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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68차 기술협력위원회(TC 68) 결과
제120차 이사회(C 120) 결과
제5차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HTW 5) 결과
제5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5) 결과
제5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5) 결과

국제해사소식

우리나라, Paris MOU(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우수등급(White List) 지위회복 (6.15)
인도네시아, 여객선 전복으로 192명 실종(6.18)
Skangas社, 액화바이오 가스 연료 공급(6.26)
일본, 한국 조선소 부당보조금 지급 주장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중(6.26)
독일 MAN Diesel & Turbo, MAN Energy Solutions로 사명변경 (6.26)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확장 2주년 기념행사 개최(6.27)
유럽연합(EU), EU 해상보안전략(EUMSS) 개정안 채택(6.27)
NYK, JMU합작 프로젝트, LNG 연료 사용 건화물선 디자인 기본승인 획득(7.6)
SK Innovation, IMO SOx 규제 대응에 따른 상승세(7.10)
국제표준화기구(ISO), 메탄올 해양연료 표준화 개발(7.10)
MOL 선단-파트너십 기관, 운항지원시스템 합동연구 착수(7.10)
인도선급(IR Class), 전자증서(e-Certificates) 발급 시작(7.11)
방글라데시, 세계 최초로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라 선박해체 진행(7.11)
혁신적인 선박 인명구조설비 속속 등장(7.11)
Tidewater社-GulfMark Offshore社합병, 해양플랜트지원선박(OSV) 회사로서의 도약(7.17)
아시아지역 2018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사고율 15% 감소(7.18)
싱가포르 MPA-로테르담 RMPM, 항만 디지털화 R&D 협력 MOU 갱신(7.19)
암스테르담(Amsterdam) 항만, 플라스틱 처리시설을 통한 선박용 연료 공급(7.23)
스크러버(EGCSA) 주문 및 설치한 선박, 올해 2분기까지 983척(7.23)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 원유 수송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위협(7.24)
항만국통제(PSC),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방출 집중점검(CIC) 예정 (7.26)
호주, 해양오염 벌과금 대폭증액(7.30)
싱가포르, 오염된 연료공급 적발(7.30)
COSCO Shipping Lines, 사이버 공격 이후 완전한 복구(7.30)
클락슨 리서치 서비스, 2018 전세계 LNG 수송량 11% 증가 전망(8.1)
스웨덴(Sweden) 해역, 화물선의 좌초사고 발생(8.6)
COSCO-OOIL 합병을 통한 해운 선두업계 재편성(8.6)
일본 주요전력기업, LNG Bunkering 구축을 위한 MOU 체결(8.7)
에너지 소비 35% 감축 가능한 질소 발생장치(Nitrogen Generator) 개발(8.8)
호주 정부, 해양오염유발 선장에게 최대 3백만달러 벌금부과 법안시행 (8.14)
중국 교통부, 해양 연료로서 액화 천연가스(LNG) 사용에 대한 조사 착수(8.13)
카타르, 인도양항만국통제협력기구 (Indian Ocean MoU) 가입 (8.15)
Scrubber (배기가스 중 황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세정기) 설치 효과 의문 (8.15)
인도네시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125척 폭발물로 강제 침몰시켜 (8.21)

해사안전정책동향

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우수’등급 획득
해양수산부 차관,‘해양안전 엑스포’개막식 참석
서아프리카 해적 위험 높아져... 해적 경계강화 당부
해양수산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비상대책본부 가동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바다!
미래 해사산업 이끌어 갈 해양인재 찾는다

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도 하반기 선박안전 지키기에 총력 다 한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현장”해상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실시
2018년 8월 해양안전의 날 현장캠페인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름 휴가철 해양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선사 경영진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
“추석”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추진
해양안전은 무더위에도 꺾이지 않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가을철 단풍은 빨갛게! 해양안전은 파랗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풍성한 추석연휴, 끝까지 안전하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동해권「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소년 해양교육 성황리 운영중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연휴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9월 해양안전의 날”캠페인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인재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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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장기재원마련전략 소개

