "선박급유업자의 상호명,"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6호 중 "
별표 21의2 제1호다목 중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를 "제6조제2호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및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2021

연료유는 ISO3675에 따라 시험될 것"을 "연료유는 ISO3675 또는 ISO12185에 따라 시험
될 것"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6조제1호에 따른 발틱해역 및 제6조제2호에 따른

8. 제공된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8.3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고 제공된 연료유의 황 함

북해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 및 1)부터 3)까지를

유량이 다음의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선박급유업자 대표가 서명하고 증명하는 서류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급유업자 대표는 해당되는 아래 네모 빈칸에 X표로 표기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만 종사하는 길이(「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4미터 미만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2) 선박의 설계나 구조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준 3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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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4.1규칙의 제한 값
-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4.4규칙의 제한 값
- 구매자가 주문한 제한 값 _____% m/m(연료유 구매자의 다음 주문에 따라 선박급유업자 대표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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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 6 제4규칙에 따른 동등물과 혼합하여 사용되는 연료 또는,

로 하고, 같은 쪽 제6.1.2호 중 "선박평형수 배출감시제어 시스템은"을 "기름배출감시제어

.2 부속서 6 제3.2규칙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감소와 규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쪽 제6.1.6호 중 "선박평형수 배출감시제어장치"를 "기름배출감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면제증서 발급)

제어장치"로 한다.

별표 26 제5호바목2), 3) 및 같은 목 5)가) 중 "6m"를 각각 "총 배관길이 18m"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9 제2호 정기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나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또 는"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위임한 자가 발행한 경보장치에 대한 교정 보고서를 준비할 것
별표 29 제2호 정기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마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평형수용 기름 배출
감시제어장치 또는 평형수용 기름농도감시장치"를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
감시장치"로 한다.
별표 29 제2호 제1종중간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다목 중 "다목1) 및 2)"를 "다목1), 2) 및 3)"
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평형수용 기름농도 감시
장치"를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로 하며, 같은 호 제2종중간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중 "대하여 작동시험의"를 "대한 작동시험과 정기검사 다목3)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 29 제5호 정기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 건설기계검사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의 건설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갖추어
둘것
별표 29 제5호 제1종중간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기검사 나목5)의 준비를 할 것
별표 29 제5호 제2종중간검사의 검사 등 준비기준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되는 경우 정기검사 나목1) 및 나목5)의 준비를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0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제2조(국내항해선박에 대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교정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8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8쪽 제6.1호 중 "선박평형수 배출감시제어장치"를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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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내항해 유조선에 대한 화물유 배관 격리설비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9 제6호나목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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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시행 2019. 9. 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52호, 2019. 9. 16., 일부개정

I.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선원거주 및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하며,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근로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선원거주,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구분

현행

개정

제19조

거주제실 설치 위
치(계획만재흘수선
위쪽)

연해구역 500톤 이상

제22조

선원실

국제항해 선박

제32조

욕실・세탁실

연해구역 500톤 이상

제44조

방열설비

국제항해 선박

제45조

냉난방설비

연해구역 500톤 이상

제21조

거주제실 높이

연해구역 200톤 이상

연해구역(국제항해) 200톤 이상

제29조

식당・조리실

연해구역 500톤 이상(냉장고,
냉온음료 설비면제 : 국제항해
1,000톤 미만)

연해구역 200톤 이상(면제 대상
삭제)

연해구역 200톤 이상
(다만, 영해 내의 수역 운항 선박은
현행 기준 유지)

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여객선으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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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연해구역”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으로 한다.

불필요한 선원침대 비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2조제1항중 “여객선을 제외하고”를 “여객선과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
○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51조)

미만 선박을 제외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
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적용 및 시행시기 관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 (현존선) 시행일 전에 건조되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제23조에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거주·위생설비)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적용

항해여객선”이라 한다)
2.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외의 선박

II.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고시 고시 제2019-152호

제29조제1항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단거리 항해여객선 및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에는 설치

2019년 9월 16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제29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를 삭제한다.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를 “에”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표 중 3시간 미만란과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해예정시간

1.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

등판높이
(센터미터)

팔받침너비
(센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현행과 같음)
6시간 미만
(현행과 같음)
3시간 미만
45
5
비고: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해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표 중 적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비
가. 선원 6인마다 1개의 욕실
나. 선원 6인마다 1개의 세면기

제19조제1항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외의”를 “선박외의 선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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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욕실은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것일 것
범선, 관공선, 항해예정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에 대하여
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개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침실마다 1개
의 냉온수용 세면기를 설치할 것.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

비고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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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은”을 “선박 및 영해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국제항해”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및
국제항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위생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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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IMO 회의자료의 체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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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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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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