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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 - IBM 블록체인 기술 개발·활동 공동 벤처회사 설립(1.16)

벌크선 분야 시황(Dry bulk market) 올해까지는 긍정적(1.18)

일본,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상업화 계획(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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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건조 증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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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 탈황장치(Scrubber) 초기 투자비용 높아(2.28)

머스크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화재로 4명 실종(3.6)

英 교통장관 ‘자율운항선박, 단거리항로의 혁신적 수단 될 것’(3.7)

DNV-GL, 2050년 배터리 추진선박이 전체의 30%이상 될 것(3.14)

머스크社, Maersk Honam 화재사고 계기로 컨테이너 선박 적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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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12월 28일부터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통제 점검 강화하여 해양사고 위험 줄인다

해양수산부, 2018년에는 바다 위 안전감독 더욱 강화한다

여객선 안전, 이제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핀다

신조 청항선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만든다

해양수산부, 싱가포르와 함께 안전한 바닷길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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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박차

군산지방지방해양수산청, 군산ㆍ장항항 선박수리 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대비 특별 해양시설 합동안전점검

2018년 부산항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60억원 투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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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캠페인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점검 강화로 해양안전 확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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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철, 해양안전 이행에도 열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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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현존여객선의 침수 시 복원성 계산 지원수단

•	 	(논의사항) 본회의장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초안	작업반에서	지침개발을	완료하고	

MSC	99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함

*	선체 모델링 확보 불가 시 완화 조건(문단 30항)은 삭제, 침수율 적용 관련 참고를 위한 각주는 삭제, 적하지침

기기에 일일주기로 정보 최신화, 본 지침 발효 전 컴퓨터의 설치에 따른 적용 완화 조항은 복원성 계산 지원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반영된 2번 항목 선택

•	 	(논의결과) 2014년	1월	1일	이전	건조된	여객선에	대한	동	지침의	적용은	규정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도래하는	첫	갱신검사로	합의함

•	 회의명 : 제5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truction, SDC 5)

•	 일시/장소 : 2018. 1. 22 ~ 26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및 준회원국 71개국, 2개 정부간 기구, 29개 비정부간 기구 등 

                                 약 460명

I. 개요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5th Session

제5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SDC 5*) 결과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12인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산업인력 수송의      

안전을 위한 강제 규정

•	 	(논의사항) 새롭게	개발되는	SOLAS	15장과	IP	Code는	선박	건조일자와	상관없이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하고	특수인력은	IP	코드	개발	후	고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개발	원칙	결정	논의

•	 	(논의결과)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기	중	논의된	사항과	제출된	

코멘트	문서를	반영하여	SOLAS	15장과	IP	Code의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

3. 2011 ESP Code 개정

•	 	(논의내용) ESP	Code*와	최신	IACS	UR	Z10s	UR	Z10s(Unified	Requirements	for	Hull	

Survey	on	ESP	ships;	검사강화제도	대상	선박의	통일	규칙)의	일치,	강제	규정의	식별	및	편집	

수정사항	제안,	향후	ESP	Code	통합본의	채택과	발효를	위한	일정	등에	대한	논의

*	ESP Code: 검사강화제도 대상 선박(산적화물선,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을 위한 Code

•	 	(논의결과) 통합본(안)에	포함된	각주의	명확화,	편집상	수정사항,	IACS의	개정된	UR	Z10				

시리즈	등	새로운	ESP	Code의	통합본	개발에	반영될	사항을	식별하고,	IMO	사무국이	편집상	

수정권한을	갖고	IACS와	함께	회기중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ESP	Code	통합본을	

개발한	후,	차기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정

4. SOLAS II-1/3-8 및 관련지침 개정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안전한 계류 작업

의 새로운 지침

•	 	(논의내용) SOLAS	II-1/3-8	및	관련지침	개정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안전한	계류작업을	위한	

새로운	지침에	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와	계류갑판	사고에	대한	보고서	결과에	따른	추가	

의견을	제안	등

•	 	(논의결과) SOLAS	II-1/3-8	개정	초안을	포함한	관련	지침	일체를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침의	개발	및	MSC.1/Circ.1175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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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혼합물의 장기건강유해성(D3) 분류를 위한 기준

•	 	(논의사항) ESPH*	작업반	화학물질	평가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건강유해성**	기준

값	및	기준농도(cut	off	value)	도입을	제안	검토

* 화학제품의 유해성과 안전평가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Pollution 

Hazards of Chemical

**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 유발(Mutagenic), 생식독성(Reprotoxic), 표적기관 독성(Target organ 

systemic toxicity), 신경독성(Neurotoxic), 면역독성(Immunotoxic) 등

•	 	(논의결과) 독성	혼합물의	장기건강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	및	기준농도의	도입은					

필요하나,	타	전문기구의	작업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결정

* GESAMP/EHS : 해양환경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하부 작업반으로서, 유해액체위험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함

•	 회의명 : 제5차 총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5)

•	 일시/장소 : 2018. 2. 5 ~ 2. 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3개국, 47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654명

I. 개요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5th Session

제5차 오염예방 · 대응 전문위원회
(PPR 5*) 결과

 9

5. 위그선에 관한 지침 논의

•	 	(논의내용) 위그선	상용화를	목적으로	인명	및	해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IMO	MSC/

Circ.1054의	잠정	지침을	최종	지침으로	개정	논의

•	 	(논의결과) 소형	위그선에	대한	국제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13인	이상	및	10톤	이상의	위그선에	대한	잠정	지침서	초안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를	

MSC	99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10 「해사안전소식」 봄호  11

2. BWM 협약 및 지침서에 따른 평형수 샘플링과 분석에 대한 시범사용을 위한 

지침 개정

•	 	(논의사항) 부정확한	샘플링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인	대표	샘플링	

방법을	평형수	샘플링	지침*에	추가할	것을	제안

*	평형수 샘플링 지침(G2) : Guidelines for Ballast Water Sampling

•	 	(논의결과) 선박평형수	대표	샘플링을	위한	배관설비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형수	

관리에	대한	우려와	샘플링	위치에	대한	국제표준(ISO	11711-1)	개정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

(BWM.2/Circ.42/Rev.1)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

3. 10∼50µm 크기 생물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분석방법

•	 	(논의사항) 형식승인	시험시,	10∼50µm	크기의	생물	생존능력	평가방법으로	FCM*과	PAM**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	FCM(Flow Cytometry Method) : 식물플랑크톤에서 산란되거나 방출되는 빛을 감지하여 각 셀의 크기와 

분자 특성을 측정

**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 엽록소 활성 형광 변화를 측정하여 식물 플랑크톤의 생존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

•	 	(논의결과) 배출기준	판단을	위해	각각	제안된	FCM과	PAM	방법을	하나의	결합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형식승인	방법(BWM.2/Circ.61)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4. 국제운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논의사항) 선박엔진의	블랙카본	측정방법	중	하나인	FSN*	방법의	측정	신뢰도	및	질량	단위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

*	FSN(Filter Smoke Number) :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의 흑화(blackening) 정도를 특정 파장의 광원을 

통해 반사율을 측정하여 0-10 사이의 값으로 표현

•	 	(논의결과) 블랙카본	측정방법을	3가지(FSN,	LII,	PAS)로	결정했으나,	향후	대표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은	회원국	등의	자발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결정

5. 2020년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0.5% m/m) 발효 후 기준을 초과하는 고유    

황유 운반 및 적재 제한

•	 	(논의사항)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황함유량	0.5%	m/m	저유황유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고유황유	운반	및	적재를	제한할	것을	제안

•	 	(논의결과) 2020년부터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의	운반	및	적재를	금지하는	MAR-

POL	부석서	6,	제14규칙	개정*에	합의함

*	“The sulphur content of any fuel oil used or carried or use on board ship shall not exceed 0.50% 

m/m” 밑줄 친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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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항로설정 및 통항보고에 관한 지침

•	 	(논의사항) 각	회원국에서	요청한	TSS	설정,	피항수역	지정	등	4건	및	호주	연안	의무통항보고

(REEPREP)	관련	개정을	요청

•	 	(논의결과) 전문위원회는	전문가그룹(Experts	Group)을	개설하여	회원국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MSC	99차에	승인	요청하기로	결정

2. 항해장비 운영 표준화(S-Mode)에 관한 지침

•	 	(논의내용) 아국과	호주	주도의	비공식	통신작업반에서	작성한	S-Mode	지침을	검토한	결과	

회원국의	지지를	얻음

•	 	(논의결과) 2019년까지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	지침	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공식			

통신작업반(의장	:	호주)	구성에	합의함

•	 회의명 : 제5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5)