•	 	(논의내용) 장기재원마련전략은	ITCP	활동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	수준으로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성	언급

•	 	(논의결과) 장기재원마련전략	초안은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가

작업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전략을	추진키로	함

2. GISIS 데이터 유료화 제안에 대한 검토

•	 	(논의내용) GISIS	데이터	유료화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GISIS	데이터	관리	강화에	대한	검토	결과	및	GISIS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TC	제69차(‘19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회의명 : 제68차 기술협력위원회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 68)

•	 일시/장소 : 2018. 6. 18 ~ 20 (3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Zulkurnain Ayub (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1개 회원국, 18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총 292명 참석

I. 개요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 68

제68차 기술협력위원회(TC 68*) 결과

3. 해운분야 여성인력 역량강화

•	 	(논의내용) 해운분야	여성의	참여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SDGs)	이행을	위해	회원국	

및	산업계의	관심과	네트워크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ITCP	사업에	지원	의사	피력

•	 	(논의결과) 해운분야	여성	관리자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행결과	및	지역	여성협회의	

활동성과에	주목하고,	회원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4. IMO 회원국감사제도(IMSAS) 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

•	 	(논의내용) IMSAS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TCP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IMSAS	감사관	교육(2018.10.29~11.2)에	참여를	요청함

•	 	(논의결과) IMSAS에서	식별된	부적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력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ITCP	활동을	집중하고	기술협력(세미나,	교육	등)에	회원국	및	산업계의	

참여를	요청함

5. 국제 해사훈련 기관

•	 	(논의내용) 2017년	세계해사대학(WMU)	및	국제해사법대학원(IMLI)의	주요	활동	보고	및	

WMU	분교와	新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논의

•	 	(논의결과) 14개	WMU	분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TC	제69차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원국	

정부	및	국제해사분야에	진출한	WMU	졸업생의	중추적	역할	및	기여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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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MO 정보 접근권한 확대 논의

•	 	(논의내용) IMO	의제문서,	회의	오디오파일	등	IMO	정보	접근권한	확대	논의

•	 	(논의결과) 총회	오디오	파일,	회의	전	의제문서,	3년	이후	이사회	문서,	회의종료	전	회의결과	

등에	대해	일반	공개하도록	결정

	- 다만,	특정	의제문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는	

관련	의제	논의가	종료된	후	공개	가능

2. 비정부간 단체(NGO)의 신규 IMO 자문지위 신청 검토

•	 	(논의내용) 7개	단체*의	신규	IMO	NGO	자문지위	부여	검토

*	 세계여성 해운통상협회(WISTA), 해사기술협회(MTS), 국제보호재단(CI), 국제기술 조사 및 등급 협회

(SGMF), 환경방위포럼(EDF), 국제 거버넌스 혁신센터(CIGI), 기술검사 및 선급협회(TSCI)

•	 	(논의결과) 2개	단체(WISTA,	SGMF)에	자문지위	부여,	기타	5개	단체는	자진철회,	IMO	연관성	

부족,	타	NGO와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부결

•	 회의명 : 제120차 이사회

               (The 120th Session of the Council, C 120)

•	 일시/장소 : 2018. 7. 2 ~ 5 (4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aojie Zhang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38개 회원국 및 33개 정부간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88명 참석

I. 개요

* The 120th Session of the Council

제120차 이사회(C 120*)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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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국제해사상(International Maritime Prize) 수상자 결정

•	 	(논의내용) 회원국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에	대한	2017년	국제해사상	수여	검토

*	덴마크(Mrs. Brigthe s Lling Olsen), 아일랜드(Mr. Richard Schiferli), 뉴질랜드(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td, ITOPF)

