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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회의명 :   제7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The 7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7)

● 일시/장소 : 2021.2.15.(월) ~ 2.19.(금), 원격회의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5개 회원국 대표 등 총 260명 참석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표준훈련과정의 유효화

●  표준훈련과정 유효화를 위한 세부 논의가 차기 제8차 HTW(’22년)로 연기되었고, 표준훈련과정 계획(’22년 HTW 

8 및 ’23년 HTW 9)만 논의

-  표준훈련과정 유효화 세부작업 수행을 위해 차기 제8차 회의까지 통신작업반(의장: 네덜란드)의 설립·운영을 결정함함

2.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선원증서 대응

●  미국은 해기사 면허발급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현행 STCW 협약에 대한 개선과제(면허와 건강진단서 분리)

를 103차 MSC( ’21.5월)에 제출 계획임을 표명

●  선원의 자격, 교육이수, 건강진단서 등 유효기간 연장방안(’21.3월 종료)에 대한 해결을 위해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논의(재연장 등)키로 결정

*  프랑스는 자국 선원증서의 유효기간을 ’21.6월까지 연장한다는 문서 회람(2.18)

3. STCW 협약 이행

●  사무국은 STCW 협약 당사국들의 해기품질이행평가 보고서의 부정확, 형식 불일치, 정보누락 등 보고체계 문제 

발생 현황을 보고

●  일본은 사무국 차원에서 정보제공 전달 절차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체계(명확한 지침 및 훈련 계획 개발 등)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  미국은 당사국 간의 정보전달 절차 및 의사소통 시스템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설립을 제안

-  노르웨이, 브라질, 필리핀 등 다수의 회원국은 당사국 간의 정보전달 절차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향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통신작업반 설립·운영(의장: 룩셈부르크) 결정

4. 어선원의 자격·훈련(STCW-F) 협약 전면개정 검토

●  우리나라 제출 기관당직 및 해적당직 시행규정마련 의제는 기관당직 시행규정만 개정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

-  해적당직 시행규정은 중국, 인도 등이 지지하였으나,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은 해적당직 수행에 따른 선내 무기반입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 최종 미반영

●  우리나라 제출 어선원의 해적(무장강도) 대응 교육 시행 결의서 제안 의제는 작업반 검토로 위임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차기 통신작업반 검토로 결정

-  ’22년 제8차 HTW 개최 전까지 통신작업반 논의를 통해 결의서 내용 검토 예정

●  어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연장 의제는 다수 회원국의 STCW 협약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최대 3개월 인정(안)으로 결정

-  우리나라는 현행 ‘어선원 노동협약’에 따라 건강진단서를 ‘항해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다수 회원국 주장(최대 3개월 인정) 반영

●  어선 기관사 자격을 위한 경력요건(엔진출력 선택), 어선 길이 12m의 상응 톤수 마련 등 다수 의제는 시간 부족으로 

차기 통신작업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5. 선원 전자증서 사용을 위한 STCW 협약 개정안 개발

●  선원 자격 등의 전자증서 사용(기존 종이증서와 병행)을 위한 STCW 협약 개정안은 차기 통신작업반 결과(~’22년)

에 따라 제8차 HTW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6. 의무승선실습 품질보장 조치 개발 등 논의

●  선원 자격 등의 전자증서 사용(기존 종이증서와 병행)을 위한 STCW 협약 개정안은 차기 통신작업반 결과(~’22년)

에 따라 제8차 HTW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제7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7) 
회의 결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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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 일시 :   2021.3.22.(월) ~ 3.26.(금)

● 장소 : 원격회의

● 참가국 : 85개 회원국 및 Observer 6개국 및 국제해사기구 등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대표

II. 주요 의제 논의 결과

1. 선박운송 화학제품의 오염성·위해성 평가 및 IBC Code의 개정

●  ESPH 27차 작업반 잠정의제 승인 및 GESAMP/EHS 58에서 독일의 제안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이 

제안한 제품(POME technical oil)의 운송 요건을 MEPC 76 승인 후 MEPC.2/Circ.(잠정평가물질목록) List 1 

(순수 또는 기술적으로 순수하거나 전체가 평가된 물질 목록)에 추가 할 것을 결정함

2. 2011 침입 수중생물 이동 최소화를 위한 선박 Biofouling의 통제 및 관리지침(MEPC.207(62))

●  통신작업반은 지침의 활용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지침구조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원활한 지침 초안 

작업을 위해 통신작업반 재개설 및 목표 연도 연장(’21→’23년)을 확정함. 지침구조 수정안을 기준으로 추가 

논의하여 지침초안을 제9차 PPR에 제출하기로 함

3.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  핀란드, 독일은 초저유황선박유* 내 방향족 함량이 블랙카본의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연료유에 대한 품질 기준(ISO 8217)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

* VLSFO : 초저유황선박유(Very Low Sulfur Fuel Oil)

●  블랙카본 저감을 위한 위임사항(ToR, 저감기술 목록화 재검토, 표준화된 측정방법 개발 등)이 마련되었고, 승인을 

위해 제76차 MEPC에 제출하기로 함

4. 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유 사용 및 운반 시,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기준 개발

●  MARPOL AnnexⅠ“Regulation 43A(북극에서 중유 사용 및 운송 금지)”개정안(MEPC 75차 승인)에 따른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두 가지 지침서(안)* 중 최종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시간 부족으로 목표연도를 연장

(’21→’22년)하고 차기 회의(PPR 9)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옵션1) 운항관계자(OP)와 해사관할청(MP) 이해지침을 통합 

   (옵션2) 운항관계자(OP)와 해사관할청(MP) 이해지침을 분리(Section 1,2)

5.  분뇨처리장치의 기록유지 조항 및 수명동안의 성능 확인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기 위한 
MARPOL 부속서 Ⅳ 및 관련 지침의 개정 (의제7)

●  통신작업반은 분뇨처리장치의 성능기준 강화 개정*작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존선 적용범위 및 상세 시험방법 

등 일부 주요 내용의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제8차 PPR에서 통신작업반 재개설 및 목표연도 연장(’21→’23

년)하여 논의하기로 함

* (현행) 형식승인 시 배출기준을 만족하면 이후 선박에서 제약 없이 사용 가능

   (강화) 현행에 더해 설치시험 및 정기적 성능시험 요구사항 추가

6.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계획의 후속 작업

●  통신작업반은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유실 어구(Lost Fishing Gear) 관련, 유실 사고를 기구

(IMO)에 보고하는 MARPOL 협약 부속서 Ⅴ장 개정 제안

▶  논의 시간 부족과 해당 의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의장은 차기 회의(PPR 9)에서 상세 논의하기를 제안하였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함

7. 기타 의제

●  평형수 적합확인 모니터링 장비(CMD, Compliance Monitoring Devices)의 검증 지침 개발을 위해 PPR 8/11, 

PPR 8/11/1, PPR 8/11/2문서 기반으로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였고, 논의 결과는 제9차 PPR에 제출하기로 함

제8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8) 
회의 결과

02



1.  IMCA, ‘Seafarers Delivering Christmas’ 

캠페인 지원

2. 수소의 새로운 무역 통로, 로테르담항

3. 2020 아프리카 해양부문 주요 키워드

4. UN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시작

5.  ‘gCaptain’ 저널이 선정한 2020년 해운의 주요 

이슈 10가지

6.  유럽연합, 신규 연구 프로젝트 Current Direct 선정

7. 베트남, 항만 클러스터 개발에 집중

8. 미국 백악관, 해상 사이버보안계획 발표

9.  Maritime UK, 신임 의장에 ‘Sarach Kenny’ 선임

10. 로테르담항, 육상전력 계획 발표

11.  싱가포르, 해사산업 인력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12.  선주단체, 선박 마약밀매 방지를 위한 지침 소개

13.  아시아 지역의 선박용 연료유 거래량 코로나19 

영향으로 반 토막

14.  개발도상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 논의 착수 

15. 캐나다, ‘해사 사이버 보안 최우수센터’ 발족

16.  Equinor 社, 해양 플랜트를 활용한 대규모 탄소 

포집 프로젝트 착수

17.  해운업계, 선원문제 해결을 위한 넵튠선언에 대한 

성명 발표

18.  크로아티아, 선박재활용 협약(SRC 2009) 비준

19. IMO, 불법 야생동물 밀매 대응을 위한 노력

20. 사이프러스공화국, 선원 백신 접종 공식 제안

21. 해운 산학연, 선원복지 개선을 위한 앱 출시

22.  ‘Human Right at SEA’, 여성 선원에 관한 사례 

연구 보고서 발행

23.  IMO, WISTA와 해사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조사 시행

24.  국제풍력선박협회(IWSA), 풍력 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캠페인 진행

25. 머스크 社, 탄소중립 선박도입 앞당겨

26. 해사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27.  MOL 社, 선박 운항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플랫폼 확장

28.  DCSA, 전자선하증권 도입으로 연간 수조 원 절감 가능

29.  2020년 글로벌 해운發 이산화탄소 배출 1% 감소 

국제해사동향

Ⅱ
M a r i t i m e

     Safet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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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계약자협회(IMCA)*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원 교대 지연 등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을 

위해 해운 관련 다양한 국제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Seafarers Delivering Christmas’ 캠페인을 지원한다고 

밝힘 

-  ‘Seafarers Delivering Christmas’ 캠페인은 ICS, ICMA, IMCA, Inmarsat, INTERCARGO, INTERTANKO, 

ISWAN, ITF Seafarers Trust, ITF, MNWB, Ocean Technologies Group, Seafarers Hospital Society 및 

Seafarers UK 등에서 공동 지원하고 있으며, 응원 영상 제작, 모금 활동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선원들을 격려하고 

있음 

-  IMCA는 지속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특히, 서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선원교대 대기 중인 승무원들과 함께 자발적인 송환 노력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국제해양계약자협회 (IMCA, 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 199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 계약 사안 관련 효과적인 규정을 제안하고 모범 사례 및 지침을 제공하는 무역협회임(홈페이지: 

www.imca-int.com)

●  IMCA 최고경영자 Allen Leatt는 “IMCA는 원양과 근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에게 10분의 

무료 Inmarsat(위성)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

IMCA, ‘Seafarers 
Delivering Christmas’ 
캠페인 지원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0.12.16)

01

Ⅱ.
국제해사동향

●  독일정부는 호주-독일 간 새로운 수소 무역 통로인 로테르담 항구 역할에 대한 타당성 조사(HySupply 프로젝트)

를 진행하기로 함

-  동 프로젝트는 수소에 많은 투자 중인 독일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수소를 

독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HySupply 연구를 완료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자체와는 별도로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여 

독일정부와 호주정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임

●  로테르담 항만청은 항구 전체에 대규모 수소 네트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로테르담을 

북서 유럽 국가로의 수소 생산, 수입, 적용 및 운송을 위한 국제 에너지 허브로 만들 계획

-  필요한 인프라에는 수입 터미널과 파이프라인, 해상풍력 에너지에서 전기 분해를 통한 녹색 수소 생산을 위한 시설이 

포함됨

●  네덜란드계 회사 Nouryon, 영국 석유회사 BP(British Petrol) 및 항만 당국은 이미 전기 분해를 위한 250MW 

전해조(electrolyzer)* 개발을 위한 H2-Fifty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Shell도 150-250MW 전해조를 

계획하고 있음, 두 프로젝트 모두 2023년에 가동될 예정

*  물을 그 구성요소인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하는 전해조(electrolyzer)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여 수소를 만듦

●  한편, 유럽 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  녹색 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고밀도 에너지 연료로 제공되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 석유 화학, 

장거리 운송(도로 및 해상), 철강, 시멘트, 비료 분야에도 적용될 예정

수소의 새로운 무역 통로, 
로테르담항
(출처: Offshore Energy, ’20.12.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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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아프리카 해양부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거나 향후 아프리카 해양경제 성장에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함

●  항만확장 및 개발

-  2020년까지 아프리카는 공공 및 민간에서 총 500억 달러(한화 약 54조 6,000억)의 항만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해안선이 존재하는 아프리카 38개국에서 항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프로젝트 대부분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모로코*, 남아프리카 및 이집트 등 아프리카 