•	 일시/장소 : 2018. 2. 19 ~ 2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및 준회원국 80여개국, 30여개 국제기구 · 단체 등 약 600명

I. 개요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5th Session

제5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
회(NCSR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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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등 규정 개정

•	 	(논의내용) MSC	98차(‘17.6)에서	GMDSS	현대화계획	초안이	최종	승인되어	금번	NCSR	5부터	

향후	4년간	논의	및	검토가	시작됨

•	 	(논의결과) GMDSS	현대화	사업에	따른	SOLAS	Ⅲ	·	Ⅳ장	및	연계되는	SOLAS	이외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은	지속	논의될	것이며,	미국이	제안한	Radar	SART의	단계적	폐지는	추후	재

논의하기로	결정

4. GMDSS 위성서비스 개발

•	 	(논의내용) IMSO(국제위성기구)는	GMDSS	위성社의	신규도입	위성서비스	평가결과를	검토

하고	서비스	승인에	대해	검토	논의

•	 	(논의결과) 미국의	신규	GMDSS	위성서비스로서	IRIDUM	승인을	위한	IMSO의	평가결과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GMDSS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관한	총회	

결의서(Res	A.1001(25)	개정이	필요함을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	영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에서 위성 가용성 및 백업, 주파수 간섭 등 문제제기

5. 항공과 해상에서 수색구조 절차에 관한 지침

•	 	(논의내용) 미국이	 IAMSAR	 매뉴얼의	원칙과	합의된	용어를	미준수하는	비행관리시스템

(FMS)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FMS는 자동화된 조종지원 시스템으로 수색패턴설정을 지원하나, 제조사별로 설정방식차이에 따른 수색구역의 

차이 발생

•	 	(논의결과) 수색의	정확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FMS	국제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영국과			

노르웨이가	지지를	표명하였고,	회원국들에	구체적	방안	검토	및	제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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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해운그룹, 2017년 3억 5천만 달러 흑자 달성(2.9)

선주들, 연료유 탈황장치(Scrubber) 도입에 회의적 반응(2.9)

2017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4.8% 증가(2.13)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건조 증가(2.15)

해운 거래에도 비트코인 활용 사례 등장(2.20)

연료유 탈황장치(Scrubber) 초기 투자비용 높아(2.28)

머스크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화재로 4명 실종(3.6)

英 교통장관 ‘자율운항선박, 단거리항로의 혁신적 수단 될 것’(3.7)

DNV-GL, 2050년 배터리 추진선박이 전체의 30%이상 될 것

(3.14)

머스크社, Maersk Honam 화재사고 계기로 컨테이너 선박 적재

지침 변경 추진(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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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선복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2021년말	

16.5억톤(DW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선박	척수도	2017년말	122,935척에서	2021년말에는	126,670척으로	약	3,700척이	증가				

하고,	선종별	증가규모는	유조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순이	될	것으로	전망됨

전 세계 선복량, 2021년까지 매년 4.1% 
증가 전망(1.3)

•	파나마	당국은	북한과의	무역에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는	파나마	선적	선박	2척(Orient	Glo-

ry-16,000톤급	벌크선,	Koti-8,000톤급	유류운반선)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에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화물선	10척에	대해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려줄	것을	UN에	요청한	바	있으며,	상기	선박	2척은	10척에	포함된	선박들임

파나마 해사당국, 북한과의 무역에 연계된 
선박 2척 등록취소(1.5)

•	해운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Moore	Stephens사는	2018년	해운산업	전망에	대해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앞선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이에	대한	근거로,	▲	연초	원유	가격이	최근	3년	중	최고치	기록	▲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								

지수가	지난해	하반기	중	50%	상승	▲	선박금융	조달의	용이	▲	신조	건조	물량이	차츰	회복					

되는	추세	▲	재래선의	폐선	가속화	▲	용선주들도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꼽고	있음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영국의	Brexit,	온실가스	감축규제,	저유황	연료유	수급문제,	LNG					

연료의	사용	확대,	선박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의	보급,	주요	국가들(러시아,	브라질,				

이탈리아,	이라크,	멕시코	등)의	올해	선거결과	등은	당면한	과제이거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운산업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英 컨설팅기관, 
2018년 해운산업 긍정적 전망(1.4)

•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AERSK와	IBM사가	합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해운물류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한	벤처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 ‘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임.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에는 일정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내용이 담긴 블록이 형성되어, 별도의 서버나 관리자가 필요 없게 하는 시스템

•	양	사는	물류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가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되고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연관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AERSK와	IBM사가	합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해운물류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한	벤처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MAERSK - IBM 블록체인 기술 개발·활동 
공동 벤처회사 설립(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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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Morgan사의	해운시황	분석팀은	올해	벌크선	수요는	3%	증가하고	공급은	1%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올해	말부터	계약되거나	건조	중인	신조선이	시장에	대량	공급됨에	따라	다시	약세장

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Capesize	벌크선	일일	용선료는	올해	2만	달러	선에서	

2019년	1.9만	달러,	2020년에는	1.7만	달러	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함

벌크선 분야 시황(Dry bulk market) 
올해까지는 긍정적(1.18)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운항선박(autonomous	operating	ship)에	대한	핵심	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여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250척을	운항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업계와	공동	개발에	착수함

•	이에	따라	일본	해운·조선업체들이	MOL(컨	선사),	Furuno(항해장비)	등과	공동	기술개발	및			

상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일본,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상업화 
계획(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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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6척과	9개	기업체에	대해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힘

*	제재 대상 선박이나 기업체는 미국 기업체나 기관들과 상업적 거래활동이 금지됨

•	신규	제재	대상	선박은	Goo	Ryong,	Hwa	Song,	Kum	un	San,	Un	Ryul,	Ever	Glory,	Ul				

Ji	Bong	6이며,	기업체는	2개의	중국무역회사를	포함해	총	9개임

美 대북 제재 선박 6척 추가 지정(1.25)

•	전기추진	반-자율운항(무인바지)	컨테이너선*이	올해	8월부터	운항을	개시한다고	관련	

기업들이	밝힘

*	길이 52미터, 폭 6.7미터, 적재용량 24TEU, 전기베터리로 추진, EU로부터 7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건조

•	운항선사인	Port	Liner는	8월부터	5척의	24	TEU급	컨테이너선을	네덜란드-벨기에	단거리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후	270	TEU급	선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세계최초 반-자율운항 컨테이너선 올해 8월 
취항 예정(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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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0.5%	미만)	시행을	앞두고,	선주들은	기존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면서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료유	탈황장치를	장착하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대형	벌크선사인	Scorpio	관계자는	탈황장치	장착문제에	대해	많은	선주들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첫째,	IMO	규제의	시행	연기	가능성	-	선박평형수장치	사례와	같이	시행시기가	연기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둘째,	탈황장치의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	-	탈황장치는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포집하여	바다	속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	및	동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셋째,	유류	가격변동	및	수급불균형	-	저유황유의	가격이	떨어져서	굳이	고유황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저유황유	공급이	일반화되어	고유황유	수급이	불가능해지면	탈황장치는	

쓸모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

•	한편,	영국	해운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탈황장치를	설치한	신조선은	약	

240척이며,	전체	신조선의	약	3%가	탈황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선주들, 연료유 탈황장치(Scrubber) 도입에 
회의적 반응(2.9)

•	Waterfront	Shipping	Company,	NYK	등	유럽과	일본의	4개	선사는	메탄올을	선박	추진			

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5만톤급	화물선	4척을	공동으로	발주한다고	발표함

•	독일의	MAN	B&W사에서	엔진을	제작하고,	동	엔진을	탑재한	4척의	선박은	울산	현대중공업

에서	건조될	예정임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은	Waterfront	Shipping	Company사에서	운항

하는	7척이	있으며,	황함유량·질소산화물·온실가스	등	IMO의	각종	환경규제	대응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메탄올은	보통	천연가스(LNG)에서	제조되며	가벼운	휘발성	알코올로	선박의	고압축				

디젤기관에	적합하나,	에너지양이	가솔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지구상

에서	풍부한	천연가스,	석탄뿐만	아니라	나무로부터도	메탄올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건조 증가(2.15)

•	지난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은	2억	3백만	TEU를	기록해	전년	대비	4.8%	증가

하였으며,	’14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임

•	특히	아시아-북미	간	항로의	컨	물동량은	1천8백만	TEU가	증가하여	7.3%	상승을	기록함									

(다만,	분기별	상승률로	보면	8.8%	→	9.0%	→	7.4%	→	4.1%	분포를	보여,	4분기의	상승추세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임)

2017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4.8% 증가(2.13)

•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머스크는	2016년	5억	달러	규모	적자에서	벗어나	지난해	3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특히,	주력분야인	컨테이너	부문은	지난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	등	악재도						