•	 	(논의결과) 이사국	투표를	통해	덴마크	후보(Mrs.	Brigthe	s	Lling	Olsen)를	2017년	국제

해사상	수상자로	결정함

4. 2018년 IMO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결정

•	 	(논의내용) 우리나라	후보자	3건을	포함한	총	22건	후보를	심사위원단에서	검토하여	2018년	

IMO	바다의	의인상	최종	수상자를	결정

•	 	(논의결과) 중국에서	추천한	Mr.	Zhong	Haifeng(중국	교통부	수색구조팀	다이버)가	수상자로	

결정됨

5. 아랍어 통역서비스 제공

•	 	(논의내용) 전문위원회에	아랍어	통역서비스*	제공	요청에	대한	논의

*	IMO 공식언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총 6개가 있으며, 아랍어는 현재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만 제공 中

•	 	(논의결과) 통역사	모집	및	역량강화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아랍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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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논의내용) 11개	표준훈련과정*을	유효화하기	위하여	HTW	제5차	회의에서	논의

*	STCW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교과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지침으로 협약 가입국에 

권고됨

•	 	(논의결과) 여객선	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안정성	모델코스(5/3/6)의	개발내용이	해상인명

안전협약(SOLAS)	관련	요건에	미달하여	동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모델코스의	유효화	

승인

2.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증명서 목록 지침 관련

•	 	(논의내용) 항만국통제관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B-1/2	요건	명확화(예,	극지

해역	적임증명서:선장→선장+항해사)와	일시적으로	발행되는	완화증서*를	협약에	요구되는	

증빙서로	명시요구

*	특별한 상황(도서민 긴급수송 등)에서 공석 중인 직위를 안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된 자에게 일시

적으로 발급되며,「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 14. 선박직원승무기준 완화허가서가 있음

•	 회의명 : 제5차 인적요소 · 훈련 ·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5)

•	 일시/장소 : 2018. 7. 16 ~ 20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s. Mayte Medina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0여개 회원국, 30여개 국제기구 및 산업계 등 600여명

I. 개요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5

제5차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
(HTW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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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STCW코드	표	B-I/2	개정	제안에	대하여	여러회원국의	지지를	통해	개정작업을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한편,	임시로	발행되는	제8조	완화

증서는	목록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3.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	 	(논의내용) 1995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개정	검토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제안

*	정의(선박(vessel vs ship, 선사 또는 어선소유자, 어선원, 부원), 24m 이상 당직항해사 자격 증명에 관한 

최저 경력 단축 등

•	 	(논의결과) 상기	쟁점사항에	관해	회원국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피로에 관한 지침 개정

•	 	(논의내용) 호주측	주도로	작성한	피로지침	개정안이	ICS1)에서	제안한	실용성,	쉬운	언어의	

사용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원칙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의제	8/1,미국)	제시

•	 	(논의결과) 미국의	수정안(HTW	5/8/1)을	기본문서로	기존의	작업문서(HTW	4/WP.3)의	내용	

중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론,	및	모듈	3(피로와	선원),	모듈	4(피로,	인식	및	훈련),	모듈	5			

(피로와	선박설계)	및	모듈	6(피로,	기국	및	항만당국)	수정	완료되었으며,	전문위원회는	MSC에	

제출할	것을	승인함

1) 국제해운협회(ICS) :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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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고망간강의 적합성 검토 및 IGC/IGF 개정안 개발

•	 	(논의내용) 고망간강을	IGC/ICF상	극저온용	소재로	반영하기	위해	논의함

•	 	(논의결과) 극저온용	소재로서	고망간강의	적용을	위한	잠정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0,	2018년	12월)에	긴급사항으로	승인을	요청함

2.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연료 지침서 개발 

•	 	(논의내용) IGF	Code내	연료전지와	관련	개정안	개발	및	메틸/에틸알콜을	연료로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함

•	 	(논의결과) 메틸/에틸	알콜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	기준을	IGF	Code	반영하지	않고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으로	개발	완료함

•	 회의명 : 제5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5)

•	 일시/장소 : 2018. 9. 10 ~ 14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Hui Xie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5개 회원국 및 정부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약 441여명 참석

I. 개요

*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5

제5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CCC 5*) 결과

3.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통합본 개정

•	 	(논의결과) 문서	CCC	5/5	부속서	1의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신규