내 세계적 수준의 항구 출현이 예상됨

*  모로코의 땅제메드(Tangier Med) 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항구 순위(Lloyd’s List)”에서 35위를 차지하며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 항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

●  해상 난민

-  서아프리카에서는 점점 더 많은 난민이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대서양을 횡단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음

-  2020년 11월까지 세네갈에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까지 약 18,000명 이상이 경제적 피난처를 찾아 이주하면서 

역사적인 해상이동률을 기록함. 올 한해 최소 500명이 이주를 위한 항해 중 목숨을 잃었고 이는 2019년(210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아프리카 해적

-  케냐는 소말리아 해적 연락그룹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나 소말리아와의 고조되는 외교적 마찰**로 인해 아프리카 

동북부지역(Horn of Africa)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관계가 위태로운 상황

-   국제해사국(The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은 ’20.1~’20.9간 해상무장강도 및 해적행위가 약 40% 늘었으며 

특히 상선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힘

-  해적활동은 보통 정부기능이 부재한 지역에서 빈곤으로 인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주로 자행되었으나, 연료수급의 

중심지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아프리카(특히,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서 빈번해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소말리아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케냐대사 추방 및 자국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케냐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음

2020 아프리카 해양부문 
주요 키워드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0.12.27)

03

●  2021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로 IMO의 해양환경전문가그룹

(GESAMP)*는 기구와 회원국 정부에 해양 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할 예정

 * The Joint Group of Expert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 중 하나인 ‘해양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되며,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전 지구적 해양연구 프로젝트로서 지난해까지 구체적 추진방안이 

수립되고 지난 12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바 있음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IMO의 GESAMP 또한 자문활동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

UN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시작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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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선박·해운 부문의 국제저널인 ‘gCapatin’은 해운 산업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주요 사건·사고를 포함한 기사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하기 10가지 주요 이슈는 순위와 상관없이 나열  

연번 사진 내용

1

▶ 미 해군 군함 해적 깃발 게양 후, 입항

-  미국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 Kidd 호가 워싱턴 항에 입항

하면서 ‘Jolly Roger’ 해적 깃발을 게양함 

2

▶ 도선사 Sandy Hook, 승선 시 사고로 사망

-  미국 뉴욕항의 도선사 Sandy Hook Capt.이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탑승)하다가 Pilot ladder에서 추락하면서 사망함 

3

▶ ITF, 코로나19 위기 속 선원 근로 위기 강조

-  코로나19 사태로 선원 교대가 지연되면서 선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화. 이에, ITF는 각국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

4

▶ 컨테이너 선박, 세계 최대 적재량 기록

-  미국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 Kidd 호가 워싱턴 항에 입항

하면서 ‘Jolly Roger’ 해적 깃발을 게양함 

5

▶ 노르웨이 선박의 Wild Docking(접안)

-  노르웨이의 여객선 MS Nordnorge 선박이 바람이 심한 악천후 

속에서도 노련한 선장 지휘하에 Anchor(닻)를 내린 채로 접안에 

성공

‘gCaptain’ 저널이 
선정한 2020년 해운의 
주요 이슈 10가지
(출처 : gCaptain NEWS, ’20.12.30)

05 연번 사진 내용

6

▶ 모리셔스 해안에서 좌초 및 유류 오염 사고

-  2020년 7월, 일본의 선박인 MV Wakashino호 좌초 사고가 발

생하면서 사상 최악의 해양 유류 오염이 발생    

7

▶ 소형 범선의 중대 항행 규칙 위반

-  2020년 4월, 캘리포니아 스톡턴 근처의 좁은 수로를 통항하던 

유조선 앞에 소형 레크레이션 범선이 항행 규칙을 위반하며 침범 

8

▶ 항만 크레인과 컨테이너 선박 충돌 사고

-  2020년 4월, 부산 신항만 부두에 입항하던 15만 톤 규모의 컨테

이너 선박이 항만의 대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9

▶ 광탄선 스텔라배너호 침몰

-  2020년 2월,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이 브라질 연안에서 침몰하는 

사고 발생. 선원은 모두 무사히 구조됨  

10

▶ 1,800 여개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발생

-  2020년 11월, 일본 컨테이너 선사인 ONE의 1만 4,000TEU급 

'ONE Apus'호가 미국 하와이주 해상에서 악천후로 인해 1,816

개의 컨테이너가 유실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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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Horizon 2020 프로그램* 일환으로 Current Direct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  Horizon 2020 : 유럽연합(EU)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EU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함. Horizon 2020의 차기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EU의 가장 큰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000억 유로 규모로 2021에서 2027년까지 운영 예정

●  동 프로젝트는 선박용 디젤엔진 대신 배터리 전기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로테르담에서 배터리, 연안 충전 

등의 시연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관련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선주의 자본 비용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연간 482,000 M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선주 참여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조선소와 관련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편, 동 프로젝트는 가장 엄격한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인증된 해양 배터리 제조업체인 Spear Power Systems 

주도로 진행되며, 유럽의 해양전기 13개 파트너가 참여할 계획

-  IT 회사 Blackstone Technology는 최첨단 물질을 이용한 3D 프린트로 리튬-이온 전지 제조 비용 절감 예정

-  해양엔지니어링 회사 Foreship은 Current Direct 플랫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극대화할 예정

-  Wartsila는 영국 선급(Lloyd’s Register)의 표준 인증을 받아 모듈형 배터리 컨테이너 및 충전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

유럽연합, 신규 연구 
프로젝트 Current Direct 선정
(출처 : gCaptain, ’21.1.4)

06

●  베트남해양청은 지난 12월 30일 2021-2030년 베트남 항만계획을 발표함

-  베트남에는 대형 국제표준항이 전무하고 소규모 항구는 기반시설이 불충분해 항만 운영 효율성이 다소 낮음

-  동 계획에서는 급증하는 무역수요 충족 및 물류비용 절감을 목표로 주요 항만 및 항만 클러스터*의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 : 다수의 항만 관련 조직 또는 기관이 항만이라는 특정 공간에 모여 항만물류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집적공간이자 체계 (출처 :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항만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해왔으며, 화물수용량 또한 꾸준히 증가해옴

-  2019년 기준 전국에 34개의 항구 및 588개의 선석이 존재하며 연간 총 화물용량은 6억 6460만 톤에 이름

-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베트남 항구는 7억 톤에 가까운 화물을 취급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의 증가세를 보임

●  2030년까지 연간 14억 톤의 화물 취급을 목표로 북부 하이퐁, 남부 바리아붕타우 항 등에 대형 컨테이너선 수용이 

가능토록 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제 표준항구로 개발 예정

-  또한 베트남해양청은 개별 항만 네트워크를 동기화함으로써 해양과 타 운송산업간 연결을 촉진하고, 항만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항만 시스템 개발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6.4-8.6억 달러로 추산됨

베트남, 항만 클러스터 
개발에 집중
(출처 : The Phnom Penh Post, ’21.1.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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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해상운송분야*의 사이버보안을 국토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음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산업 전반의 정보기술(IT) 및 운영기술(OT)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사이버위험에 

대한 취약점 발생

-  이에 미국 정부는 해상보안 강화 및 사이버테러 완화를 위해 2020 해상사이버보안계획을 발표

*  미국에 있어서 해상운송분야는 미국 국내총생산량(GNP)의 25%(약 5.4조 달러)를 차지하며, 총 361개의 항구, 124

개의 조선소, 2만 개의 교량, 5만 개의 항로표지 및 15만km 이상에 달하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각 산업체별 협력

1) 국내·외 기관(해양경찰청, 사이버보안청, FBI 등) 간 정보공유를 위한 메커니즘 형성을 통해 사이버위험 조기 식별

2)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의 협력으로 주요 항구 운영시스템 내 사이버보안 취약점 조사

-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

1)  선박 및 선원안전, 물리적 보안 등 해상보안을 책임지는 연방기관 20개소에 대해 통일된 사이버보안 표준 사용을 

권장

2) 기관 간 상충되는 표준을 제거하고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  해상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증원

1) 항만 및 선박 시스템에 대한 해상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인센티브 지급 등의 투자 필요

●  영국 해양 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연맹기관인 Maritime UK*의 향후 4년(’21~’24)을 책임질 의장(Chair)으로서 

영국 선박설계회사 BMT Group의 CEO**인 ‘Sarah Kenny’가 선임됨

-   부의장에는 런던항만공사(Port of London Authority)의 CEO인 Robin Mortimer가 선임

-   Maritime UK 설립 목적은 첫째, 해양 부문의 세부 산업 간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유기적인 산업 협력을 이끄는 것. 

둘째, 국내·외에 영국 해양산업의 강점 및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셋째,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 간 

발전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을 성장시키는 것임 

*  Maritime UK : 영국의 해사, 해양 레저,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항만 등 해양 산업 부문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기관으로써, 15개 이상의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됨. 최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등 국제 해운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홈페이지: https://www.maritimeuk.org/)

**  BMT Group : 영국의 영국 선박 연구 협회와 국립 해양 연구소가 합병하여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방위 및 

보안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엔지니어링,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업체 (홈페이지: https://www.bmt.org/)

●  의장으로 선임된 Sarah Kenny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의장을 맡아 조직을 위해 일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Maritime UK 사무국과 회원사 간에 다양한 작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또한, 국제 해운의 다양한 이슈 중에 탈탄소화(Decarbonisation)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정부와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감축하고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량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함 

미국 백악관, 해상 
사이버보안계획 발표
(출처 : Digital Ship, ’21.1.11)

08

Maritime UK, 신임 의장에 
‘Sarach Kenny’ 선임
(출처 : Maritime UK 보도자료 & Splach247 
News, ’21.1.4)

09

▲ Maritime UK 회원기관 및 신임 의장 Sarach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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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그린딜(EU Green Deal) 발표(’19.12월) 이후, 로테르담 항만은 2050년까지 로테르담항을 제로-에미션 

항구로 완성시키기 위해 육상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함

●  2020년 10월 로테르담시와 함께 항만당국은 향후 5년내 8~10개의 새로운 육상전력 설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대 하반기에 육상전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함, 또한, 이에 발맞추어 현재 다양한 

육상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해상 크레인 선박에 육상 풍력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유럽 최대 육상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과 

질소, 미세먼지 배출을 없애며 소음 수준을 감소시킬 예정

●  항만당국은 육상전력이 사회-경제적 이점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정박지에 육상전력을 설치할 경우 높은 비용과 함께 배출 저감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전환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로테드담항은 표준화를 고려하되 동 전략과 같이 현지 상황과 비용을 고려한 해운 부문별(shipping 

segment) 맞춤형 접근 방식을 지지함

●  로테르담항은 주변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항만의 배기가스 감축과 함께 해상 운송 영역의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지속 가능한 연료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러한 

연료사용을 위한 벙커링 시설을 구축하고 새로운 안전 체계 및 표준을 개발할 예정

●  또한, 2030년까지 도심 지역의 공공 부두에 정박하는 선박과 자동차 운반선, 여객선, 해양플랜트(offshore 

vessels), 크루즈 선의 90%에 육상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10,000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50%로 공급 목표를 설정함

●  항만당국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프로젝트 보조금이 필요한 상태로 해운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한다면 육상전력에 대한 비즈니스가 개선되고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육상전력 및 

친환경 연료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 면제도 고려 중

로테르담항, 육상전력 
계획 발표
(출처: Offshore Energy, ’21.1.11)

10

● 싱가포르는 국가 예방 접종 전략에 따라 세계 최초로 해사인력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함

●  Sea-Air Vaccination Exercise(SAVE) 계획*으로, 1월 말까지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Sea-Air Vaccination Exercise(SAVE) 전략 : 1월 18일 싱가포르 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가 발표한 항공·

해사 산업 종사자(약 37,000명) 백신 접종 추진 계획

●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는 선원 포함 항해, 연료 보급,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 화물 운송 작업을 포함한 필수 작업을 

수행하고 승선이 요구되는 항만 노동자, 검사관 및 감독관 등이 포함됨

-  백신 접종을 받은 최초의 해사 산업 인력은 도선사인 Loh Kah Wai(55세) 씨 임

●  아울러,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싱가포르 국적의 장기 거주자로서 근해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을 

우선 접종한다고 밝힘

●  항만당국은 백신 접종을 마친 해사인력들의 경우, 보다 완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현재 7일마다 정기검사(Rostered Routine Testing, RRT)를 받는 사람들은 14일마다 검사를 받으며, 14일 RRT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테스트를 받음

싱가포르, 해사산업 인력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출처: Offshore Energy, ’21.1.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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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 클럽* 회원 중 하나인 선주단체(The Shipowners Club)는 선박을 이용한 불법 마약밀매로 인해 선주들에 

빚어질 피해를 우려하며 2018년 당사가 개발한 지침 및 밀수입 관련 IMO 지침(2006)을 소개함

-  Club's Drugs and Alcohol at Sea 지침(2018년도 개정판)

-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의약품, 향정신성 및 화학물질 밀반입 방지, 억제를 위한 IMO 개정 지침(Res. 