있었으나,	2017년	5.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16년	3.7억	달러	적자)

머스크해운그룹, 
2017년 3억 5천만 달러 흑자 달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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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시행	예정인	IMO의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0.5%)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유	탈황장치

(Scrubber)를	설치할	경우,	선박	한	척당	2백만~6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대체로	선주들은	연료유	탈황장치	설치보다는	규제	시행시기에	맞춰	저유황	연료유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던 현존 선박들이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초기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중형	벌크선	분야	세계	최대	선사인	홍콩의	Pacific	Basin,	세계	최대	컨선사인	Maesrk	등은	

자사	선대에	연료유	탈황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

연료유 탈황장치(Scrubber) 초기 투자비용 
높아(2.28)

 23

•	영국	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Maritime	2050	project’를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건조,	운항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유럽	등	단거리	항로의	자율운항선박	운항은	도로와	철도의	수송수요를	대체하여	온실	

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방지에	효과적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휴먼	에러에	의한	해양				

사고	예방과	해상에서의	인명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영국	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영국	최초의	자율운항선박	'C-Worker	7'을	개발·				

건조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	규정(Code	 of	 practice	 for	 autonomous	 vessels)'도	제정					

하였음

•	영국	교통부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운항선박이	국제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IMO

차원의	글로벌	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IMO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英 교통장관 ‘자율운항선박, 단거리항로의 
혁신적 수단 될 것’(3.7)

•	싱가포르를	출항하여	수에즈로	향하던	머스크社	소속	컨테이너선	Maersk	Honam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2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함

•	나머지	선원들은	인근을	항해하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구조	관계자들은	생존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실종 선원 국적은 필리핀 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각 1명이며, 전체 선원 가운데 한국인 선원은 없는 것

으로 알려짐

•	머스크社는	컨테이너에	실린	인화성물질이나	폭발성	위험화물에	의해	화재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머스크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화재로 
4명 실종(3.6)

•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	지급	수단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해운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

•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한	벌크화물	중개선사는	3천톤의	곡물운송	대가로	5.4983	비트코인을				

지불하였다고	밝힘

•	해운업계에서는	관련	당국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운임,	용선료	등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해운 거래에도 비트코인 활용 사례 등장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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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6일	발생한	Maresk	Honam	컨테이너선	화재사고를	계기로	머스크社는	위험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는	선원	거주구역이나	기관실과	인접하게	적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실종·사망	등	선원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동	사고는	거주구역	및	기관실에	인접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커졌음

•	머스크社는	해당	선박을	가까운	항으로	예인하여	상세한	사고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아직까지	

컨테이너	화물에서	발화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자사			

선대에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머스크社, Maersk Honam 화재사고 계기로 
컨테이너 선박 적재지침 변경 추진(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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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의	각종	대기오염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

으로	활발한	가운데,	세계	최대	선급	DNV-GL은	2050년경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이	전	세계		

선박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

•	 배터리	추진선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합하나,	대규모	

육상	충전시설을	필요로	하고	선박	추진에	필요한	전기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와	부피의	배터리를	선박에	탑재해야	하므로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DNV-GL은	2050년경에는	LNG·배터리	추진선박의	확대	등으로	선박	연료유(석유류)	

소모량이	2015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배터리	추진선박은	근거리·중소형	

선박	위주로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DNV-GL, 2050년 배터리 추진선박이 
전체의 30%이상 될 것(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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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사동향 
해양수산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12월 28일부터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통제 점검 강화하여 해양사고 위험 줄인다

해양수산부, 2018년에는 바다 위 안전감독 더욱 강화한다

여객선 안전, 이제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핀다

신조 청항선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만든다

해양수산부, 싱가포르와 함께 안전한 바닷길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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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	·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12월	19일(화)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①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②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③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④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⑥	안전장비	·	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①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	·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계	·	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사안전법 개정)

		또한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직접 선박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

감시단 등 운영

②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급유선 · 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조치... 

해경 현장대응체계 · 낚시어선 관리체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③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구조세력의	야간운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특히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파출소·구조대별	출동용	예비보트,	특수차량	배치	재조정	및	확충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	·	목포	·	동해에	대형	·	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	·	제주에도	설치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해경)

		아울러	직무교육	및	불시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한다.	그간	119,	112를	

경유	하여	연결되었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청 상황접수 통합운영방안 시범 운영(현재 경찰·소방은 지방청 단위로 신고 접수)

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				

하여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하여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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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현황 및 발생 분포

◆ 발생 및 구조 총괄

◆ 선종별 사고현황

•	어선(낚시어선	포함)사고가	전체	60%	이상																																																												(단위:척)

◆ 해양사고 발생 분포(17년)

⑥	안전장비	·	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낚시어선	등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

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여객선	내	비치된	안전장비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해양안전					

시연	·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18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분
사고발생 구조 구조불능 선 박

구조율 (%)
인 명

구조율 (%)척 명 척 명 척 명

’17.11월 2,892 15,629 2,835 15,547 57 82 98.0 99.5

’16년 2,839 20,145 2,775 20,047 64 98 97.8 99.5

’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112 96.3 99.4

구분 계 어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예부선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유도선 기타

’17.11월 2,892 1,578 259 641 103 98 54 28 22 109

’16년 2,839 1,615 209 543 123 127 46 60 24 92

’15년 2,740 1,467 207 453 145 124 49 56 2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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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관련 현황

◆ 신고척수(척) 및 이용객 수(천명)

◆ 톤급별 분포(’16 기준)

◆ 낚시영업 매출액(백만원)

◆ 최근 5년간 사고현황(척)

*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신고척수 2,825 2,628 3,637 4,000 4,240 4,401 4,423 5,191 5,115 5,198

이용객수 477 328 585 667 784 1,014 1,442 1,884 2,023 2,305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신고척수 5,124 5,027 3,992 4,060 4,359 4,708 4,390 4,381 4,289 4,500

이용객수 1,993 2,077 2,403 2,247 2,372 2,155 1,956 2,064 2,958 3,429

합 계 <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 ~ 8 8 ~ 9 9 ~ 10

4,500 59 656 738 776 701 144 302 380 65 679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총 매출액 116,122 123,568 107,889 129,241 117,451 188,450 224,161

척당 평균 28.6 28.3 22.9 29.4 26.8 43.9 49.8

구분

사 고 유 형 인 명 피 해

소계 충돌 접촉
좌초

(좌주)
전복 화재

침몰
(침수)

기타* 소계 사망 실종 부상

‘12 109 4 2 11 - 3 13 76 8 - - 8

‘13 79 13 3 7 - 1 5 50 26 1 - 25

‘14 87 10 - 10 - 3 5 59 43 - 2 41

‘15 207 12 4 14 1 8 8 160 62 17 3 42

‘16 209 16 4 17 - 2 13 157 65 - - 65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	28일부터	법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하여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적피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해역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에는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해적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17년 12월 28일부터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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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시행,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도적	토대를	갖춤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되었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93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256척(77.0%)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

하였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84.8%),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

		구체적으로	출항정지처분	선박(66척)	가운데	56척(84.8%)은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선박이었고,	

39척(59.1%)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으며,	47척(71.2%)이	파나마,	벨리즈,	토고	등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항정지된	선박의	종류는	산적화물선*	45척(68.2%),	유조선	6척

(9.1%),	일반화물선	5척(7.6%)	순이었다.	출항정지선박이	지적받은	총	1,022건의	중대결함	중에서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11건

(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이	104건(10.2%)등으로	나타났다.