개정안에	동의하고,	제30차	E&T	그룹	작업반회의에서	05-19	개정안과	이	개정을	포함한	

IMSBC	Code	통합본의	개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함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와 부록의 개정

•	 	(논의내용) 독일은	특별규정	76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위험물운송	시	주무관청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	 	(논의결과) 특별규정	76은	일부	위험물	운송	시	주무관청의	특별허가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위험물은	운송요건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행정적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위험물	5종*에	대한	상기	특별규정	적용을	면제함

*	위험물 5종 : UN 3126 (자기발열성 고체, 부식성, 유기물,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3128(자기발열성 

고체, 독성, 유기물,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3129(물 반응성 액체, 부식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3130(물 반응성 액체, 독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및 3131(물 반응성 고체, 부식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5. 기상 기반 고박관련 CSS Code 부속서 13 개정안

•	 	(논의내용) CSS	code	부속서	13장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특정시기	및	항해조건에	따른	

화물의	가속도	값	경감에	대한	실제적인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CCC	5/7)

및	스웨덴	문서(CCC	5/7/1)를	중심으로	기상기반	고박에	대한	파고와	가속도	감소	커브,	

고박화물에	대한	마찰계수	세분화,	조건에	따른	안전계수	변화	등을	검토함

•	 	(논의결과) 논의	시간	부족으로	추가논의를	위해	통신작업반(CG)을	개설하여	차기회의(CCC	6)

까지	동	작업을	완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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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

•	 	(논의내용)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작업반에서	초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정의*	및	장비설치	

요건	면제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하여	작업완료	시일을	2019년으로	1년	연장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에	합의함

*	MARPOL 부속서의 개정안에 제시된 무인바지선의 정의가 부속서 별로 상이하므로, 단일 정의 또는 각 

부속서의 특성에 맞는 개별정의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UNSP barge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추가하여 유수분리기, 오수처리장치 등의 각종 장비설치 

요건들의 면제가능성 추가 검토

2. 2017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초안 검토

•	 	(논의내용) 2017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	초안을	검토하고,	작성된	초안의	추가	문구	검토	

등을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함

•	 회의명 : 제5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5)

•	 일시/장소 : 2018. 9. 24 ~ 28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Aji Vasudevan(인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9개 회원국, 33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480명 참석

I. 개요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5

제5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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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안는	제31차	총회	채택을	목표로	통신작업반	및	III	6차	

에서	추가	논의	예정

3. Equasis1) 정보시스템 상 출항정지 선박척수의 중복등재 관련 논의

•	 	(논의결과) Equasis에서	개발한	기술적	표기방식만	적용*하기로	결정함

*	중복등재 건수의 삭제도 고려되었으나, Equasis는 각 PSC 협의체가 제공한 출항정지자료를 수정할 권한이 

없어 가입현황만 표기할 수 있음

	- 아울러,	동	중복등재	사항은	차기	PSC	워크샵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가	

논의	예정임

4. III Code의 의무규정 목록 및 HSSC 검사지침에 대해 개정 초안 작업 진행

•	 	(논의내용) 신규	협약요건을	반영하여	위하여	개정중인	III	Code의	의무규정	목록	및	HSSC	

검사지침에	대해	개정	작업	진행

•	 	(논의결과) 협약	발효	시기(2020.1.1	및2019.1.1)에	따른	미반영	사항은	통신작업반	및	차기	

회의에서	지속	검토	후	제31차	총회에	제출	예정

5. 기국을 권한을 대행기관(RO)에 위임하기 위한 표준협정서 개정안 완료

•	 	(논의내용) 통신작업반에서	 작업한	 표준협정서	 초안을	 기반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MSC-MEPC.5	회람문	초안(표준협정서)을	결정함

•	 	(논의결과) 결의서	A.739(18)*(정부대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침)은	RO	Code로	대체되었으므로	

표준협정서에	법적근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현행 결의서는 RO Code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됨