MSC.228(82)

*  IG 클럽(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 전 세계 P&I 보험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해외 13개 P&I 보험사 

협의체로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선주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

●  마약밀매는 마약 제조, 유통, 판매를 모두 포함하는 불법 거래를 지칭하며 해상이 육로보다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부분의 마약밀매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짐

-  마약 밀매조직들은 화물선이 대형화되고 물류가 늘어나며 단속이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양화물선뿐만 아니라 낚싯배, 소형보트를 비롯해 자체 제작한 잠수함까지도 활용되고 있음

-  마약밀매에 전 세계 대부분의 항로가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남미, 미국, 유럽 등의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지속적 

으로 마약 운송이 적발되고 있음

●  선박 밀수품 적발 시 선박억류, 벌금, 선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으로 선박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약밀매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해당 지침은 마약밀매를 예방하고 선원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법적 고려사항, 마약 발견 시 선박에서의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www.shipownersclub.com/lossprevention/drugs-and-alcohol-at-sea/

●  아시아 지역의 선박용 연료유 거래량에 관한 S&P Global Platts 社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선박용 연료유(3가지 종류: 180cst HSFO, 380cst HSFO, 0.5% MFO)* 거래량이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선박용 연료유 :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는 고유황 연료유 HSFO(High 

Sulfur Fuel Oil)와 저유황 연료유 LSFO(Low Sulfur Fuel Oil)가 있음. 고유황 연료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3.5%인 

선박 연료유를 지칭하며, 2020년 IMO 황 함유량 제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통계를 살펴보면 선박용 연료유의 전체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저유황 연료유에 속하는 0.5% MFO(Marine 

Fuel Oil)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 배출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함으로써 해당 연료유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코로나19 외에, 선박용 연료유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해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료유 공급을 원하는 

경향으로 인한 거래 방식이 변화하는 점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최대 연료유 거래 업체 중 하나인 ‘Hin Leong Trading 

Pte Ltd.’ 社의 파산 등이 있음

●  선박 연료유 거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한 연료유 거래량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크러버(Scrubber)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의 운항에 따라 HSFO의 수요도 차츰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선주단체, 선박 마약밀매 
방지를 위한 지침 소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1.21)

12

아시아 지역의 선박용 
연료유 거래량 코로나19 
영향으로 반 토막
(출처 : REUTERS News, ’21.1.14)

13

▲ 선박용 연료유 거래량(2019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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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8일 개도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을 위한 Financing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FIN-SMART) 프로젝트의 1차 라운드 테이블 회의(Workstream 1)가 개최됨

●  FIN-SMART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이 IMO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동 회의에서는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의 단기/중기/장기조치의 경제적 영향성(OPEX*, CAPEX** 등), 

조치에 상응하는 전략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각 조치들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되어 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다 핵심적이고 실현가능한 경제적 지원이 개도국의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됨

*  OPEX : ‘업무지출’ 또는 ‘운영비용’이라고 하며 갖춰진 설비를 운영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말함.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와 같은 직접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CAPEX :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함. 

CAPEX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유효수명이 당회계년도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정자산 투자에 돈이 사용될 

때 발생됨

●  FIN-SMART 프로젝트는 현재 개도국의 경제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분석하는 초기 단계로, 2차 라운드 테이블 

회의는 올해 6~7월 중 개최 예정임

●   IMO는 향후에도 개도국의 입장과 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지원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개발도상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 
논의 착수 

14

●  최근, 캐나다 보안업체, 조선소, 교육기관인 넵튠 사이버*, 데이비 조선**, 폴리테크닉 몬트리올***은 해사 분야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5개년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  넵튠 사이버(Neptune Cyber) : 2019년에 설립된 캐나다 해사 전문 사이버 보안 업체

**  데이비 조선(Davie Shipbuilding) : 1825년에 설립된 캐나다  최초 해군조선소로 특수선 건조 조선소

***  폴리테크닉 몬트리올(Polytechnique Montreal) : 1873년에 설립된 캐나다 이공계열 교육·연구기관

●  동 파트너십은 ‘캐나다 해사 사이버 보안 최우수센터’(Canada’s Maritime Cyber Security Centre of Excellence)

를 발족하여 해사 산업 내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

●  해사 분야의 디지털화, 자동화 및 초연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박과 항만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선박 및 항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공격 형태에는 항해시스템 원격 조종, 선박 

위치 추적 방해, 통신 시스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및 랜섬웨어 등이 있음

●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해운선사인 CMA CGM, MSC, Hurtigruten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음

●  최근 IMO는 사이버 보안 관련 협약·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사분야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인증 유지를 위한 연차심사 전까지 안전관리체계(SMS)*****에 사이버 보안 대책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함

****  안전관리적합증서(Document of Compliance, DOC) : 회사의 안전관리체계(SMS)가 ‘해사안전법’에 따라 

심사되고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서

*****  안전관리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 SMS) : 회사가 수립한 안전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조직적·시스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캐나다, ‘해사 사이버 
보안 최우수센터’ 발족
(출처 : Offshore Energy, ’21.1.2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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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2월, 노르웨이의 에너지 플랜트 전문 업체인 Equinor社*는 산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물을 해양 

플랜트 시설을 활용하여 해저 파이프를 통해 대략 100km 수송 후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미화 7천 4백만 달러 

(한화 약 824억) 규모의 사업을 착수하였음 

-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은 화석 연료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여 저장고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지칭. 탄소 저장 위치는 일반적으로 대기로의 탄소 

방출을 방지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지하 지질을 사용함. 동 기술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경감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Equinor 社 : 본사는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 있고 1972년 설립되었으며, Oil과 Gas 관련 에너지 공급 설비망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저장시설의 건설과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관리 포털서비스 업체(홈페이지 : www.equinor.com)

●  해양 플랜트와 육상 산업시설 및 탄소저장소를 연결하는 동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약 100km에 달하는 탄소 

수송용 대규모 파이프(pipe) 설비 구축은 해저 엔지니어링 설비 부문의 세계적인 전문 업체인 Subsea 7社**가 

담당하며, 파이프 설비 구축에만 미화 5천 7백만 달러(한화 약 63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  Subsea 7 社 : 2002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고, 해저 엔지니어링, 건설 및 서비스 회사로 해양 에너지 

산업에 종합적인 건설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홈페이지 : www.subsea7.com)

●  Equinor 社는 동 사업을 통해 운영 초반에는 연간 약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며, 그 양을 점차 

늘려 최종적으로는 연간 500만 톤의 저장을 목표로 함을 밝힘. 동 사업은 2020년 12월에 노르웨이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준공 예정

Equinor 社, 해양 
플랜트를 활용한 대규모 
탄소 포집 프로젝트 착수
(출처 : Rivera News Media,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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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6일 해운 관련 3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선원교대 문제에 공동책임 의식을 

느끼고,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넵튠(Neptune)*선언’에 서명함

-  넵튠선언은 해운공급망 유지에 필수적인 선원에 대한 복지와 원활한 교대를 위해 ① 선원에 대해 백신 접종 우선권 

부여 ② 기존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한 최적 표준 수립 ③ 운항선사와 용선사 간 협력 강화 ④ 주요 거점 간 항공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넵튠(Neptune) : 포세이돈(그리스식)의 로마식 이름으로 바다와 강, 호수와 샘에 이르기까지 '물' 전체를 다스리는 신. 

'넵튠선언'은 선원이 해상운송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역할에서 착안하여 명명되었음

●  아울러 선언문에 서명한 해운기관은 아래와 같은 공개 성명을 발표함

▶  MSC(스위스 해운선사)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각국 정부에 선원교대에 대한 제한조치 

완화를 촉구해왔음. MSC는 선원들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이 평가하며, 동 성명을 통해 선원의 핵심인력 

지정을 다시 한번 강조함

-  Stena Bulk(스웨덴 해운선사) : 선원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선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업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동 선언은 선원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요청함

-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 선주, 용선자, NGO 등의 해운 관련 업계가 동 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선원교대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음. 이를 통해 용선계약서 상에 선원교대에 관한 불가조항을 추가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PSA 인터네셔널(싱가포르 항만운영회사) : 코백스(COVAX)**를 통한 백신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포를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17개의 기관과 협력하여 유니세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힘

**  코백스(COVAX) :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프로젝트로, 유니세프, 항공·지상 운송기업 350개 사와 함께 2021년 

말까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2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운업계, 선원문제 
해결을 위한 넵튠선언에 
대한 성명 발표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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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재활용 협약(SRC 2009)은 선박 해체 시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보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금지

(또는 제한), 유해물질목록의 작성, 선박 해체시설의 정부승인 등 무분별한 선박 해체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선박재활용(해체)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09년 5월에 개최된 홍콩회교회의에서 

채택함

●  크로아티아가 최근 선박재활용 협약(SRC)에 비준함에 따라,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는 16개국임

-  비준국 : 벨기에, 콩고,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가나, 인도, 일본,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나마, 세르비아, 터키

-  협약 발효조건 :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요건은 1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상선 선복량 40% 이상, 지난 10년 기준으로 

비준국의 연간 최대 선박재활용 합계가 전체 선박재활용 합계 대비 3% 이상을 만족해야 함.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는 

16개국이며, 상선 선복량은 29.58%임

●  동 협약은 선박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박의 설계, 건조, 운영 및 유지보수, 선박 재활용에 대한 절차 등 의무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체 예정된 

선박에 대한 위험 물질목록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크로아티아, 선박재활용 
협약(SRC 2009)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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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1일 ‘해상운송을 통한 야생동물 밀수 대응을 위한 아시아 웨비나’가 개최됨

●  동 웨비나에서 IMO 지역 조정관(IMO Regional Coordinator) 조세핀 우란자(Josephine Uranza)는 전 세계 불법 

야생동물의 상당 부분이 선박을 통해 운송되며, IMO가 야생동물 또는 마약 밀수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기관은 

아니지만, IMO의 전략방향(SD) 중 하나인 국제해상무역의 촉진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야생동물 밀수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  한편, 제44차 간소화 위원회(FAL)(’20.9)는 국제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기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임

-  동 웨비나 패널 및 연사들은 IMO의 지침개발 작업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으며, 해당 작업은 불법 야생동물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유도, 모범사례 공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동 웨비나의 주요 연사들은 다음과 같음

-  Kanitha Krishnasamy, 동남아시아 야생동물 보호단체 트래픽(TRAFFIC) 이사

-  Mark Watson, 지속 가능성 그룹 책임자, 스와이어 그룹(John Swire&Sons Limited)

-  Giovanni Broussard,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DOC) 지역 코디네이터, 동남아시아 야생동물 및 산림 범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IMO, 불법 야생동물 밀매 
대응을 위한 노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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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프러스공화국은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방식을 공식 제안함

-  바실리스 디미트리아디스(Vassilios Demetriades) 사이프러스공화국 해운 처장은 IMO 사무총장, EU 교통 담당 

집행위원과 보건 담당 집행위원에게 서한에서 선원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원활한 선원 교대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자국의 협력 의지를 전달함