*	곡물, 광석,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운송하는 화물선

		또한,	지속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6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		

사고	건수	총	1,971건	중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약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2017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에도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하는	등	우리	항만에	입항

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기준	미달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항만국 통제 점검결과 발표... 총 2931척 점검, 

66척 출항정지 조치

해양수산부, 
항만국 통제 점검 강화하여 해양사고 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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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만국 통제 점검 통계

◆ 최근 5년간 PSC 점검 현황

*	2018년 7월경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정 예정

◆ 항만별 현황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점검선박 2,935 2,555 2,297 2,769 2,931

결함선박 2,171 1,903 1,753 2,041 2,256

결함률(%) 74.0 74.5 76.3 73.7 77.0

출항정지선박 119 73 85 74 66

출항정지율(%) 4.1 2.9 3.7 2.7 2.3

지방청

항만국통제 결함지적 출항정지

목표 실적 달성률(%) 척 수 결함률(%) 척 수 출항정지율(%)

부산청 660 669 101.4 573 85.7 13 1.9

인천청 360 369 102.5 300 81.3 2 0.5

여수청 360 362 100.6 179 49.4 7 1.9

마산청 120 121 100.8 92 76.0 1 0.8

울산청 400 400 100.0 303 75.8 12 3.0

동해청 100 100 100.0 80 80.0 2 2.0

군산청 140 140 100.0 125 89.3 7 5.0

목포청 120 122 101.7 77 63.1 1 0.8

포항청 140 147 105.0 125 85.0 3 2.0

평택청 300 301 100.3 239 79.4 11 3.7

대산청 200 200 100.0 163 81.5 7 3.5

합 계 2,900 2,931 101.1 2,256 77.0 66 2.3

◆ ’17년 점검 외국선박의 NIR(New Inspection Regime) 분류

◆ 선령별 현황

구 분

선박위험도 평가 구분

합 계
HRS

(고위험선박)
SRS

(표준위험선박)
LRS

(저위험선박)

점검 척수 2,931 1,418 1,006 507

점검 비율(%) 100 48.4 34.3 17.3

결함 척수 2,256 1,283 695 278

결함 비율(%) 100 56.9 30.8 12.3

출항정지 척수 66 56 10 0

출항정지 비율(%) 100 84.8 15.2 0

선 령 점검선박 결함선박 결함률(%) 출항정지(척) 출항정지율(%)

5년 미만 263 127 48.3 0 0

5 ~ 10년 미만 641 429 66.9 4 0.6

10 ~ 20년 미만 1,266 989 78.1 23 1.8

20 ~ 30년 미만 554 515 93.0 29 5.2

30년 이상 207 196 94.7 10 4.8

합 계 2,931 2,256 77.0 6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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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현황

*	점검선박 10척 미만 국가

◆ 선박용도별 현황

*	점검선박 10척 미만 선박 및 기타선종(Other types of ship / 18척)

선 박 용 도 점검선박(척) 결함선박(척) 결함률(%) 출항정지(척) 출항정지율(%)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 825 611 74.1 5 0.6

산적화물선(Bulk carrier) 714 648 90.8 45 6.3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305 229 75.1 2 0.7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213 146 68.5 1 0.5

유조선(Oil tanker) 258 142 55.0 6 2.3

냉동운반선(Refrigerated cargo carrier) 253 239 94.5 4 1.6

자동차운반선(Vehicle carrier) 114 48 42.1 0 0

카페리여객선(Ro-Ro passenger ship) 56 56 100.0 0 0

가스운반선(Gas carrier) 104 59 56.7 2 1.9

여객선(Passenger ship) 49 46 93.9 0 0

기타(Others)* 40 32 80.0 1 2.5

합 계 2,931 2,256 77.0 66 2.3

국 적 점검선박 결함선박 결함률(%) 출항정지(척) 출항정지율(%)

Panama 841 663 78.8 26 3.1

Marshall Islands 276 154 55.8 2 0.7

Russian Federation 230 220 95.7 1 0.4

Hong Kong, China 194 143 73.7 1 0.5

Liberia 180 124 68.9 0 0

Belize 154 150 97.4 11 7.1

China 145 130 89.7 0 0

Singapore 141 84 59.6 0 0

Bahamas 73 43 58.9 1 1.4

Malta 61 37 60.7 0 0

Japan 57 50 87.7 0 0

Sierra Leone 57 55 96.5 5 8.8

Togo 54 54 100.0 10 18.5

Cyprus 44 32 72.7 1 2.3

Norway 38 20 52.6 0 0

Antigua and Barbuda 31 24 77.4 0 0

Viet Nam 27 25 92.6 0 0

Greece 26 16 61.5 0 0

Portugal 24 15 62.5 0 0

Isle of Man (GB) 18 14 77.8 0 0

Vanuatu 18 18 100.0 1 5.6

Saudi Arabia 16 11 68.8 0 0

Denmark 15 9 60.0 0 0

Kiribati 13 13 100.0 0 0

Cayman Islands (GB) 13 6 46.2 0 0

Netherlands 13 9 69.2 0 0

Thailand 13 8 61.5 2 15.4

Philippines 12 10 83.3 0 0

Micronesia 10 10 100.0 0 0

Italy 10 7 70.0 0 0

Others* 127 102 80.3 5 3.9

합 계 2,931 2,256 77.0 6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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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별 현황

*	점검선박 10척 미만의 非IACS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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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성질별 현황

선 급 점검선박 결함선박 출항정지(척) 출항정지율(%)

I
A
C
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199 117 0 0

Bureau Veritas 194 154 4 2.1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295 261 1 0.3

Croatian Register of Shipping 3 2 0 0

DNV GL AS 338 201 1 0.3

Indian Register of Shipping 4 4 0 0

Korean Register of Shipping 323 228 4 1.2

Lloyd’s Register 230 150 1 0.4

Nippon Kaiji Kyokai 632 462 14 2.2

Registro Italiano Navale 42 32 1 2.4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230 220 1 0.4

합 계 2,490 1,831 27 1.1

非
I
A
C
S

No class 98 96 6 6.1

Intermaritime Certification Services, S.A. 65 62 6 9.2

Union Bureau of Shipping 54 52 6 11.1

Overseas Marine Certification Service, Inc. 40 39 3 7.5

Universal Maritime Bureau Ltd 32 32 3 9.4

Isthmus Bureau of Shipping, S.A. 29 28 3 10.3

Panama Maritime Documentation Services 28 26 5 17.9

Vietnam Register 19 17 0 0

International Ship Classification 17 17 2 11.8

Sing-Lloyd 16 16 3 18.8

Dromon Bureau of Shipping 11 11 0 0

Others* 32 29 2 6.3

합 계 441 425 39 8.8

합 계 2,931 2,256 66 2.3

결함 성질 결함지적(건수) 출항정지(건수) 출항정지점유율(%)

안전관리체제* 546 67 12.3

무선통신 231 36 15.6

경보설비 68 8 11.8

선체구조 안전 355 28 7.9

화재안전 1,906 178 9.3

해양오염방지 658 69 10.5

화물작업(설비 포함) 150 8 5.3

해사노동협약 480 26 5.4

구명설비 1,117 104 9.3

비상대응 562 55 9.8

추진기 및 보조기계 538 47 8.7

수밀/풍우밀 704 78 11.1

증서 및 문서 1,087 95 8.7

항해안전 1,673 111 6.6

선박보안 293 24 8.2

근로 및 거주설비 565 77 13.6

위험물 운송 38 4 10.5

선박평형수 38 2 5.3

기타 84 5 6.0

합 계 11,093 1,02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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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8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	

하여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

하여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

(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하였다.	‘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하여,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

(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먼저,	▲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약	3,500회의	

지도	·	감독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수면에 똑바로 떠있는 배가 파도 · 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배의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복원력이 큼  

2018년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해양수산부, 
2018년에는 바다 위 안전감독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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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작년에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에	관해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감독관을	증원(4명)하고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	및	지방청	간					

교차감독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승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3대	선박안전							

기본	수칙에	입각하여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선종 중점관리분야

여객선 · 화물선
카페리선박의 화물 적재·고정상태, 선령 20년 초과한 노후여객선의 기관관리 실태, 위험물      
운반선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 사고다발·다수결함 등의 문제점 있는 선박·사업장에 대한 불시·수시감독 강화

원양어선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어선의 선체, 배수설비, 비상배터리 충전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 
설비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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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사안전 지도·감독결과 및 성과

◆ 2017년 지도 · 감독 결과

<여객선 분야>

•	 (감독결과)	연안여객선	1,017회,	사업장	246개사	등	1,641개소	지도	·	감독	실시,	개선명령	

1,448건,	개선권고	779건	조치

*	연안여객선 총173척에 대해 차량적재 · 고정상태, 과적 · 과승 및 여객 승선전 신분증 확인 등 안전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반복점검 시행

※ 항행정지 선박은 차도선, 초쾌속선, 카페리선, 일반여객선, 고속선의 순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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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행정지)	기관설비	결함,	선체손상(파공·균열),	선박증서	미비	등	중대결함	사항이	있는	

20척에	대해	항행정지	조치

*	항행정지 사유(20건) : 기관설비 결함(9건), 선체손상(7건), 선박증서 미비(1건),선교설비 고장(1건), 고박    

장치 불량(1건), 항해안전저해요소(1건)

<화물선 분야>

•	 (감독결과)	여객선	외의	일반선박	1,332척,	사업장	160개사	총	1,492개소	지도	·	감독을	실시

하고,	개선명령	3,195건,	개선권고	1,370건	조치

※ 항행정지 선박은 차도선, 초쾌속선, 카페리선, 일반여객선, 고속선의 순으로 많음

분야별
점검 실적

(척/개사/명)

개선명령(건)

개선권고(건)
출항전(즉시)