6. MSI(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보고서 분석에 따른 교훈 및

안전문제 

•	 	(논의내용) 	 '10∼	 '17년	 IMO	 회원국이	 제출한	 63건의	 해양사고보고서를	 검토하고,	

GISIS를	통해	전	회원국에	공표되는	교훈사항	20건을	확정함

•	 	(논의결과) 기존	교훈사항의	GISIS	등재는	통신작업반이	수행하였으나,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하여	조사당사국이	직접	등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1) Equasis : European Quality of Ship Information System (유럽선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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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MOU가	발표한	2017	Performance	List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항만국통제	보통등급

(Grey	List)에서	우수등급(White	List)으로	상향되었음

•	최근	3년간(2015-2017)	우리나라	선박은	Paris	MOU	지역에서	총	82척의	선박이	PSC	

점검을	받았으며,	그중	1척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한편,	Tokyo	MOU(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협의회)	2017	PSC	연례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PSC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선급	기준으로는	한국선급	등	주요	IACS(국제선급연합회)	멤버들이	White	List에	

있으나,	IACS	멤버	중	폴란드선급,	인도선급,	크로아티아	선급	등	3개	선급이	Grey	List에	

올라	있음

우리나라, Paris MOU(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우수등급(White List) 지위회복 (6.15)

•	노르웨이	LNG	연료	공급업체인	Skangas社는	

Furetank	용선	회사의	화학제품	운반	탱커선

(M/T	Fure	Vinga)에	친환경연료	액화	바이오	

가스(LBG)*	공급을	시작함

	- 이와	 관련,	 Skangas社	 모회사	 Gasum社는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항에서	 M/T	

Fure	 Vinga(2018.4	건조)에	 LBG	공급을	

시작하였고,	동유럽	항행을	위해	건조	중인	Furetank社의	추가	5척의	선박	또한	LBG를	

사용하는	Dual-Fuel	연료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임

*	Liquefied Bio Gas(액화 바이오 가스) : 재생 가능하며 CO2 배출량이 없는 연료로, 엔진 가동 측면에서 LNG

보다 더 우수함. LBG는 기존 LNG공급 인프라 시설 그대로 이용 가능함

Skangas社, 
액화바이오 가스 연료 공급(6.26)

•	수마트라섬	Toba호수를	운항하던	여객선(목선)이	과적	상태에서	전복	침몰되어	6월	21일	

현재	192명이	실종됨

•	관계	당국은	여객정원이	43인의	작은	목선에	2백명	이상의	여객이	승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18명이	구조되고,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여객선	사고가	빈번한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도	수와위시섬	연안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78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여객선 전복으로 192명 실종(6.18)

•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임

	- 일본은	2015년부터	한국의	공공금융기관들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금액이	110억	

달러에	달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신조선가를	대폭	인하하여	

글로벌	조선업계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일본	및	타	경쟁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일본은	이미	지난	1월	한국정부에	WTO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와	관련	개선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한국은	금융기관의	주체적	판단에	기초한	지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일본은	WTO	제소절차의	일환으로	양자	간	협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회담이	무산

되면	WTO에	분쟁처리소위	설치를	요청할	계획임

일본, 한국 조선소 부당보조금 지급 주장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중(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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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중대형디젤엔진	기술사	MAN	Diesel	&	Turbo는	MAN	Energy	Solutions로	

사명을	변경함

	- 2행정	주기관디젤엔진	시장	점유율	1위인	MAN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주요	

수익원이	될	지속가능한	기술	및	솔루션	발굴을	위한	전략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사명을	변경

	- 또한,	제품	범위를	기존	중대형디젤엔진	및	연관	기자재에서	하이브리드	추진기술,	에너지	

저장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기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	이러한	사명의	변경은	제72차	MEPC에서	수립된	GHG	초기전략을	통해	해운	역사상	최초로	

CO2	배출목표를	설정한	점과,	그로	인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운업의	탄소	중립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임

독일 MAN Diesel & Turbo, 
MAN Energy Solutions로 사명변경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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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확장	2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됨

	- 관리책임자인Jorge	L	Quijano는	월간	통행	톤수가	3,810만톤을	기록(2018년	5월	기준)