●  선원 백신 접종 계획에 있어 ▲ 선원의 출신국과 거주국이 상이함, ▲ 이동 제한, ▲ 승인 또는 허가받은 백신 확보 

가능성, ▲ 2단계 접종 절차, ▲ 선원이 백신 접종 후에도 부작용 등의 우려로 일정 기간(대략 20일 이상) 차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

●  이에, 사이프러스공화국은 항행기간(연안/원양)을 기준으로 선원 백신 접종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연안 해운의 경우, 선원 백신 접종 계획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지역적 협력을 통해 동 계획 실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양 해운의 경우, 원거리 운항 선박 자체를 코로나19 봉쇄 구역(Isolated COVID-19 Zone)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동 접종 계획은 주로 연안 해운 선원에게 초점을 맞춤

●  마지막으로, 사이프러스는 선원 승선 전 거주지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선원을 위한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 필요성을 제시함

사이프러스공화국, 선원 
백신 접종 공식 제안
(출처 : Offshore Energy, ’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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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선원 교대와 상륙이 제한되고, 장기간 승선으로 우울증, 자살 등 선원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원을 위한 컨테이너선사 단체(CSSS), 데이터분석 회사, 맨체스터 대학교 및 플리머스 대학교 등의 산·

학·연 컨소시엄은 2021년 2월 17일 선원 복지개선을 위한 ‘Safebridge CrewCare’ 앱(이하 크루케어 앱)을 개발·

출시함

*  2017년 영국 P&I 조사 결과, 선원사망의 원인 중 자살이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크루캐어 앱은 간단한 정신건강 평가, 심리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선사에서 선원의 정신적 위험성을 관찰하고 

선원, 선원 관리자, 상담사 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임

-  심리검사 결과, 1점(저위험)부터 10점(고위험) 중 9점 이상의 선원은 선사로 통보하도록 하며, 국제선박 복지 및 

지원기구(ISWAN)의 선원 상담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SafeBridge 社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을 위해 선원 인터뷰 게재, #BeSafe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화하는 선원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고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크루케어 앱을 개발하게 되었음을 밝힘

●  SafeBridge 社는 크루케어 앱이 선사·선원들 간 중요한 소통 도구로서 선박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 잡고, 선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선원 교대가 적기에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SafeBridge 社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홈페이지: https://www.safebridge.net/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re.touchwa.safebridge.safebridge&hl=en_US&gl=US 

해운 산학연, 선원복지 
개선을 위한 앱 출시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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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월, 영국의 민간단체인 Human Right at SEA*는 여성 선원 Joanne Rawley의 경험을 기반으로 선원 

근로 부문에서 여성 선원이 겪는 어려움, 성 불균형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이 담긴 사례 연구(Case Study) 

보고서를 발행함

-  보고서는 10쪽 분량으로 실제 선원으로 근무한 Joanne Rawley 씨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임. Joanne Rawley 

씨는 영국 출생으로, 2012년 30세부터 승선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선종에서 근무하며 일등 항해사(Chief Officer)

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음

*  Human Rights At Sea : 2014년 4월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주로 선박의 해상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며 관련 정책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임(홈페이지 : https://www.humanrightsatsea.org/)

●  동 보고서를 통해 선박에서 근무하던 당시 여성 선원으로서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나타냄. 그 

외에도 만약 여성 선원이 승선 근무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함

-  여성 선원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중 첫째는 ‘차별’임. 일부 잘못된 인식 및 가치관으로 인해 소수의 여성이 부당한 

처우는 받는 경우가 있음. 둘째는 ‘괴롭힘’으로써 이는 남녀 차이를 떠나 승선 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며, 만약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고함. 셋째는 ‘성희롱’으로써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

●  추가로, 보고서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여성 선원과 이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을 연결하는 멘토링

(Mentoring)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좀 더 활발하고 안전하게 승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Human Right at SEA’, 
여성 선원에 관한 사례 
연구 보고서 발행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21.2.12)

22

●  IMO와 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WISTA International)*는 해사분야에서 여성 종사자의 비율, 직급 분포 등을 

조사하기 위해 ‘IMO and WISTA International Survey 2021’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함

*  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WISTA International) : 해사분야 내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협력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간 기구로 ’20년 IMO 자문지위를 부여받음

●  이번 조사는 IMO-WISTA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것으로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과 관련된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IMO는 2019년 세계해사의 날을 기념하고 해사분야에 여성 진출을 독려하는 총회 결의서 A.1147(31)을 

채택하여 해사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선진화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IMO, WISTA와 해사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조사 
시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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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월, 영국의 선박 풍력 추진 관련 비영리단체인 국제풍력선박협회(IWSA)*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촉진 및 

선박 풍력 추진시스템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Decade of Wind Propulsion’ 캠페인을 진행함. 동 캠페인을 통해 

강조하는 내용은 아래 세 가지임

-  첫째, 다양한 선박 건조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0척 이상의 풍력 추진 대형 선박이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참고로, 현재 국제항해 선박 중 풍력 추진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은 11척임

-  둘째, 풍력 추진시스템 적용 최적화(Optimisation)로써, 해운의 탈탄소화 목적에 적합한 풍력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 

연구 개발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풍력 추진시스템 적용 활성화(Facilitation)로써, 선박에서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기존 선박 연료와 조화로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풍력 추진의 이점을 강화해야 함

*  국제풍력선박협회(IWSA, International Windship Association) : 국제 해운에서 풍력 추진 적용 및 관련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약 130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영국에 본부가 있으며, 선박의 

풍력 추진과 관련된 기술 및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 

●  국제풍력선박협회(IWSA) 사무총장인 Gavic Allwright는 해운 분야에서 선박의 탈 탄소화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풍력 추진시스템이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추가로,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선박 추진시스템을 최적화할 경우 최대 30%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함을 밝힘

국제풍력선박협회(IWSA),
풍력 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캠페인 진행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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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社는 2023년 바이오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탄소중립**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도입할 예정이라 밝힘

-  동 社는 초기에 탄소중립 선박 도입을 2030년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술의 발달로 이를 7년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으며, 

연료공급이 용이한 노선에 선박을 투입해 운항할 계획이라 전함

*  바이오 메탄올 : 선박 연료로 곡물을 발효시켜 생산하며, 연소 시 석유와 달리 이산화황 등의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음

**  탄소중립 : 기업이나 개인 등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  한편, IMO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25년 최소 30% 이상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채택한 바 있음

●  머스크 社는 이러한 탈 탄소화에 앞장서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로 대체 연료가 내재하고 있는 기술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사로 하여금 탄소 감축 전략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함

-  2014년 기준, 해운 분야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약 3%에 달하는 9억 6,1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를 배출함. 다만, 선대규모 및 화물량 증가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 추세임

 *  2010년 대비 선대규모·화물량 157% 가량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1% 감소(아시아  -  인도, 아시아  -  지중해 

항로에서의 배출량은 12% 감소) 

머스크 社, 탄소중립 
선박도입 앞당겨
(출처 : Good News Network, ’21.2.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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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사무국은 해양 쓰레기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글로벌 해양 환경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 DPP(IMO’s Department for Partnerships and Projects) 부서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대외 협력 활동을 전개함 

-  DPP 부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IMO 차원의 기술협력, 외부 프로젝트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Global Industry Alliance(GIA) 활동을 지원함. GIA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적 협업 공동체임

●  DPP 부서의  ’21년 사업 중 하나로, 싱가포르 해사주간 행사 內 ‘IMO-Singapore Future of Shipping Conference’ 

개최를(4월 23일) 계획하고 있으며, 동 컨퍼런스에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할 예정임

●  DPP 부서는 향후 개발도상국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시행 및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과 기관은 IMO 사무국(partnerships@imo.org)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함

해사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26

●  ’21년 2월 일본의 대표적인 해운회사 중 하나인 MOL(Mitsui O.S.K. Lines) 社*는 선박 운항 데이터 관리 

전문회사인 ShipDC 社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IoS-Op) 관리 대상에 자사 선박 180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결정했음을 밝힘 

*  Mitsui O.S.K. Lines (MOL) : 187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도쿄에 있음. 약 740척의 선대를 운영하는 일본 3대 

대형 컨테이너선사(NYK, MOL, K-Line) 중 하나임

●  ShipDC 社 측은 선박 운항 데이터 플랫폼(IoS-Op)이 아래 그림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선박 운항 

데이터 증가에 따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선박의 안전 및 경제적 운항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힘

MOL 社, 선박 운항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플랫폼 확장
(출처 : Sea News, ’21.3.1)

27

IoS-OP(Internet of Ships Open Platform)

●  ShipDC 社의 선박 운항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항모델 개발 등 

다양한 운항 서비스 제공 가능 

●  선박 운항에 관한 규제를 실제 운항 자료와 통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선박 운항 

기준 개발 

(이미지 제공 : ShipDC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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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A*는 해운업계 내 전자선하증권(이하 eBL)** 채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eBL을 50%까지 

도입할 수 있으며, 연간 40억 달러(한화 약 4조 5천억 원)의 컨테이너 운송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

-  항공업계는 전자화물운송장(eAWB) 도입 10년 후 68%의 보급률을 달성하였으며, 전자항공권 및 전자탑승권 발행 등 

서류의 전반적인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해운업계에서도 eBL로 시작하는 전자문서 표준화가 국제무역의 단순화와 

디지털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DCSA : 디지털컨테이너해운협회(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디지털 표준화를 

목표로 2019년 설립됐으며, 현재 머스크·하팍로이드 등 글로벌 선사가 회원사로 있음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 선박에 해당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운송인이나 선장 등이 서명한 서류로, 이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짐. 전자선하증권(eBL)은 종래의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던 방식을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변경한 것

●  eBL에 대한 개념은 30년 전부터 등장했으나, 서면에서 전자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서면 거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에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세계 2위 해운선사인 MSC 社는 2020년부터 전자선하증권의 시범 운영을 시작함

●  DCSA 측은 비용적인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와 거래 은행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채택을 미루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업무의 효율성, 혁신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eBL 채택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힘

DCSA, 전자선하증권 
도입으로 연간 수조 원 
절감 가능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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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예테보리 소재 해상데이터 제공업체인 ‘마린벤치마크(Marine Benchmark)’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작년 글로벌 해운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도 1% 감소했다고 밝힘

●  크루즈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 감소하였으며, 여객선과 로로선의 배출량도 각각 급감하면서 전체 선박 

배출량이 감소함.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빅3’(탱크선,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함(아래 

그래프 참고)

-  컨테이너선의 배출량은 1.2% 감소했으나, 탱크선과 벌크선의 배출량 증가로 상쇄됨

●  본 연구의 연료 소비량은 연료 소비 주 요소인 ▲ 선체, 엔진, 프로펠러 설계, ▲ 배수량, 속도, 선체 오손(fouling), 

▲ 수리(hydrological) 및 기상 여건을 토대로, IMO 등록선박 중 선령 10년 이상 선박의 시간별 A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 알고리즘으로 계산함

*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2020년 글로벌 해운發 
이산화탄소 배출 1% 감소 
(출처 : OFFSHORE ENERGY,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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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 국적선사, 최초의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2.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3.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4. 항만 배후단지에 한국형 뉴딜사업 시동, 물류센터가 스마트해진다

5. 한국형 친환경선박, 세계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

6. 바다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찾는다

7. ‘해양사고 30% 저감’ 꿈 안고,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출항!

8. 친환경 LPG 추진선박 건조 가능해진다

9.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줄인다

10.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11. 해수부, 국적선사와 함께 수출물류 지원 계속한다

해사안전정책동향

Ⅲ
M a r i t i m e

     Safet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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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0년 12월 23일,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 정기선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해운동맹(이하 ‘K-얼라이언스*’)을 구성하기 위해 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K-얼라이언스’는 선사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명칭 변경 가능

이번 체결식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시한 얼라이언스 구성 방안에 국적 정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해운연합(KSP)**에 소속된 국적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사되었다. 