시정
기한부
시정

소계

항행정지

선박 (척) 정지율 (%)

연안여객선 1,017* 262 935 1,197 20 2.0 544

사업장 246 21 224 245 - - 161

운항관리자 378 3 3 6 - - 74

합계 1,641 286 1,162 1,448 20 2.0 779

분야별
점검 실적
(척/개사)

개선명령(건)

개선권고(건)
출항전(즉시)

시정
기한부
시정

소계

항행정지

선박(척) 정지율(%)

선박 1,332 490 2,655 3,145 29 2.2 1,097

사업장 160 4 45 49 - - 273

합계 1,492 494 2,700 3,194 29 2.2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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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의	법정승무정원	준수여부,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설비	현황	중점	지도	·	감독(구명,	

소화설비	사용법	지도)

◆ 2017년 지도 · 감독 결과

•	 (성과)	선사와	여객의	안전의식	개선,	선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및	선사의	안전품질경영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	성과

	- 해사안전감독관	직무교육(5월),	선종별	안전점검표	개발(11월),	감독관	워크숍(10월)	등을	

통해	감독관의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안전설비 시연 및 현장훈련 실시 : 구명뗏목 시연(87회), 소화기·신호탄 등 시연(116회)

•	 (반성)	정기·수시감독,	특별점검	등	반복적인	점검시행으로	인한	선원들의	피로도	증가,	

매너리즘	조성	등	역기능	지속	개선	필요

	- (개선방향)	안전관리상태가	우수(사고無,	결함건수小)한	감독대상은	감독횟수	저감	등	

인센티브	제공,	결함지적	위주의	점검보다는	안전관리시스템	감독에	역점을	두어	선원들의	

피로	저감

*	2017년 2,921회 → 2018년 2,861회

	- (항행정지)	기관설비	결함,	선박증서	미비,	선체손상(파공·균열)	등	중대결함	사항이	있는	

29척에	대해	항행정지	조치

*	항행정지 사유(31건) : 기관설비 결함(10건), 선박증서 미비(8건), 선체손상(7건), 화물과적(4건), 갑판설비  

고장(2건) / (2척은 선박증서·기관설비고장 중복지적)

<원양어선 분야>

•	 (감독결과)	국내	출항	원양어선	97척(210회)에	대해	지도	·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명령	26건,	

개선권고	316건	조치

*	원양어선은 해사안전법의 제46조(선박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의 적용제외 선박으로 선사의 자체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행하지 않음

업종별 점검선박(회)

개선명령(건)

개선권고(건)

출항전시정 기한부시정 소계

원양연승 138 8 - 8 206

저연승 6 - - - 11

선망 23 6 1 7 20

트롤 7 - - - 18

봉수망 26 1 - 1 55

채낚기 10 4 6 10 6

합계 210 19 7 2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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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점 추진방향

◆ 중점 추진방향

•	 3대	대형사고	예방원칙	이행확인	철저

•	선종별	취약분야	중점	지도	·	감독	및	개선사항	발굴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직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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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3대 기본안전수칙 이행 확인, 형식주의 배제 

•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3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	 ‘눈가림식’의	가공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	현장이행	실태*를	확인

◆ (취약분야 중점감독 및 개선사항 발굴) 2018년 감독 결과를 토대로 선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이행력 제고 및 개선사항 발굴

•	 (여객선	·	화물선)	카페리선박의	화물	적재·고정상태,	선령	20년	초과한	노후여객선의	기관				

관리	실태,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	사고다발·다수결함 등의 문제점 있는 선박·사업장에 대한 불시·수시감독 강화

**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본부합동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지역은 감독관 성과평가 시 반영 검토

•	 (원양어선)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어선의	선체,	배수설비,	비상배터리	충전상태,	법정	승무

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개선사항	발굴)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사	·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를	안전

관리체계(시스템적)	측면에서	지도·감독

◆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스터디그룹·교차감독 활성화 등을 통해 감독대상 선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보완 등 감독관 업무역량 제고

•	감독관	담당분야	별	워크숍	시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정보공유

*	1차(4월) : 여객선감독관 워크숍, 2차(11월) : 화물선감독관 워크숍

◆ (2인1조 감독수행) 지도·감독 수준을 높이고 현장 업무수행 중 안전확보를 위해 기본적    

으로 운항·감항분야 각 1인씩 2인이 지도·감독 업무 수행

*	향후 감독업무 실적 분석 등을 통해 2인1조 수행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

		연안여객선	안전을	꼼꼼하게	챙길	국민	점검단이	공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8일(목)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장관	주재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총	15명	(남	11명,	

여	4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발된	민간	현장

점검단이다.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공개모집에	총	76명이	지원하여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11개월(‘18.2~’18.12)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15명의	감독관들은	선박안전	관련업종	종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었으며,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선박검사원으로	32년	간	근무하고	여객선	운항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비롯하여	항해사	자격	소지자,	해사안전교육	강사	등	선박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

되었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	기자,	현장	안전진단	강사,	안전	관련	민간협회(국제통합안전협회)	

이사장	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상안전	지키기에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	준	

지원자들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즉시	활동을	시작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련	자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감독관으로서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여객선	안전

관리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여객선	안전수칙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새롭게	출범한	감독관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안전을	관리하고	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오늘	위촉된	분들	모두가	투철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여객선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약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러분의	조언을	

밑거름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위촉행사 가져

여객선 안전, 
이제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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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 개요

◆ 개 요 

•	 (일시/장소)	2018.	2.	8(목)	16:00~16:30	/	여의도	해운빌딩

•	 (참석자)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등

◆ 주요 일정

•	 (위촉식)	위촉장	및	신분증	수여식,	환담	순으로	간략하게	진행

	- 위촉식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국민안전감독관	활동계획*	안내,	여객선	운영현황	브리핑,	

위촉식	후	일정	협의,	권역별	대표자	선정	등	진행

*	활동 시 계획서 · 결과보고서 제출, 여비 수령 방법, 주의사항, 협조사항 등

<여객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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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소요 주요내용 비고

<오리엔테이션> 60‘

15:00∼16:00 60‘ 활동계획 안내, 여객선 운영현황 브리핑 연안해운과, KST 합동 진행

<위촉식> 30’

16:00∼16:01 1’ 개회 및 국민의례(국기 경례) 연안해운과장

16:01∼16:11 10’ 위촉장 수여

16:11∼16:26 15‘ 환담

16:26∼16:30 4‘ 단체 기념 촬영 및 폐회

<워크숍>

16:30∼17:00 30‘ 권역별 대표자 선정, 합동점검 일정 협의 등 KST 진행

◆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구성 : 총 15명(남 11명, 여 4명) 

•	총	지원자	76명	중	지역별	·	연령	·	성별	·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강사	·	공무원	·	민간협회	·	교수	·	대학직원	·	연구원	·	자영업자	·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

                             연령대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소계

소계 (여성) 1 6 (3) 4 (1) 2 2 15 (4)

서해권 2 (2) 2 1 5 (2)

서남해권 3 2 5

동남해권 1 1 (1) 2 (1) 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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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정화2호 주요 제원 및 건조 내역

◆ 주요 제원

◆ 건조 내역

•	건조기간:	‘17.3.30.~'18.02.14.

•	건조금액:	3,340백만원

•	주요탑재장비:	부유물	수거장치(벨트식	연속수거장치,	굴절식	크래인),	소화장치,	유이송펌프,	

자동팽창식	오일펜스	등

•	발주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조선소:	장보고조선소

•	감리:	부산선박기술

•	운영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지사

◆ 항만정화2호 사진

	 	해양수산부는	3월	6일(화)	오후	2시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신조	청항선*	‘항만정화2호’의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역에	본격	투입한다.

*	청항선 :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법정위탁 운영하는 청소 선박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해역의	청결을	유지하고	선박의	통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4개				

무역항에	총	20척의	청항선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항만정화2호’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	

청항선(부산933호)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길이	24.93m,	폭	9.4m에	총톤수	88톤으로	

현재	부산	해역에서	운영되는	청항선	4척	중	가장	크다.	