하였으며,	5천여명의	승객이	승선한	초대형	크루즈선(Norwegian	Bliss,	총톤수	168,000톤)

의	통항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축하함

*	현재까지 파나마 운하를 통항한 최대 크기의 선박은 14,863 TEU의 CMACGM T.ROOSEVELT호임

•	한편,	2018년	파나마	운하를	통한	LNG	수송은	2017년	대비	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확장된	파나마	운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LNG	수송산업과	함께	新무역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선사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함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확장 2주년 
기념행사 개최(6.27)

•	 EU	이사회는	2014년	EU	해상보안전략(EUMSS,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초기

전략안이	채택된	이후	개정안*을	채택(2018.6.26)하여	국제	해사분야에서의	EU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함

*	EU 해상보안전략 : 2014.12.16 초기전략안이 채택됨. 동 전략은 EU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안전을 목적

으로 하며,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위험요소와 위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다룸 

유럽연합(EU), EU 해상보안전략(EUMSS) 
개정안 채택(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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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선급(Class	NK)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화물선	컨셉	디자인	프로젝트를	다루는	

‘NYK	Line	&	JMU’에게	기본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부여함

	- 이	프로젝트는	200,000	DWT(재화중량톤수)	건화물선에	적용예정이며,	LNG	연료	사용으로	

NOx,	SOx,	PM	배출량	감소	및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한	에너지효율	디자인	지수(EEDI)	

3단계를	만족함

*	NYK Line(Nippon Yusen Kabushiki Kaisha)-1870년에 설립된 해운회사로, 컨테이너 선박을 포함하여 

LNG 운반선과 유람선까지 다양한 선종의 총 800여 척을 운용

** JMU(Japan Marine United)-2013년에 설립된 회사로 선박디자인, 건조, 해양엔지니어링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요코하마에 본사를 둠

NYK, JMU합작 프로젝트, LNG 연료 사용 
건화물선 디자인 기본승인 획득(7.6)

•	 SK	Innovation은	IMO	2020	IMO	SOx	규제에	대응하여	Desulfurization	Por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완료	예정임

	- 시장조사기관	IHS	Markit	Ltd에	따르면,	Scrubber	설치보다는	저유황유	선택을	예측함

	- 아시아	최대	선박용	연료	수급지인	싱가포르는	저유황유	공급시장이	작년	140,000톤	대비	

올해	190,000톤으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SK	Innovation	자회사는	저유황유	

연료	판매량을	작년	대비	2배인	10만	톤까지	늘릴	것으로	밝힘

*	Desulfurization Project : IMO Sulfur Cap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공급 부족을 예상하여, SK Innovation에서 

1조 원을 투자하여 38,000 barrels/day를 생산하는 탈황설비를 구축하고자 함. 이는 한국 정유회사 중 

가장 많은 저유황유를 생산할 수 있음

SK Innovation, 
IMO SOx 규제 대응에 따른 상승세(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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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ISO의	연료	표준화는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어졌던	반면,	이번	메탄올의	

경우	다량의	선박에서	해양연료로	사용하기	이전에	표준화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임

	-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해양연료로서의	메탄올은	IMO	2020	

SOx	규제	및	저탄소	연료	추구방향을	만족하며,	타	저유황연료에	비해	선박에서	안전하면서	

손쉽게	운용이	가능함

국제표준화기구(ISO), 
메탄올 해양연료 표준화 개발(7.10)

•	일본	MOL	선단을	중심으로	관련	파트너십	기관들은	향후	자율운항선박(MASS)	및	현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지원시스템의	합동연구에	착수함

	- 동	연구는	선박충돌위험지수	중	하나인	운항장애구간(Obstacle	Zone	by	Target,	OZT)에	

자동	레이더	도형	작성장치(ARPA)	기술을	적용한	운항지원시스템을	개발코자	함

*	MOL 파트너쉽 : MOL 선단(Mitsui O.S.K. Lines Techno-Trade,Ltd), 일본 해양·항만·항공·기술 

연구소, 도쿄 해양과학 기술대학교

MOL 선단-파트너십 기관, 
운항지원시스템 합동연구 착수(7.10)