 **  ‘K-얼라이언스’ 구성은 한국해운연합(KSP)이 추진·참여하는 1차 ’17~’18년 항로 구조조정, 2차 ’19.12월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 부문 통합 이후 3번째 선사 간 협력 프로젝트

특히, 동남아 항로를 운항 중인 11개 국적선사 중 1차적으로 한국발 동남아 항로 선복량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5개 선사가 우선 참여하면서 ‘K-얼라이언스’ 정식 출범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적선사만으로 구성된 해운동맹을 맺는 최초의 시도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6개 선사는 ‘K-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운항 등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정회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존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발 동남아 항로 정기선 시장에서 국내외 선사들이 보유한 선복량은 약 48만 TEU로 이 중 우리 선사들은 

40%에 해당하는 약 19만 TEU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점차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K-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게 되면 한국해운연합 설립 이후 추진한 국적선사 간 노선별 중복투입 

선박 감축 등 항로 구조조정과 2개 선사를 통합한 사례와 달리 보다 강화된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사 간 협력을 도모하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특히, 중복된 운항일정 조정으로 과당경쟁이 해소되고, 신규항로 개설로 운항노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복 공유로 동남아 항로 특성상 중요 요건인 운송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효율·저비용의 신조선박 공동발주, 터미널, 야적장 등 

해운항만 시설 공동 계약, 컨테이너 장비 공동 사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HMM, SM상선과 아시아 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금상선과 팬오션, 흥아라인이 

동맹을 맺게 됨에 따라 아시아 역내 화물을 집하하여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등 원양항로로 운송하고, 원양항로 화물을 

환적하여 아시아 역내에 분산 운송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얼라이언스’는 향후 필요시 아시아 역내 외국적 선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디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K-

얼라이언스’는 규모화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아시아 역내에 진출한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동남아 항로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미참여 국적선사와도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국적선사들도 ‘K-얼라이언스’의 성과를 확인한 후 참여를 확대해 

국적선사들의 규모화된 시너지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K-얼라이언스’의 조기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적인 국적선사 

지원사업과 달리 신규 선박 확보와 컨테이너 박스 조달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선사가 자부담 없이 선박을 

발주하거나,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선사들은 공동발주를 통해 선가인하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등 다양한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과 

기타 직·간접적인 운영경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서에 참여하는 5개 국적선사는 앞으로 K-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항로별 

최적 운항선대 도출, 선대 확충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이르면 2021년 2분기경 ‘K-얼라이언스’가 공식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에서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붕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원양국적선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우리 해운산업의 나머지 한 축인 연근해국적선사들도 ‘K-얼라이언스’

를 통해 경영안정을 넘어, 단합된 힘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개 국적선사, 최초의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 국적선사만으로 해운동맹을 맺는 최초의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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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K-얼라이언스 구성에 따른 개선사항 및 지원방안

■ 개선사항

■ 지원방안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수) 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 계획이다. 

  *  제1차(1992~2001) 항만기본계획 → 제2차(2002~2011) 항만기본계획 → 제3차(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 →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해수부는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30

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 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6억 톤에서 16억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

 ① 항만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 마련

 ②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 증대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1조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18.7조 원, 민간투자로 18.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확정·고시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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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전국 항만 현황 참고 2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시설 및 투자 계획

■ 시설 확충계획  

구  분 현재 시설
제4차 기본계획

('21∼'30)
공급 목표

화물부두
선석수 825선석 120선석 898선석

하역능력 12억 5,697만톤  3억 9,503만톤 16억 174만톤

국제·연안여객부두 147선석 32선석 161개소

어업지도선/해경부두 5/18선석 8/14선석 12/26선석

국제·연안여객터미널 47개소 8개소 55개소

배후수송망 도로 77.6km, 철도  8.5km

    * 공급목표는 신규시설 조성, 진행 중인 사업 및 기존 시설 기능 폐쇄를 감안한 수치이며, 2030년 내에 완공 또는 착수되는 사업을 포함

■ 총 투자계획  

구  분
투자계획

비 고
(조원) (비중)

합 계 37.1 100.0% 무역항 35.4조원 / 연안항 1.7조원

※  국비 투자규모는 국가재정 여건, 예산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국비 투자금액은 유지보수, 항만 재개발, 마리나, MRG 등의 투자비는 

제외

재 정 18.7 50.4%

민 자 18.4 49.6%

 

■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조원) 부가가치유발(조원) 취업유발(만명)

합  계 83.3 28.2 54.7

무역항 80.3 27.1 53.0

연안항 3.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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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

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24년까지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와 인천항 남항 배후단지

(아암물류 2단지)에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로봇, 사물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통해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설비의 고장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차세대 물류센터이다. 기존 

물류센터보다 피킹(Picking)* 작업시간은 15%, 운영비용은 20% 이상 절감하고 생산성도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고할 상품을 물류센터의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것

  ** 유럽과 미국의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사례

수출입 항만의 경우, 기존에는 화주가 물류센터를 직접 설치해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 활성화로 화물량이 증가하고 

품목도 다양해지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해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고 실시간 재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불 → (’18) 6,750억불 → (’20) 9,940억불(추정)

반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물류센터를 독자적으로 건립·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나 공공기관이 건립해 장기 임대하는 공동물류센터 입주를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인천항과 부산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

개소를 건립해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글로벌 물류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물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물동량 

확보와 중소물류업체 동반성장에 주력하고,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씨앤에어(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 아암물류2단지 내 세관 통합검사장 건립 추진(2023년 준공 예정)

이들 물류센터 건립에는 국비 402억원, 항만공사 938억원 등 총 1,34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먼저 인천항 

물류센터 설계 및 공사비로 36억원이 반영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물류센터를 

공급하고, 부산항만공사도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24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내용 담은 

「선원법 시행령」 시행 -

03

항만 배후단지에 한국형 
뉴딜사업 시동, 물류센터가 
스마트해진다
-  해수부, 부산·인천항만공사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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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되면 공동 수·배송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추고, 무인지게차, 복합기능 

컨베이어벨트, 무인운반로봇(AGV, Automatic Guided Vehicle)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물류기업 전반의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곳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2,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와 4만 TEU의 물동량 창출 및 연간 약 

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운영을 위한 물류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등 입주기업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항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 청사진

참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개요

■ 추진 배경 

-  물류센터가 과거에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급망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진화

- 특히, 전자상거래 등 물류수요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물류센터의 자동화, 시스템화, 로봇화 등 요구 증가

 ☞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 추진

    * Robotics, 빅데이터, IoT, Digital Twin(가상현실을 재현하여 시뮬레이션) 등 물류기술

   **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요 내용

- (이송·적치 자동화) 로봇, IoT 센서 등을 활용, 화물의 물류센터 입출고 및 적치 등 자동화

- (재고관리) 화물의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실시간 재고관리 및 화물의 수요를 예측 

- (시설운영) IoT 및 Digital Twin 기술 등을 활용, 설비의 고장을 사전 감지·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 조성

■ 기대 효과

- 기존 물류센터보다 공간 활용도는 10∼20% 개선, 재고는 15∼30% 감소, 운영비용은 20% 이상 절감

■ 향후 추진계획

- 인천과 부산에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구축 추진(~’24)

장소 추진기간 면적 총사업비

인천 남항배후단지 2021~22년 연면적 51천㎡ 400억(국고 120억)

부산 서컨배후단지 2022~24년 연면적 102천㎡ 940억(국고 2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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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21∼2030)」에 따라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2일(화) 고시하였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

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2월에 향후 10년간 이행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21∼203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시행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LNG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벙커링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고망간강) 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 건조*에 착수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에 나선다.

     *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사업(산업부, 60억원(’21년 예산, 이하 동일)

   **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R&D)(해수부, 39억원)

  아울러,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수소연료의 경우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전력공급 실증 운영)(R&D)(해수부, 72억원)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2,100마력급 LNG-암모니아 혼소엔진 개발) (R&D)(해수부, 13억원)

  ***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해수부, 79억원)

한국형 친환경선박, 세계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 
- 해수부,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고시 -

05 2.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톤급별 친환경 표준선형 설계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어업지도선 9척(678억원), 수산자원조사선 2척(158억원), 순찰선 6척(138억원), 대형방제선 1척(160억원), 

병원선 2척(122억원), 어장정화선 1척(75억원), 청항선 1척(2.5억원), 산림보호단속선 1척(30억원)

   ** 관공선 건조 및 운영(해수부, 7억원)

  ***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규제선도형 자유공모)(R&D)(해수부, 8억원)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따라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 등을 지원한다.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해수부, 40억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해수부, 191억원) 

   **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해수부, 95억원)

특히,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선가 상승(약 30% 이상) 등으로 친환경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항선박의 친환경 전환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여객선 매연·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선박·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 및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하고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등급(1~5

등급)을 부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 수행 가능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 구축)(해수부, 9.3억원)

아울러, 관련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 해상안전 국제협력(해수부, 59억원)

   **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해수부, 7억원)

  ***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해양수산 핵심 기자재 개발)(R&D)(해수부, 6억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라며, “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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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 1.2조원의 해양바이오시장 창출 ▲ 최고 기술국 대비 85% 수준의 해양바이오기술 확보  

▲ 소재 수입의존도 완화(70%→50%) 목표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품화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위주의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및 사업화 연계 강화 

●  해조류 활용 생분해성 어구, 인공참치 등 대체수산물, 3D 푸드 프린팅 수산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 ’21년 1월 14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인데, 현재는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생물 중 1% 정도만 바이오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해양생물을 통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이 국제 현안 해결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Marine biotechnology, 2017),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아 임상 등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재를 대량생산하는 

시스템도 미흡하여 기업의 해양바이오시장 진입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전문인력 

유입은 줄면서 현재 국내 해양바이오시장은 약 5천억 원 규모에 불과하며, 그나마 390개 관련 기업도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서 사업화 성과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① 기업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소재정보 부족 및 대량 

확보 곤란, 제품출시를 위한 인·허가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과, ② 

전략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중점 육성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우수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를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17) 선도국의 

78.6%→ (’30) 85%〕와 소재 수입 의존도〔(’19) 70%→ (’30) 50%〕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① 산업기반 조성과 ②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1. 산업기반 조성

먼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해양생물이 갖는 항암 등 주요 효능 정보를 등급화하여 제공하고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는 등 기업들의 산업화 소재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업계 수요가 높은 핵심소재의 경우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장(테스트베드)과 해양소재에 특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제품화를 지원한다.

바다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찾는다
- 정부,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 발표 -

06   *  해양생명자원 중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분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수행 중

또한, 연구개발(R&D) 성공 후 임상 통과의 어려움, 제품생산 기반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해양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고, 인·허가 절차와 자료 작성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 등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 해양바이오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소재가 

건강식품, 화장품 등으로 제품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해양생물 특유의 점성,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내 

흡수를 높이기 위한 제형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바이오 특성화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의 인프라 연계와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해권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까지 인천항 배후부지에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장기 임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남해권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여 소재 공급기지로 개발하고, ▲ 동해권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기초 및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내 기업 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와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라남도는 해조류 기반 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된 실무 자문과 장비 공유 등을 위해 

프라임제약 등 바이오 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다.

2. 연구개발(R&D) 혁신

수요자의 연구개발(R&D) 참여와 전문가 그룹 간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한국바이오협회와 해양바이오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식품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식품원료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상생형 연구개발(R&D) 체계를 도입한다.

다음으로,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D)을 통해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신소재나 해조류를 활용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어구 등을 개발하고, 유해 플랑크톤을 억제할 수 있는 

해양미생물 소재를 연구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 소재를 집중 개발한다. 