		본	선박에는	항행장애물	제거를	위한	부유쓰레기	제거장치	외에도,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회수기*,	자동팽창식	오일펜스	등	유류제거	장비도	탑재되어	있다.	앞으로		

부산항	북항	·	감천항	등	주요	항로를	순찰하며,	부산	북항과	해운대	및	영도	일원	등	여객선	항로와	

오륙도	·	낙동강	하구	·	부산	신항	인근의	무인도서	등에서	청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해상에 누출된 기름을 펌프로 흡입하거나 벨트 · 로프 등을 이용한 흡착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최신	장비를	갖춘	청항선을	부산항에	투입하여,	선박	항행안전		

확보와	해역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중	울산	·	목포항에	

신조	청항선을	배치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항선을	지속	확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6 부산항 관공선 부두서 신조 청항선‘항만정화2호’취항식 개최

신조 청항선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만든다

총톤수 최대속력 주기관
선질

(선형)

크기(m)
선원

(기타)
전장 형폭 형심

88톤 13노트
1,217BHP x 1,800RPM 2대

CATERPILLER
강

(쌍동선)
24.93 9.40 2.50

6명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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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역 청항선 운영계획

◆ (청항선 보유현황) 부산해역내 청항선 4척 보유 

◆ 2018년도 선박별 운항계획 

•	 (무역항)	주요	순찰구간(부산항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을	주기적	순찰

•	 (여객선항로)	북항내	·	외항,	해운대	및	영도	일원이	주요	운항구간이며,	부산항	관내	유람선을	

포함한	운항구간임

•	무인도서

	- (오륙도	인근)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6개소)

	- (낙동강	하구	인근)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백합등/모래섬	(5개소)

	- (신항	인근)	토도,	미박도,	중죽도,	대죽도,	범여도(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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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쓰레기 수거경로

선 명 총톤수 마력(HP) 속력(Knot) 진수일 선령(년) 항해구역

항만정화1호 79 1,369×2 13 ’15.09. 2.4 연해

항만정화2호 88 1,200×2 13 ’18.02. - 연해

부산936호 54 470×2 13 ’98.03. 20 연해

파란호 70 761×2 11 ’06.07. 12 연해

선박명 구분 소계 무역항 등 여객선항로 무인도서

항만정화1

운항시간 542h 372h 150h 20h

운항횟수 245회/年 174회/年 66회/年 5회/年

항만정화2

운항시간 542h 372h 150h 20h

운항횟수 245회/年 174회/年 66회/年 5회/年

부산936호

운항시간 528h 322h 136h 20h

운항횟수 241회/年 149회/年 62회/年 5회/年

파란호

운항시간 528h 392h 136h 20h

운항횟수 241회/年 184회/年 62회/年 5회/年

북항 내항 북항 외항

감천항 다대항

신항 신항 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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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항로, 무인도서 및 해양보호구역 순찰경로

여객선 근거리(북항내항, 외항)

여객선 원거리(해운대, 영도일원)

특별관리해역 무인도서(신항∼낙동강하구)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목)	싱가포르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01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해사

안전국장이,	싱가포르측	대표로	해사청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적	퇴치활동과	선박통항	안전	증진방안,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국제	

해사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등	양국	간	주요	정책협력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6.26~6.28)	내용을	소개하며	싱가포르	측	

해사분야	전문가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선박검사관

**	국제해사포럼,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연계하여 매년 6월 마지막 한 주간에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국제해사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토론

	 	싱가포르는	세계	1위	환적항만이자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인	‘싱가포르항’과	세계	4위의							

해운선대,	선진	선박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럽	·	중동	지역을	잇는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	수	·	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을	운송

하고	있는	주요	국제	해상	수송로이다.	

		해양수산부는	싱가포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해협을	운항하는	국적선사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해운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5차 한 · 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싱가포르와 함께 안전한 바닷길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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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사무국에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아시아	해역의	해역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의	

주요	이용국으로서	이	해협의	항행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항행				

안전기금을	출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연안3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해협 이용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력기구로서      

항로표지시설 관리, 침몰선 제거 등 사업 추진

<아시아지역	해적활동	발생	추이(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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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12 ’13 ’14 ’15 ’16 ’17

인도네시아 81 106 100 108 49 43

필리핀 3 3 6 11 10 22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싱가포르와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해사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5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日/所)	:	'18.3.22(목)	13:00	~	18:00/	싱가포르항만공사(PSA)

•	 (참석)	해사안전국장	외	4명

	- 싱가포르	:	해사청장	외	4명)

*	‘18.3.19 ~ 22중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ReCAAP 관리이사회에 참석

◆ 주요의제 및 대응방안 

•	 (IMO협력)	아국이	제안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IGC/IGF	Code	등재”	관련	경과설명과	IMO내	

논의	시	지지요청

•	 (항만국통제	협력)	Tokyo	MOU를	통한	협력	및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지속	제안

•	 (항행안전)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의	통항안전을	위한	싱가포르의	역할에	감사하고,	아국의	

지속적인	기여	계획	설명

•	 (해적방지)	우리나라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정책	설명

•	 (기타사항)	올해	6월중	개최되는	한국해사주간	소개	및	연사초청

◆ 회의 일정(안) 

일시 구 분 비 고

3.18(일) 14:20～19:55 해사안전국장 싱가포르 입국 ReCAAP 관리이사회 참석

3.21(수) 14:20～19:55 대표단 싱가포르 입국

3.22(목) 14:45～17:30 한-싱 양자회의 싱가포르항만공사

3.23(금) 11:00～18:25 대표단 싱가포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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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 개요

◆ 해협의 특징 

•	유럽과	동아시아간	교역항로이며,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원유수송로

•	해협의	길이	:	약	963Km	/	폭	:	20～370Km(지정항로폭	:	약	2.5Km)

•	저수심,	해저지형의	불규칙,	항로폭의	협소	및	조류변화로	선박	항해여건이	열악하며	선박통항	

밀집도가	높아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음

•	동	항로	폐쇄로	우회항로	이용시	1,000마일(3일	항해거리)	추가소요

*	아국 원유 수입량의 90% 및 수 · 출입 물동량의 30% 이상 통과

◆ 해협 통항량('10년 기준/100톤 이상) 

•	예선	등	항내	운항선박을	포함하여,	연간	통항량은	606,911척

•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연간	93,755척(매일	257척)

-	전체	통항선박	중	유조선	37%,	컨테이너선	32%,	산적화물선	16%

•	국가별	이용	현황(선주국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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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순위 국적 척수 비율 순위 국적 척수 비율

1 일본 14,198 15.1 6 중국 4,956 5.3

2 싱가포르 12,323 13.1 7 대만 3,866 4.1

3 독일 9,199 9.8 8 말레이시아 3,555 3.8

4 그리스 7,761 8.3 9 대한민국 2,945 3.1

5 인도네시아 5,448 5.8 10 태국 2,94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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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사동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박차

군산지방지방해양수산청, 군산ㆍ장항항 선박수리 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대비 특별 해양시설 합동안전점검

2018년 부산항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60억원 투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 확대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캠페인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점검 강화로 해양안전 확보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따뜻한 봄철, 해양안전 이행에도 열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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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항로표지 시설사업 위치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및	고흥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올해	

43억원을	투입해	등대	및	등표를	설치하는	등	항로표지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항로표지란	바다에서	육상의	교통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빛(燈光)과	형상(形象)	

그리고	색상과	음향,	전파	등으로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시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등대와	등표	그리고	등부표	등이	있다.			

	 	올해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계도	동남방	간출암에	등표를						

신설하여	인근을	항해하는	어선들의	안전항해	지원으로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해상환경에	노출되어	콘크리트가	균열되는	등	구조물에	결함이	발견된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군내입표”	외	3개소에도	전면	새롭게	개량한다.

		아울러,	1986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에	설치된	금성등표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량

할	예정이며,	선박통항에	장해요소인	간출암	3곳에	대하여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향후에	등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바닷길	조성과	해양사고	제로화를	실천하기			

위해	선박항행	위해요소가	발견되는	해역에는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수 · 고흥 지역 항로표지 설치ㆍ운영에 43억원 투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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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8.1.17일	선박수리로	인한	항내	화재ㆍ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선주						

(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수리	신고절차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겨울철	선박	화재	·	폭발	사고	예방과	선박수리	절차를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박수리절차	안내,	주요위반사례	설명,	선박수리	안전수칙	팸플릿	배포	및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선박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선박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에	발생한	녹(綠)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며,	선박수리	전	지방	지방해양수산청에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향후	선박	내	기관실	등	폐위구역	수리작업	시	가스농도	확인에			

불편을	겪는	영세업체를	위해	복합가스농도측정기를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금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수리	신고	또는	허가는	방문	또는	팩스(063-441-2354)로도	가능하며,	선박수리	신청서에	

작업계획서,	용접기능사	등	자격증	사본	및	무가스증명서(허가	시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신청

하면	된다.	