•	인도선급(IR	Class)은	전자증서(e-Certificates)	발급을	통하여	행정상	부담요건을	감소시키고,	

문서화	비용을	절감시켜	항만	입출항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 전자증서(e-Certificates)의	진위성	및	조회는	IR	Class	인증	포털에서	확인가능하며,	갱신

검사가	끝난	현존선	및	최근	동	선급에	입급된	모든	신조선에	적용할	계획임

인도선급(IR Class), 
전자증서(e-Certificates) 발급 시작(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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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이탈리아선급(RINA)으로부터	 선박재활용협약(HongKong	 Convention,	

2009)에	따른	적합증서를	발급	받은	방글라데시의	‘PHP	선박해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동	

협약	규정에	따라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함

방글라데시, 세계 최초로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라 선박해체 진행(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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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	인명구조설비	전문업체인	Survitec은	크루즈	선박에	활용가능한	슬라이드식	탈출

설비를	개발함

	- 항공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승객들이	비상시에	빠르게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자체	실험결과	30분에	750명이	탈출할	수	있음

•	또한	Viking사는	세계	최초로	IMO	Polar	Code에	적합한	극지운항선박용	구명뗏목을	개발함

	- 동	구명뗏목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선내전원공급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히팅되어	

음식이나	물이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자동으로	방지하며,	영하	30도에서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음

혁신적인 선박 인명구조설비 속속 등장(7.11)

	- 해체된	선박은	브라질	광물회사	소유였던	광탄선	‘Ore	Vitoria’	로서	방글라데시	관련	

산업계와	정부는	협약에	따라	선박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자체	평가

*	선박재활용 협약(Ship Recycling Convention)은 선박의 건조·운항·해체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2009년 채택됨

-	발효요건은 15개국(선복량의 40%, 재활용실적 3%) 이상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협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임 (현재 벨기에, 콩고, 덴마크, 프랑스, 오만, 파나마 등 6개국 비준)

•	지난	5월,	BIMCO,	ECSA,	ICS,	INTERTANKO	등	해운단체들은	동	협약의	비준을	공개적

으로	촉구한	바	있음

크루즈선용 슬라이드식 탈출 설비



국제해사소식

2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	 Tidewater社*는	GulfMark	Offshore社**	합병을	통해	세계	해양플랜트지원선박(OSV)	

분야에서	가장	큰	선대	규모(245척,	약	12억5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게	됨

	- 한편,	2019년	4분기	전,	전체	해양플랜트지원선박(OSV)	부문의	거래수입은	약	3,000만	

달러(한화	340억)로	예상됨

*	Tidewater社 - 1956년에 설립되어 OSV 산업계에서 가장 큰 선대를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

** Tidewater社 - GulfMark社 - 1958년에 설립되어 Oil & Gas 산업계 해양운송서비스를 주 비즈니스로 운영

Tidewater社-GulfMark Offshore社합병, 해양
플랜트지원선박(OSV) 회사로서의 도약(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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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된	제4차	항만청회의에서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과	로테르담	

항만청(RMPM)은	정보	교환	및	R&D	협력을	위한	MOU를	갱신함

	- 2015년	MOU	체결	이후	양국은	해상	사이버보안,	LNG	벙커링	및	차세대	선박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교환	및	운항	경험	교류	등을	통해	협력중

	- 이번	MOU	갱신을	통해	항만	디지털화	및	서비스,	항만	안전	및	항만	내	자율운항선박

(MASS)	운항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임

싱가포르 MPA-로테르담 RMPM, 
항만 디지털화 R&D 협력 MOU 갱신(7.19)

•	 ReCAAP	ISC*는	2018년도	2분기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사건은	총	40건으로,	2017년(총	47건)	대비	15%	감소하였다고	밝힘

	- 2018년도	사건	중	해적행위	사고는	3건,	무장강도	사건은	37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의	사건	방지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임