더불어, 양식생물의 유전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우수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육종기술 개발, 인공 참치 등 

대체 수산물*과 3D 푸드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수산식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가공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맞춘 웰에이징·항노화 소재 개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헬스케어 제품 개발 등 새로운 산업소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뉴웨이브 푸드社(미국)는 해조류와 식물성 단백질로 인공 새우 생산, 아틀랜틱 내추럴 푸드社(미국)는 해조류 

혼합분말 등으로 식물성 참치캔 생산 중

이번 전략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 및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기업 및 연구자의 진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양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재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선도할 가시적인 성과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홍합 단백질의 접착성분을 이용하여 흉터없이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생체접착제를 개발하는 등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삼아 해양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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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해양바이오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마련

▶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대표 성공사례 창출

▶ 선도국 대비 기술 격차 완화〔(’17) 선도국의 78.6% → (’30) 85.0%〕

비전

목표

산업기반 조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화

자원 조사

정보 공유

기술 개발

산업화 지원

연안 중심

As is To be

종 정보(학명, 서식지 등)

공공 주도

연구 중심 지원

근해 → 공해 → 심해저까지 확대

산업화 정보(유용성, 기술공정 등)

산업계 수요 기반

산업화 주기별 맞춤형 지원

② 중간소재 대량공급

③ 산업화 지원

-  인허가 지원

- 기술이전 및 제품화 지원

- 권역별 특성화 거점 마련

해양바이오 R&D 혁신

① 성과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

② 문제해결형 R&D 집중 투자

- 해양환경 개선

- 수산업 혁신

- 신소재 개발

참고 2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구 분

자원 확보 범위

정보 제공

DB

전문인력

R&D

개발 분야

소재 

가공비용

인허가 획득 기간

수입의존도

성공 사례

현 행

● 연안 중심

● 종 정보(학명), 서식지 등 학술정보 중심

 *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보 미비

●  해양소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부재

●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중소기업 

중심 R&D 

● R&D 규모(1,000억원) 

●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성 원료 중심

● 육상자원 대비 5배 이상

  *  점성, 이취 등에 기인한 추가 공정 및 청소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평균 인허가 획득기간 6.5년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5년 이내, 신약은 

10~15년 소요

● 원재료 수입의존도 70%

● 해양 유래 건강기능성원료 16건

● 신약 전무

  *  글로벌 바이오신약은 FDA(미국) 7건, EMA 

(유럽) 2건 등 총 9건 개발

 개선('30년 목표) 

● 근해, 공해, 심해저로 확대

 *  확보 종수 다변화, 공해상 자원 확보  → 자원주권 

강화, 산업소재 다양화

● 유효성(생리활성) 정보 제공

●  소재 표준화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 필수 

기술정보 제공

● 해양바이오 특화 재직자 교육

● 500명/년 이상 특화교육 이수

●  바이오협회 등 협력 범위 확대 및 대기업 

참여형 R&D 도입

●  R&D 규모(1,500억원)

● 신약 및 플라스틱 등 화학   분야 신소재 개발

● 육상자원 대비 3배 이하

 *  코팅 등 특수처리 된 해양소재 맞춤형 GMP 

시설 조성(지자체 운영)  

● 4년 이하

 *  식품원료 DB 조성, 대량생산 및 표준화 기술공정 

제공으로 기간 단축

● 원재료 수입의존도 50%

 *  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내자원 유래 물질 

대량생산 기술 개발

● 기능성 원료 허가 50건

●  해양 유래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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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년 1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전국 연안 263개 기지국, 621개 송수신 장치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국에 9개소의 통신망 운영센터를 세우고 시범운영하였으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 29.)』및 시행령(2021. 1. 26.) 제정,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2020. 8.) 마련, 단말기 

보급 지원(2020. 10.) 등을 통해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8개 관련 기관 간 국가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관이 할당받은 무선자원 간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완료함에 따라, 올해 1월 30

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국가통합공공망 : 행안부(재난안전망), 국토부(철도통합망), 해수부(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가 700㎒ 동일 주파수를 이용하여 

구축한 육상·철도·해상의 재난·안전관리 통신망

3톤 미만 선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3톤 이상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한 후 상반기 중 아이폰 앱 사용 심사요청 

예정

1. 육안․경험에 의존했던 과거, 이제 추천받은 최적항로로 안전하게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는 전자해도를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적항로를 추천해 준다. 또한, 항해 중 충돌 및 좌초위험이 있거나 교량을 통과하기 전에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기상(기상청 제공), 주변 선박위치정보, 사고속보, 양식장 및 어장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사고 30% 저감’ 
꿈 안고,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출항!
-  최적항로 추천, 구조요청 시에는 영상연결 등으로 

해양 안전 강화 기대 -

07 구분 현 행 총사업비

전자해도

충돌예방

안전정보

최적항로

● 수동 업데이트(USB 등)
● 육안/레이더/경험에 의존 판단
● 항해자가 해도/책자/팩스 등 확인
● 항해자가 결정

● 실시간 원격·자동 업데이트
● 충돌·좌초 위험/교량통과 자동안내(음성)
● 주변교통상황 등 자동안내
● 내비게이션이 안내(차량 내비와 유사)

 

2.  입출항도 자동신고, 구조요청 시엔 영상통화 연결

바다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구조요청(SOS)을 보내면 바다 내비게이션 운영센터로 영상통화가 자동 연결*

되며, 상선이 관제구역에 진입할 때는 관제실과의 초단파(VHF) 통신채널과 안전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자동 

안내한다.

  * 3월 중 수협, 여객선 운항관리실, 해양경찰청과 연계 시스템 구축 예정

 

또한, 전용 단말기로 선박 간 음성·영상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선의 입출항 자동신고와 위치발신기능도 있어 

단말기 하나로 브이패스(V-Pass)*와 지피에스(GPS) 플로터** 등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선장비도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선의 자동 입출항 신고기능을 대체하며, ｢어선법｣에 따른 위치발신장치로도 인정

  ** 전자해도를 볼 수 있는 장비로서 주로 소형선박에서 사용

3. 100㎞ 떨어진 바다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밀입국 방지도 막아

바다 내비게이션의 운영 기반인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은 국가통합공공망과 연계되어 100㎞ 떨어진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과 수색구조 지원이 가능하고, 해군함정의 원격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용 단말기와 앱(App)의 위치신호를 이용해 군 ․ 경에서 레저보트 밀입국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여객선의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100㎞ 떨어진 해상까지 실시간으로 운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4. 유럽 이내비게이션보다 기술 앞선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유럽은 2010년부터 이내비게션(e-Navigation)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선박 운항자가 항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에 

보내면 육상에서 수심이나 항행경보 등을 보완하여 선박에 회신하고, 이러한 선박별 항로계획을 단말기를 통해  

교환 ‧ 공유하면서 운항하는 형태이다. 현재 6개 센터에서 300척 선박을 대상으로 시험운영(위성통신기반, 통신료는 

선사부담) 중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최적항로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음성으로 

선박충돌 위험을 경보하는 등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이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유럽 

이내비게이션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한국

STM(Ship Traffic Management) 프로젝트

(약 1,200억 원, 2010~2019)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

(1,308억 원, 2016~2020)

①  선박(단말기)에서 항로계획을 수립하여 육상에 전송하면 육상

센터에서 수심, 항행경보 등을 보완하여 선박에 재전송

①  단말기(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수심, 항행구역, 선박밀집도 

등을 자동 분석하여 항로 제공(차량 내비게이션과 유사)

② 단말기를 통해 선박 간 항로계획을 교환·공유 ② 선박 간 충돌위험 경보(음성)

③ 육상센터에서 선박(단말기)에 항행안전정보 제공 ③ 항행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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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국

없 음

  ④ 좌초위험 경보, 교량통과 안내(음성)

  ⑤ 실시간 전자해도 및 자동업데이트 제공

  ⑥ 실시간 조류정보 등 제공

  ⑦ 앱 기반의 실시간 전자해도 스트리밍 

없 음   ⑧ e-Navigation 서비스 생산 시스템 

없 음(위성통신 기반)   ⑨ LTE-M 전국망 구축(263개 기지국)

선박 간 항로계획 교환·공유

(출처 : https;//www.seatrafficmanagement.info)

최적항로 자동 제공, 선박충돌위험경보(음성) 등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 제공

5. 안전한 바닷길 안내로 해양사고 저감 기대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정교한 전자해도와 안전한 바닷길 안내 등을 통해 인적과실이나 선박의 충돌과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30% 저감하는 데 기여하여 소중한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단말기를 설치한 A 낚시어선 선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항상 최신의 안전한 전자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든든하고, 그간 최신정보 확인을 위해 매번 서비스업체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던 부담도 

덜었다.”라며, “또한, 그동안 여러 장비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주변 선박의 위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안전운항과 항로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애플리케이션과 전용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선박 운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기능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디지털 기반 해상교통체계 채택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2020

년 9월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유럽·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해양디지털 통합협력체계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와 유럽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양해각서(한, 덴마크, 

스웨덴, 호주, 중국 등)를 체결하고, 선박, 항만, 물류분야 간 디지털정보를 연계하는 국제정보공유체계(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사무국도 운영(세종)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스웨덴·덴마크 공동개발(2016~2019) 및 표준협의체 창설(2019. 2, 14개국 29개 기관 가입)

참고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 적용 범위

■ 시행 시기

■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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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1 : 해양사고 예방

■ 기능 2 : 해양 안전·편의 지원

해양수산부는 LPG 운반선의 화물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21년 1월 29일(금)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등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발가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초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LNG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은 국제협약 및 국내 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LPG 등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되었다.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규칙(IGC Code) 및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국내 LPG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서는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하여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친환경연료인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박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PG 추진선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LPG 추진선박 
건조 가능해진다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검사규정 승인으로 

국내 건조기준 마련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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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일(화)

부터 3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업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있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근거 : 해사안전법)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등

   **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4개 취약선종 관리 강화,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등

지난 5년(2016~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 안전사고, ▲ 전복·

침몰, ▲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 (이용객) 연안여객선 1,459만 명, 국제여객선 297만 명, 낚시어선 482만 명(2019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 집중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

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하여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3톤 이상 선박에는 단말기 보급(2021. 5,950척), 3톤 이하 선박에는 휴대폰 앱 보급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줄인다
-  2. 2.~3.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09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  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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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선종(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관리강화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 (현재) 작업복·작업화 → (확대) 현재 + 이동형 펌프·망치·스패너

   **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개조자금 지원(2021년 22.5억 원) 

3.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이와 함께,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며, 교통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6대 전략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략별 ’21년 주요 추진과제)

(안전관리)  부선 검사대상 확대*(’21.3) 및 구명조끼 상시착용**, 화재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선안전규정 강화

(’21.下)

     * 부선에 컨테이너, 육상 크레인 및 이동식 발전기 등 설치 시 임시 검사토록 검사기준 개정

   ** (현행)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갑판 작업 중 착용→(확대) 2인 이하 어선 상시착용

(정부지원)  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21, 700여척), 노후선박(17척*) 대체건조 지원(’21), 카페리여객선 안전설계** 

지침 마련(~’21.12)

     * 연안여객선 6척(신조 2척·준공 4척), 연안선박 신조 8척, 원양어선 신조 3척

   ** 여객선 탑승자의 비상탈출 시간단축, 구명설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안전설계

선박안전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관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여부 중점심사*, 여객선 안전정보(KOMSA 누리집) 공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공정성 강화**(’21.12)

     * 선박소유자가 자체 수립한 사업장 안전관리매뉴얼 이행여부 심사(매 1년 1회) 

   ** 우수사업자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관리지원)  고위험 선박* 집중관리, 해사안전 무료 컨설팅(연안선사) 지원(’21) 및 감염병 대비 외항선박 원격 

점검지침 마련(’21.下)

    *  (연안선) 여객선·화물선 등(3,660여척)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 하위 10% 선박 지정·관리(어선) 사고선박(1,700

여척) 중 사고 발생빈도, 인명피해 여부 등을 고려 450척 지정·관리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안전문화 정착)  해양안전엑스포 개최(’21.11), 국민참여 해양안전 캠페인*, 교사(초·중·고) 대상 해양안전교실 

강사양성교육 추진(’21)

    * 계절별 위해요인을 반영한 안전주제 공모 및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안전체험 교육)  해양안전체험관 개관·운영(안산 ’21.上~, 진도 ’21.下~),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워터파크 등 