군산지방지방해양수산청, 
군산ㆍ장항항 선박수리 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여객선을	이용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군산항과	여객선	항로	등에	있는	관내	항로표지시설(국유	198기,	사설	100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설	연휴	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교통신호등인	항로표지에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	안전항행에	큰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유ㆍ무인등대	관리,	등부표	위치와	등화	기능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장비	등을	교체하여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항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상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올해	55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항로표지시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선박항행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에	역량을	집중			

하는	등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항 및 여객선 항로 등 관내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등대 · 등부표) 집중 점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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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	울산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자국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302척(75.5%)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3.0%)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한	후	출항	조치하였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

선박(83.3%),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울산항	평균	출항정지	선박	척수(5척)를	크게	상회하며	강력한	항만국

통제	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세금과 같은 경제적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

 

		출항정지	된	선박이	지적받은	중대결함은	총	144건으로	소화주관	파공,	비상소화펌프	미작동과	

같은	소화안전설비	결함이	총	21건(1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박	증서	및	문서관련	

결함이	17건(11.8%),	선박	풍우밀	관련	결함이	16건(11.1%)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8년도	역시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	등록	선박	등에	대해	2인	1조	

점검	·	상세점검	등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의	국내입항을	차단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준미달	선박의	퇴출을	위한	차등적이고	실효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관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함께	도모하며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17년 울산항 항만국 통제 총 400척 점검, 12척 출항정지 처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17년 울산항 출항정지선박 명세 (12척)

연번 점검일

선 명

국적 선령 선급 선박용도 총톤수(톤) 결함사항 위험도

IMO번호

1 1.13.

THAI OCEAN

파나마 21 NKK
일반

화물선
9,999

내부심사 미이행 
등 8건

HRS

9141209

2 2.3.

BL COSMOS

파나마 14 NKK 벌크선 11,703
선박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선

박정비 불이행 등 12건
SRS

9309679

3 2.14.

HAI HENG 1

시에라 리온 15 기타
일반

화물선
3,523

구명정 적재위치 불량 
등 20건

HRS

8747173

4 2.24.

HAN LI

파나마 28 NKK
일반

화물선
15,506

소화주관 파공에 따른 비
상소화펌프 토출 압력 불

량 등 17건
HRS

8801371

5 3.13.

SAFE WAY

시에라 리온 9 기타
일반

화물선
2,979 비상발전기 고장 등 11건 HRS

9646118

6 3.22.

TONG MAO 16

벨리제 10 기타
일반

화물선
2,930 비상소화펌프 고장 등 17건 HRS

9528677

7 4.28.

MEIWA MARU

파나마 23 KR
일반

화물선
2,561 비상소화펌프 고장 등 12건 HRS

9100499

8 6.8.

ZLATA

파나마 29 DNV
가스

운반선
7,296

각 종 증서 원본 부재 등 
12건

HRS

8803381

9 6.9.

UNION SUCCESS

파나마 9 BV
일반

화물선
5,688

오수처리장치 송풍기 불량 
등 20건

HRS

9538957

10 6.21.

TEMIT

벨리제 12 기타
일반

화물선
1,972 레이다 작동 불량 등 5건 HRS

9374947

11 6.23.

UACC EAGLE

마샬군도 8 LR 유조선 42,010 비상발전기 고장 등 3건 SRS

9550694

12 7.19.

CONDOR

시에라 리온 32
No 

Class
유조선 483

전 선원 기국 배서 증서 미소
지 등 7건

HRS

85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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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설	연휴에	대비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해양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름	등	저장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됨에	따라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안전성	및	관리실태,	비상매뉴얼	관리,	사고	시	종사자의	신고	및	대응		

절차	숙지	등	사고	대비	·	대응	태세	구축	여부	등으로	주요	해양시설	15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오염방제	주관	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명절	등	연휴기간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특별점검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합동 안점점검으로 해양 오염사고 사전 방지에 주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대비 특별 해양시설 합동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및 세부 점검내용

◆ 안전점검 대상

◆ 세부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대상 해양시설 상세 비고

1월30일(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E1 가스기지
돌핀 3, B/C 저장시설(8,000㎘)

돌핀, 저장시설(30㎥)

1월31일(수)
SK에너지 인천물류센터

S-Oil 인천저유소
한일탱크터미널(남항)

돌핀 1, 저장시설 24(187,000㎘)
돌핀 2, 저장시설(129,645㎘)

돌핀 1, 저장시설 48(66,365㎘)

2월1일(목)
인천수협 소래분급소
인천수협 연안급유소
옹진수협 연안급유소

저장시설 2(80㎘)
저장시설 3(750㎘)
저장시설 4(188㎘)

2월2일(금)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삼양베이커터미널
돌핀 2, 저장시설 46(162,565㎘)

저장시설 31기(44,370㎘)

2월6일(화)

SK인천석유화학
한화 암모니아저장소

현대오일뱅크 인천물류센터
대한항공 율도기지

돌핀 3, 저장시설(2,124,064㎘)
저장시설(13,500톤)

돌핀 1, 저장시설 17(136,812㎘)
돌핀 1, 저장시설 12(135,150㎘)

2월7일(수) 워터웨이플러스 저장시설 2(10㎘, 20㎘)

① 해양시설의 침하ㆍ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② 돌핀, 원유부이, 이송관 및 저장탱크의 연결 상태

③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선,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

④ 해양시설 주변의 공사 현황 및 영향

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및 현행화 여부

⑥ 기름 ·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⑦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등 점검

⑧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시설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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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양교통시설은	선박이	안전항해를	위해	이용하는	바다의	지표(등대,	등부표	등)로	이번	해양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통해	선박들은	신	해상	위험물	확인,	해양기상정보	등	보다	개선된	

항행안전	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가덕도	천성항방파제등대를	국난극복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한	조형등대로								

설치하여	항행안전뿐만	아니라	지역대표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며,	오륙도등대	무인화에	

따른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주요	항로의	대형	등부표	인양정비	등	해양교통시설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또한,	매년	사주(沙柱)의	급속한	발달로	항로의	변화가	심한	낙동강	하구수로에	해양교통시설의	

재배치와	구조	개선을	통해	어민들의	안전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는	등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항행안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이	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양안전의	국가책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 확충, 노후 시설개량 등 해양교통시설 

확충ㆍ정비

2018년 부산항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60억원 투입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해양수산	6개	분야	98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및	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선,	등대해양

문화공간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및	안전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수산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청사	및	여객선터미널	등에					

안전신고함을	비치하여	안전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 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98개소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분야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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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진단 사진(2017년)

오동도등대 안전신고함 연안여객선터미널 안전신고함

국가어항 현장점검 국가어항 현장점검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 방재시설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부산항으로	수입	또는	환적	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중	6,000	TEU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계획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항	내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	

확보를	위한	「2018년	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2월	6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에서	개최하였다.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제도(CIP)란	부산항으로	수입	또는	환적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외관	및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보완	조치	등을	취하는	등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안전	관리를	통하여	선박,	항만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도	2,000만	TEU라는	사상최대의	물동량이	처리된	부산항의	

수입	·	환적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	관리를	위하여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	목표를	6,000	TEU로	

상향	조정하고	외관	및	개방점검을	통한	강도	높은	위험물	안전점검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금번	간담회를	통해	터미널	별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에게	올해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계획을	소개하고,	주요	위반사례	및	국내외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부산항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안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위험물	종사자들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	점검		

협업을	통하여	부산항내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부산항 위험물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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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설	 명절	 특별수송	 기간(2.14.~18.)에														

귀성ㆍ귀경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승선부터	하선까지	단계별	안전수칙이	담긴홍보물을	배부하여	이용객들이	

쉽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장려하였다.

		또한	표준안전수칙이	인쇄된	여객선	안전승선권을	발권하였으며,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해양

안전체험관에	비치된	구명조끼ㆍ신호탄	등을	승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는	체험기회도	

제공하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캠페인	실시	모습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해양안전 문화 확산 주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캠페인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운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대책	설명회(’18.2.22.)를	

개최하고	2017년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와	2018년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14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125척	

(89.3%)에서	결함이	식별되었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7척(5.0%)은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이	금지되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			

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작년보다	점검	목표를	10척	상향하여	150척을	점검할	계획이며,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준미달선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	편의치적: 선주가 소유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

17년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140척 점검, 7척 출항정지 조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점검 강화로 해양안전 확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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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	및	항만건설현장에	대하여	재난위험	요소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2월	26일부터	3월16일까지	항만시설물	등	6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해빙기	지반침하와	구조물	균열	등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우선	점검하였고,	주기적으로	정밀진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항만건설현장에서는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석축,	옹벽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아울러,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표준화된	재난상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항만시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항만시설 및 항만건설현장 등 64개소 중점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해빙기를	대비하여	항만(어항)시설물과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지자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관점				

에서	점검	·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발맞추어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

공사	등	건설현장	5개소와	항만(어항)시설물	3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각종	사고방지	및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각	건설현장	내	지반붕괴	등의	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나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하는	등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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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에	얼었던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붕괴,	지반

부등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현장	및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2018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금고가교	등	1	·	2종	시설물	15개소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여수항	여객선터미널	등	7개소	등	총	

48개소이다.