5개소) 구축·운영(’21.7~8) 

    * 해양생존체험(구명뗏목 작동·탑승, 생존수영), 가상현실체험(여객선 비상탈출방법 등)

의식개선   대국민 안전의식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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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교육)  어업인·연안선원 대상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레이더 작동법 등 현장 체험교육* 및 어업인 

교육대상** 확대(’21.下)

     * (현재) 구명뗏목 작동방법, 선박비상탈출→(확대) 레이더 작동방법, 어선 안전점검 요령 등

   ** (현재) 선주·선원 → (향후) 현재 + 일반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교육시설 확충)  실습선 신조·운영(해양수산연수원, ’21.6~),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목포, ’21.1~) 및 

해양플랜트 훈련장 운영(부산, ’21.1~)

인적안전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교통환경 개선)  위험물 취급항만·연안수로(총 9개소) 선박통항 위해요소 개선, 여객선 항로 항행장애물 제거(’21), 

교통관제구역 확대*(’21.下)

     * 인천 영흥수도, 포항구항 음영구역에 레이더 설치·운영 및 교통관제 관련고시 개정

(인프라 구축)  항행위험수역(암초 등) 항로표지 신설(’21, 25기), 위치·항법 시스템 고도화(오차 10cm 이내, ’20~’24), 

어선 원거리 통신*장비 보급(’21, 700대)

    *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어선 위치확인, 조난통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19~‘20)

교통환경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선도)  선박기술기준* 제·개정 주도, 국제해사기구(IMO) 특별신탁기금(’16~’23, 매년 22억원)을 통한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

    * 계절별 위해요인을 반영한 안전주제 공모 및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회원국 감사)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21.7) 대비 범정부 사전 점검계획* 수립(’21.2),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민·

관 합동 TF(’21.3~9) 운영 

    * 해수부·해경청·기상청 대상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이행실태 등 사전점검

국제협력   글로벌 선도 입지구축

●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 시행계획의 이행실태 등 점검

● 계절별 사고원인 분석 및 추가대책 시행(연 4회)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들은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대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국적선사,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척의 임시선박 투입

지난해 하반기에 미주노선을 비롯한 주요 항로의 화물 운송수요 급증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류 지원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총 17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SM상선이 2월 중순까지 총 1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41,064TEU의 수출화물을, 

동남아 항로의 경우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에서 4척의 임시선박을 통해 4,097TEU의 수출화물을, 유럽항로는 HMM

에서 투입한 임시선박 1척이 2,818TEU의 화물을 운송하는 등 총 47,979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이 추가로 

운송되었다.

이와 별도로, HMM에서는 미주노선 정기항로 선박에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350TEU씩 배정해왔으며, 

그간 12회에 걸쳐 총 3,807TEU의 중소기업 수출화물을 운송했다.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선박이 최대한 운항*되고, 국적 선사들도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해상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중국 춘절(2021. 2. 12.)을 지나면서 컨테이너 운임은 

소폭 하락했으며, 통상 중국 춘절 이후에는 운임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해상운임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내 유휴선박 비율 : (20.8.17) 4.1% → (10.12) 1.8% → (11.9) 1.5% → (12.21) 1.0% → (21.1.4) 1.3% 

2. 앞으로도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선적공간 등 지속 제공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앞으로도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의 대책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SM상선이 2월 중순 이후 3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동남아노선에도 

HMM이 1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3월 이후에는 해운시황과 화물운송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주, 유럽 등 주요 항로에 추가 임시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적선사와 함께 
수출물류 지원 계속한다
-  HMM, 1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3월 중 
유럽항로에 조기투입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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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MM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매주 제공하는 350TEU의 선적공간 지원도 4월 초까지 4주 더 연장할 

계획이다. 

3. HMM의 1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척도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 

HMM은 조선소 및 소속 얼라이언스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올해 4월 중순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16,000TEU급 

초대형 ‘컨’선 2척을 3월 중순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했다. 아울러, 조기 투입되는 2척 외에 나머지 6척도 올해 6

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시급한 항로에 적기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HMM은 16,000TEU 선박의 조기 투입에 맞춰 3월 중순 이후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43,000개를 매월 10,000개씩 

인도받을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활용할 컨테이너 박스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7,000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 부산항, 안전 운항 규정 개정으로 항만 운영 효율성 높인다

2.  바닷길도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e-Nav 인천권역센터, 

’21년 1월부터 시범운영

3. 인천항 드나드는 선박들, 수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4.  대산해수청, 선박안전항해 바닷길 조성 사업에 26억원 투입

5. 군산해수청, 2021년부터 등대 설치 및 관리에 드론 활용

6. 목포북항, 제2의 진입도로 개설 본격 추진

7. 동해해수청, 동해항 및 묵호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추진

8. 울산해수청, 전자민원 확대한다

국내 해사안전소식

Ⅳ
M a r i t i m e

     Safet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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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속력: 부산 신항내 일부 구간 항행 최고 속력 제한 신설(모든 선박 12노트 이하)

② 항법: 선박이 교차함으로써 충돌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운항 방법 설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행 최고 속력, 항법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항법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2만 3천 TEU 이상 초대형선 입항 증가, 부산항 신항 토도섬 제거 등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통항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항 신항 항내 일부 구간의 항행 최고 속력 규정을 신설하여 12노트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는 부산항 신항에서 

통항 분리대 역할을 해왔던 토도 제거로 인한  항만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형선 입항 증가 추세에 따른 화물 환적 

등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도선사 협회 등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둘째, 여러 부두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이 많아 교통이 복잡하고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항대교 사이에는 통항 기준점*(붙임 그림 참조)을 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이용 선박 및 일반화물선에 통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부두별로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방법, 순번 등을 정해 운항 방법을 설정하였다. 

    * 북위 35도 06.75분, 동경 129도 03.5분

또한, 항법규칙의 근거 규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항만구역 만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항만구역 

바깥에 위치한 가덕수도에 항법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시 항법규칙의 근거규정으로  

「해사안전법」을 추가하여 항법규칙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그간 잘못 사용된 명칭 등을 수정하는 한편, 그동안 특정 위치와 좌표만으로 표기된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추가하여 불편을 해소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부산항의 항행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안전 운항 규정 
개정으로 항만 운영 
효율성 높인다
-  부산 신항 항행 최고 속력 제한 신설, 항법 변경 

등으로 해양사고 최소화 기대 -

01

Ⅳ.
국내 해사안전소식 참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산신항내 항행 최고 속력 제한 신설(제17조, 별표 5)

    *  부산 신항 항내 항행 속력 제한 신설: 3부두 서측 끝단(N 35-04-39, E 128-47-06)과 

호남도 북서측 끝단(N 35-03-51.19, E 128-47-27.20)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면

■ 항법 변경(제8조)

    *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항대교 사이 수역은 다양한 종류의 선박 통항량이 많아 기준점(  )을 

기준으로 가와 같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에 우선 통항권을 부여하고, 부두별 이용 

선박에 따라 통항할 수 있도록 순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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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이하 e-Nav)’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첨단해양교통서비스 

인천권역센터를 ’21년 1월 초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Nav 서비스*는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게 실시간으로 최적 항로를 안내함은 물론 각종 해양안전·기상정보 등을 

알려준다. 이런 서비스는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LTE-M)을 이용해 제공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1,308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통신망 기지국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  e-Nav 서비스: ①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② 선내시스템(화재 등) 원격모니터링, ③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④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⑤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⑥ 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또한 e-Nav 단말기는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와 GPS플로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 되는 V-Pass와 달리 e-Nav 단말기는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서비스 되며, 수동으로 항해용 해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GPS플로터와 달리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갱신한다.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에 설치하는 장치로 긴급구조신호 발신,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이 있음

 ** 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능을 접목한 선박 위치확인장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제는 선박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며 운항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철저히 하여 정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닷길도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e-Nav 인천권역센터, 
’21년 1월부터 시범운영
-  시범운영 후 ’21.1.30.부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정식 제공 -

02 참고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개요

①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충돌·좌초 위험을 

예측하여 선박에 경보

 ⑤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선박 입출항·작업 스케줄 제공, 부두 접안 시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경보

②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여객선)

   -  선내 센서를 통해 화재·전복 위험성을 육상센터에서 

감지하여 선박에 경보

④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  방파제 공사, 침몰선 등 해도정보 변경 사항을 최신 정보로 

자동업데이트

⑥ 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  해양기상, 조류·조석, 해상사격, 사고 정보 등 실시간 

서비스

③ 해상내비게이션 제공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를 e-Nav 

단말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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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v 서비스 운영 개념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e-Nav 서비스를 생산(e-Nav 중앙센터)하여 선박(관계기관 등)에 

제공(LTE-M 통신망 활용)

    *  국립해양조사원(전자해도, 수로정보 등), 기상청(해양기상 등), 해경(항행안전정보 등)

■ 센터별 역할

(e-Nav 중앙운영센터) e -Nav 서비스 생산·제공, 서비스 관리·모

니터링 및 비상 대응 총괄

(통신망 센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의 24시간 성능 유

지, 통합공공망 연계를 통한 국가 해상재난망 역할 

수행

(e-Nav 권역센터)  권역별 서비스 관리·모니터링, 통신망 기지국 

현장관리 및 단말기 등록·관리

참고 2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구축 개요 참고 3     e-Nav 중앙·통신망 및 권역센터 운영 개념도

(기능) 세계 최초 해상에 LTE 기술적용, 연안 100km까지 디지털 통신

(구성) 전국 기지국(622개), 제어시스템 및 운영센터(세종 제1센터, 인천 제2센터) 등

(용도)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② 해양디지털 서비스 및 초연결 IoT 기반 마련, ③ 국가 

재난안전망과 연계한 해상재난망 

    *  LTE-M망을 이용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시행·관리센터는 총 7개소(중앙센터 및 6개 권역센터 : 

부산·인천·대산·목포·포항·동해)

e-Nav 서비스
 중앙운영센터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경·해군

해상무선통신망 1센터

해상무선통신망 2센터

e-Nav 서비스
권역센터

(6개 지방청)

VTS

항만공사

KOMSA

수협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Nav) 서비스 유관기관 연계 체계 】

▲ 중앙·통신망·권역센터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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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제1항로 및 인천북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개선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년 12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정비 및 인천북항 

준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은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하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간 사업시행의 주체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이견이 있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타당성검토용역 시행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 준설수심 등을 

논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제1항로 북측구간을 신항만구역에 포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19.8.)

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제1항로 및 인천북항 지역에 대한 준설 계획, 사업주체,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업무분담을 정하는 협약을 12월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약 9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지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20년 12월 

착공했고, 2022년까지 공사비 약 924억 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마칠 예정이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3만톤급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고, 선박의 

조수대기시간도 연간 1,460시간 단축되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업을 통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천항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항 드나드는 선박들, 
수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협업으로 제1항로 

준설사업 추진 -

0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천항 제1항로 및 북항 저수심 구간의 준설을 통한 적정수심 확보로 통항 선박 안전성 확보

● (사업기간/총사업비) ’20년∼’22년 / 106억원(정부), 924억원(IPA) 

● (사 업 량) 준설 939만m3 / DL.(-)11.0~14.0m

    - (정부) 제1항로 북측 : 준설량 118만m3 / DL.(-)12.0m

    - (IPA) 제1항로 남측 : 준설량 494만m3 / DL.(-)12.0m~13.0m

    - (IPA) 북항 : 준설량 327만m3 / DL.(-)11.0m~12.0m(박지 -14.0m)

구 분 제1항로 북측 제1항로 남측 인천 북항 비 고

준설량(m3) 118만m3 494만m3 327만m3

시행자 정부(인천청) IPA IPA

 

■ 추진현황 및 계획

●  ’19.02.~’19.09. : 1항로 준설 타당성 용역 시행(IPA)

●  ’19.08.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  ’19.09. : 인천항 제1항로 및 북항 내 준설 추진계획 수립

    *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유지준설 : IPA 준설 시행

    * 제1항로 북측 : 정부 준설 시행

●  ’19.12.~’20.12. :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IPA)

●  ’20.03.~’20.11. :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수행(인천청)

●  ’20. 末 : 협약 체결, 1항로 남측 및 북항 준설 착수(IPA)

●  ’21. 上. : 1항로 북측 준설 착수(인천청)

■ 사업 위치도 및 시행주체

참고     인천항 제1항로 및 북항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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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중부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조업을 지원하는 항로표지 확충사업에 26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및 신남방교역의 증가로 서해상을 통한 해상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교통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금년에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시설인 불안도 등대를 비롯한 5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장안서 등표를 

개량하는 등 노후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개량·보수를 통해 해상교통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대산청 관내 해상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항로표지의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점검용 

드론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산청 관계자는 “신축년에도 해상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항로표지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대산해수청, 
선박안전항해 바닷길 
조성 사업에 26억원 투입
-  노후 항로표지 개량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한 바닷길 조성 -

04 참고      관내 항로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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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1년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등대 설치 및 관리 업무에 항공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 운항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수중 암초나 간출암 등에 등대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현장에 접근하여 담당 직원이 직접 암초에 올라가야 했다.