		특히	교량	8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거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현장 3월 중 안전점검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상교통	환경과	해양사고	특성을	반영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일교차로	인해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본격적인	행락철과	성어기로	선박교통량이	증가

하여	타	계절에	비해	충돌	및	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사계절	중	49%)되는	시기이다.

		이에,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사고	취약선박에	대하여	항해장비,	항해당직,	비상대응	

능력	등을	중점으로	우선	점검하고,	항만	시설물	점검,	정박지	관리,	항만순찰	및	선박	통항로								

위해요소	개선	등을	통하여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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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불시점검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양안전의	날(매월1일)에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구명	

조끼	착용	등을	주제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중요한	해양안전의	특성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에	대한	기관	간	협력체계와	이행	강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봄철(3~5월)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따뜻한 봄철, 
해양안전 이행에도 열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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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7호, 2017.12.29., 일부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유기(遺棄)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	시	지정대리인의	확대(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			

조합의	대표자를	추가하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선원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선원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선원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을	선원정책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제4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보고	및	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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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같은	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을	"지정대리인"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지급받고자	하는	선원은	당해	선박소유자에"를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로,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ㆍ보험업자ㆍ공제

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을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라	한다)에게	체불임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주상호보험조합ㆍ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를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를	"체불임금을	청구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3년분의	퇴직금중"을	

"4년분의	퇴직금	중"으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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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	중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ㆍ보험업자ㆍ공제업자	및	기금

운영자"를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주기관	추진력"을	"주	기관	추진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만

법」	제2조제6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선원의"를	"복지와"로	한다.

제7장에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

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과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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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9호, 2017.12.29., 일부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	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공유수면에	일정	길이	또는	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는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을	추가하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정비(제5조제1항)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에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을	

추가하는	등	해당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정비함.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대상	추가(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서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인상	등(제2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신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종전의	제곱미터당	250원에서	300원

으로	인상하고,	지역별ㆍ개발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지역계수를	종전의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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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사용	용도	추가(제30조의2	신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	업무	확대	등(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55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해양생태계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으로,	"해양생태계조사계획"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보호대상해양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행위	등의	현황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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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현황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제7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4.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제26조제1항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및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는"을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제3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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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

							(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			

제	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10.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채취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채취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관찰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시행

제3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별표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비고: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적용 지역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
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
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2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0 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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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시행 2018.1.1.]
법률 제14748호, 2017.3.21., 일부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

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함(제4조의2제5항	신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	

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

함(제8조제3호).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1조의5

제3항	신설,	제59조제2항제2호).

		라.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제40조의2	신설).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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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748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 개정문

		마.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유류세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제41조의3제		

4항	신설).

		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

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제57조제1호	신설).

		사.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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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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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호	중	"이	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사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

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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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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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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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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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2조제1

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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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제1항	중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를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21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

운항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3항)	중	"신고를	받은"을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증명서"를	"수리증명서"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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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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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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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하주단체(荷主團體)"를						

"화주단체(貨主團體)"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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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하주(荷主)"를	 "화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12조제1항"을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	제

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

4항"을	"제13조제2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	제1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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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4항"으로,	"제29조제2항ㆍ제3항"을	"제29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를	"석유판매

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석유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선불카드"를	"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57조의2제1호	중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을	"제28조제5항,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를					

"제12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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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시행 2018.1.11.] 
해양수산부령 제273호, 2018.1.11., 일부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등록을	한	것

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는	경우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조건의	충족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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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ㆍ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

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

⊙해양수산부령 제273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선박	등의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을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

피한	사유로	지연되는"으로	한다.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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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

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105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4.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제2항	중	"운항개시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3제1호	본문	중	"제3조의3제1항	각	호"를	"제3조의4제1항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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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8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 칙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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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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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생략

< 부 칙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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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

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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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 칙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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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1.30.] 
대통령령 제28618호, 2018.1.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의	범위를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61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4톤"을	각각	"3톤"으로	한다.

II. 개정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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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2.1.]
해양수산부령 제276호, 2018.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관할	수역별로	

구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회	이하로,	2억원	초과인	경우

에는	3회	이하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반환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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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27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해양생태계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을	"학술적"으로	한다.

II. 개정문

제37조제1항	중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0조제2항,	영	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로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

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회	이하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3회	이하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로,	 "시·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

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를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	신청서"로,	"시·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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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점"을	"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날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제45조	중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34조"를	"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장(제46조)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중	학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명

Chasmagnathus convexus Ocypode stimpsoni Sesarmops intermedius Scelidotoma vadososinuata

Dendronephthya suensoni Ellobium chinense Ophiacantha linea Plumarella adhaerans

Thbastraea coccinea Perisesarma bidens Dendronephthya mollis Echinogorgia complexa

Clithon retropictus Euplexaura crassa Synandwakia multitentaculata Myriopathes japonica

Plumarella spinosa Echinogorgia reticulate Dendrophyllia cribrosa Uca lactea

Charonia lampas Dichopsammia granulosa Nacospatangus alta Dendronephthya alba

Pseudohelice subquadrata Dendronephthya castanea Dendrophyllia putteri Paraleonnates uschakovi

Scopimera bitympana Verrucella stellata Dendrophyllia ijimai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광역시"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광역시"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수산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라.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마. 사업추진 일정

     바. 소요 사업비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동의서(신청인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중	"환급"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광역시·도·특별

자치도"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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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타법개정

[일부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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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

(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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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	생략

< 부 칙 >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II. 개정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시행 2018.3.12.] 
해양수산부령 제278호, 2018.3.12., 일부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2018.	1.	1.	발효)으로	도입된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소량의	위험물에	대한	명세서에	적는	표기사항을	"LIMITED	QUANTITY"에서	

"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로	변경하며,	선박	내	화약고(火藥庫)의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	등으로	하도록	그	설치요건을	완화

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종전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油)탱커의	화물			

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陸上油管)	간에	전기적으로	연속하도록	하던	것을,	하역	시	발생

할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화물유관과	육상유관	간에	

전기적으로	절연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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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278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3)	중	"연소계속성으로	인하여	그	액체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운송되는			

경우"를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1)	중	 "이와	관련된	물질"을									

"중합성(重合性)	물질"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원자력법」	제2조"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이란	포장용기,	외피(casing)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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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질량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순질량"을	"순화약질량"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질량"을	"순화약질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질량"을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

(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을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세정되지	아니한	빈용기"를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질량"을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따라야	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수밀의	

금속제컨테이너""를	""수밀(水密)의	금속재컨테이너""로,	""수밀금속컨테이너""를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질량"을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을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수밀의	금속제컨테이너"를	"수밀(水密)의	금속재컨테이너"로,	 "활물창"을				

"화물창"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수밀금속컨테이너"를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로,	"제98조제1항제4호는"

을	"제98조제1항제4호를"로	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역기계(AUTOLIFT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하역

기계(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량"을	"순화약질량"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화약고의	종류)	화약고는	밀폐형	화약고	및	화물창형	화약고의	2종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밀폐형	화약고)	밀폐형	화약고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직물은	제외한다)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

하고	녹이	없을	것

		2.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3.	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제57조를	삭제한다.

제122조	중	"이에는"을	"이외에는"으로	한다.

제139조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중	"참석"을	"참관"으로	한다.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전기적	절연)	유탱커에서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							

(貨物油管)과	육상유관(陸上油管)	간에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				

으로	절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기적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

		1.	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을	연결하기	전에	충분히	전기적	연속을	하여	둘	것

		2.	전기적	연속을	단절하기	전에	화물유관을	육상유관으로부터	해제하고	관의	내부에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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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제8항	중	"eke고"를	"닫고"로	한다.

제217조	중	"금속제"를	"금속재"로	한다.

제219조	중	"포장을	제외한	순질량"을	"순화약질량"으로	한다.

제228조제2호	및	제7호	중	"순질량"을	각각	"순화약질량"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중	"포장을	제외한	순질량"을	"순화약질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도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도식	제5호	비고란의	제4호	중	"솔벤트"를	"용제"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해운법 시행령[시행 2018.3.20.] 
대통령령 제28713호, 2018.3.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면서	그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

조항로	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항로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해당	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연

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

의	등록을	한	자가	중고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이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28713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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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25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						

으로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4호	중	"선박을	건조하기"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21조의2의	제목	중	"보조금	지급정지"를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류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석유판매업자로

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호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보조금"을	각각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

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http://www.imokorea.org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110콜센터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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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44-330-2366 / 이메일: ynkim@kst.or.kr

문의사항

전화: 044-3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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