따라서 물 때 및 조류속도에 따라 접근성이 제한되었고, 실제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사고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해 등대가 파손되는 경우 피해복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 

안전난간, 사다리 등의 안전시설도 손상된 경우가 많아 담당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등대 설치 및 관리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점검정비 수행 직원들이 항공 드론 조종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 항공 드론을 구매하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등대 설치 및 관리 업무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등대 시설 및 장비용품의 손상여부, 시설물 상부의 균열 및 

파손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목포북항에 제2의 진입도로 개설이 본격 추진된다. 금회 개설되는 진입도로(910m)는 목포해대~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구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착수 진행했다.

목포북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및 다수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작년 말 목포수협이 

목포내항에서 북항으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회 설계비 11

억 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은 용역착수 후 목포시를 비롯해 북항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현재 북항 배후부지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북항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노선이었으나, 이번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목포해대~서해어업관리단) 개설을 통해 기존 북항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기존 

도로의 통행기능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와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해수청장은 “2020년 말 착공한 북항 어선물양장(413m) 건설공사와 더불어 금회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목포북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해수청, 2021년부터 등대 설치 및 
관리에 드론 활용
-  항공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현장확인 및 시설점검 실시 -

05

목포북항, 제2의 진입도로 개설 본격 추진
-  목포해수청, 올해 2월 용역 착수…2024년까지 완공 -

06

■ 위치도

■ 노선계획(안)

참고    위치도 및 노선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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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및 묵호항의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2021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항 및 묵호항은 반폐쇄형 항만으로 해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질의 자연 정화능력이 낮고, 육상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유기물로 인해 복합오염이 발생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과거 오염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해항은 약 265,760㎥, 묵호항은 약 14,520㎥의 오염퇴적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올해는 본격적인 정화사업 시행 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실시설계에서는 오염현황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오염퇴적물 수거 범위 및 수거량 산정, 정화·복원 방법 및 사업기간 검토 등이 진행된다.

- 사업은 해양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며, 3월에 시공사 선정, 4월에 착수보고회를 거쳐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동해시가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실시설계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해해수청, 동해항 및 묵호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추진

07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의 시간·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수리허가(신고)·

공사작업허가 등 민원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실시한다.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 https://new.portmis.go.kr

그 동안 선박수리허가(신고)·공사작업허가 신청을 민원인의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팩스이용이 일시에 집중되어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울산해수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월 말까지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과 기존 업무 

처리방식을 병행·운영하고, 3월부터 전자민원으로 본격 운영하는 중이다.

아울러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수리허가(신고)·공사작업허가 등의 전자민원 이용이 조기에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해수청, 전자민원 확대한다
- 선박수리허가(신고), 공사작업허가를 전자 민원 처리 -

08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선박안전법 시행령

5.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6. 해사안전법 시행령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1. 선원법 시행규칙

12. 선원법 시행령

13. 선원법

14.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1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주요 법령 제·개정

ⅤM a r i t i m e

     Safet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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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관한 보고 제도 신설 및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

절차,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 신청 및 그 확인서의 발급 절차, 부적합 연료유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의 제출 기한 및 보고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ㆍ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ㆍ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 제5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3조의2 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으로, “제27조의2제3항”을 “제27조의2제3항, 제30

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 63조의3 중 “제39조제3항”을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0의4의 제목 중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파목1)

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기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는 국제협약 부속서 6 

제22규칙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사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 제5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8서식까지 및 별지 제5

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발급된 선박에너지 

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는 각각 제3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3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로 본다.

제3조(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본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2020.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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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 18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각각 “관리청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관리청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정박하여야”를 “정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관보 및”을 “관보 또는 공보 및”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를 “관리청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관보 또는”을 “관보 또는 공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공탁하여야”를 “공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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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아니하는”

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탁하여야”를 “공탁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요청하였을”을 “요청했을”로, “중지하여야”를 “중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해제하여”를 “해제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관리청”으로, “해제하여야”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공사”를 “정하는 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하 “무역항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수산관서 또는 해양수산관서”를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 

(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을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으로,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군·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105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06

해
사

안
전

소
식

Ⅴ
. 주

요
 법

령
 제

·개
정

 www.imokorea.org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도의 사무로 함 

(「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군·구의 공동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군·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 

(「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군·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

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및 출입검사·

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시공자에 대한 수거·폐기·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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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 37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 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 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1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 24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 3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 40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 53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위임”을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 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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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음용수(飮用水) 먹는물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축구 축구(길도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어분 어분(생선가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 유자망(유동성그물)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浮石: 떨어져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물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호스팅
호스팅(서버 대려,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비투수성(非透水性)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8조까지 생략

제239조(「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용골(龍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4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111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112

해
사

안
전

소
식

Ⅴ
. 주

요
 법

령
 제

·개
정

 www.imo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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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음용수(飮用水) 먹는물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축구 축구(길도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어분 어분(생선가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 유자망(유동성그물)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浮石: 떨어져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물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호스팅
호스팅(서버 대려,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비투수성(非透水性)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0조까지 생략

제241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24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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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음용수(飮用水) 먹는물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축구 축구(길도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어분 어분(생선가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 유자망(유동성그물)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浮石: 떨어져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물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호스팅
호스팅(서버 대려,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법령명 현 행 개정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비투수성(非透水性)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45조까지 생략

제446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류(旗旒) 신호”를 “기류신호(깃발신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4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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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감독관의 지정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산항에서 경비·검색업무를 

수행하려는 업체의 경우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수리 조선소의 경우에는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해야 하는 경비·검색인력을 1명 이상에서 2

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6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

    가. 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제 54조의 제목 “(합동점검 등)”을 “(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 

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 경비·검색인력의 세부 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명 이상(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을”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2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

별표 6 제2호가목3)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

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6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

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6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3호, 2021. 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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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항만시설 

등에 무기의 반입 또는 소지가 가능한 업무 및 반입 또는 소지할 수 있는 무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제10조제1항 및 제2항)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고,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에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심사를 받지 않고 그 심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효력이 정지됨을 명확히 함.

  나.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업무(제11조의2 신설)

     경찰관의 주요 인사 경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경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시설 등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제11조의3 신설)

     경찰관, 해상특수경비원 등이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무기로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95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 10조의 제목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 

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의 변경일에 해당 항만시설적합 

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받지 않고 그 심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조의2(무기를 반입·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제 11조의3(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권총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따라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제 12조제1항 중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 15조제21호 중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무기의 반입·소지 허가

제 15조제27호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을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0호의2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더목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으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퍼목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0958호, 2020. 8.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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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소유자는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도록 함(제26조제

2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신설).

   다.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금지함(제28조제1항 및 제29조).

   라.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서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을 제한함(제33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1조제1항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려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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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한다.

 제 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 27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 

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 

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8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 29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 

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 

확인서등을”로 한다.

제 33조제1항제1호 중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사진촬영을”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제 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심사관으로”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2호ㆍ제3호에”를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로, “로 하여금”

을 “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에”를 “제41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에”를 “제4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에”를 “제41조제6항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종사자”를 “경비·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 40조제3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

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 41조의 제목 “(출입ㆍ점검 등)”을 “(보안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유지하는데”를 “유지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지정·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4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항만시설보안료”를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3조제1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 

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제47조 중 “항만내”를 “항만 내”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위해물품”으로 한다.

제 48조제2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 49조제5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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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제1항제17호 중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를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 

적합확인서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를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41조제

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및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및 이전 절차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

  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절차 등(안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신청이 타당한 경우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하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안 제22조)

     해양조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 사실을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절차(안 제23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아니면 등록을 해주도록 함.

  마.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다중빔·단빔 음향측심기 및 도플러식 유속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정보업자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정하고, 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의 기준을 정하며,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66호(2021.2.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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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등대표·

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선·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 신청 사유를 확대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신원확인 또는 신원조사 의뢰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68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1조제1항 중 “계약갱신”을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하선변경공인신청서”

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2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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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조의2제1항 중 “선원당직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를 “법 제6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당직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제3조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1조 내지 제35조ㆍ제37조”를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로 한다.

별표 2 여객선 교육의 여객선 기초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여객선 안전훈련”을 “여객선 안전훈련 및 군중관리”로 

한다.

별표 4 해난사고 대응훈련의 선체손상 대처훈련의 주기란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원명부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지 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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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제도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및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임금 등을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의 내용·기간·방법과 

공개 제외 대상,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제공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상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과 적용 제외 사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선박소유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을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함.

  나.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의 내용·기간·방법과 공개 제외 대상(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임금 등을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시에는 선박소유자의 성명·나이·상호 및 3년간의 체불액 등을 3년 동안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 내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와 제공 제외 대상(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신설)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성명·상호 및 요구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390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실습선원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39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0을 말한다.

제 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 

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 

소유자”라 한다)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

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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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

제 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점검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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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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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제도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에 비하여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벌칙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5조제1항, 제

55조의2 신설).

   나. 선박소유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55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중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4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 중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5 신설).

   마.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및 제129조의2 신설).

   바.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제

64조제6항 신설).

   사.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 종전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6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선원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 법률 제17032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을 “실습선원”으로 한다.

제 5조제1항 중 “제36조, 제40조”를 “제40조”로,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을 “위반”

으로 한다.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5조의2(금품 청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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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 

중 한 차례의 휴식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명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1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0조 중 “징역”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제17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제173조제1항제8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및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및 이전 절차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

  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절차 등(안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신청이 타당한 경우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하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안 제22조)

     해양조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 사실을  한국 

해양조사 협회에 통지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절차(안 제23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아니면 등록을 해주도록 함.

  마.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다중빔·단빔 음향측심기 및 도플러식 유속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정보업자를 해양조사장비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정하고, 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의 기준을 정하며,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66호(2021.2.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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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해양정보 관련 해양조사·정보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바다에 대한 관념이 종전의 선박교통 중심의 ‘수로’(waterway)에서 개발·이용·보전·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해양조사·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7조).

   다. 해양조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석·조류·해류 등 해양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 

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등의 수로측량 등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만공사 또는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행위 등을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에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제19조 및 제20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지명을 제정·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 형태, 지질 등에 

대한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지명조사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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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해양조사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할 수 있는 해양조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해양조사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조사의 성과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함(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

   아.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한 해양조사·정보업자에게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조사·정보업의 

휴업·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

정보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가공·분석·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및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업자 등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최신 

항해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법률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4항·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 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로조사, 수로기술자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5조(수로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수로조사성과는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로 본다.

제 6조(수로도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

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로 본다.

제 7조(수로조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수립된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 8조(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제 9조(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해양지명의 제정·변경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 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

조에 따른 수로기술자는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로기술경력증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기술경력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7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 12조(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

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 

으로 본다.

제 13조(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 14조(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

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 1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 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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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한다.

    제 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 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 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 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 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 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 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 

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 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 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 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 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 

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 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 

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 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 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 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 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 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 

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 

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 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 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 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 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 

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

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 

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 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 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 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 

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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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 

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 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