*	ReCAAP ISC(아시아해적퇴치 정보공유센터) :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공유센터(Information Sharing Center). 선박의 기국에서 

수신한 해적행위 등의 정보를 회원국에 신속히 전달하여 해적발생 연안국이 해적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역할을 담당(회원국은 총 20개국)

아시아지역 2018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사고율 15% 감소(7.18)

•	 Bin2Barrel社는	화학적	재활용	공정(Chemical	Recycling	Technology)을	통해	폐기	

플라스틱을	선박용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성공시킴으로써	암스테르담(Amsterdam)	

항만에	관련	시설이	구축될	예정임

	- Bin2Barrel社-암스테르담(Amsterdam)	항만간의	파트너	십을	통해	2018년	말부터	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연간	35,000톤의	플라스틱을	30만	리터의	선박용	연료로	

전환할	예정으로	연간	57,000톤의	CO2를	감축이	가능해짐

암스테르담(Amsterdam) 항만, 플라스틱 
처리시설을 통한 선박용 연료 공급(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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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러버협회(EGCSA)	보고에	따르면,	2015년	로로선,	페리를	시작으로,	크루즈,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및	탱커선	순으로	스크러버(EGCS)를	도입	중

	- Frontline社,	 DHT社,	 Star	 Bulk社,	 Spliethoff社	 등	 대형	 컨테이너	선박회사가	스크러버

(EGCSA)를	 선택하였으며,	 간단한	 설치와	 선원들의	 편리한	 운용이	 가능한	 개방형(open-

loop)**이	가장	선호됨

스크러버(EGCSA)* 주문 및 설치한 선박, 
올해 2분기까지 983척(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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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페르시아만

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페르시아만의	

대부분	선박이	반드시	통항해야	하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0%가	동	해협을	

이용하여	수송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협정

(JCPOA*)과	연계하여	이란산	석유	수입의	제재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

협	봉쇄”로	맞대응	중임

•	미국	중앙사령부(The	US	Central	Command)는	바레인(Bahrain)에	기지를	둔	미국	제5함대

(The	US	Fifth	Fleet)가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의	자유무역	보호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항시	대기	중임을	언급함

*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2015년 6월 이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체결한 합의로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 있음.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UN, 미국 및 EU가 이란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 원유 
수송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위협(7.24)

•	항만국통제	협력체인	Paris	MOU,	Tokyo	MOU,	Indian	MOU	그리고	Black	Sea	MOU는	

3개월간(2018.9.1~2018.11.30)	일제히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방출에	초점을	둔	집중점검

활동(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을	수행한다고	밝힘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와	관련하여,	이번	집중점검활동

(CIC)은	新규제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알림

•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회원국	및	소속	선박은	대기오염방지협약(MARPOL	Annex	Ⅵ)과	

항만국통제	집중점검활동	점검기준(CIC	Criteria)에	충족하도록	선박의	관련	설비점검이	요구됨

항만국통제(PSC),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방출 
집중점검(CIC) 예정 (7.26)

*	스크러버 협회(EGCSA : Exhaust Gas Cleaning Systems Association) : 배기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화는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의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회

** 개방형(Open-Loop) : 스크러버의 종류는 크게 개방형(Open-Loop), 패쇄형(Closed-Loop) 그리고 

두 가지를 혼용한 Hybrid Type이 있음. 개방형(Open-Loop)는 배기가스 내 SOx를 제거한 해수를 재

사용하지 않고 약품처리 후 선외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며, 개방형(Open-Loop) 과 Hybrid Type은 주로 규정에 

따라 선외 배출이 제한적인 지역일 경우에 선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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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대다수의	주(States)는	올해	7월1일부터	연례조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해양오염	벌과금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관련자들*은	관련	내용을	양지하고	있어야	함

	- 연안	3해리	이내에서는	호주	행정자치구역법(The	State	and	Territory	legislation)을,	

3해리	밖에서는	호주	연방법(the	Commonwealth	legislation)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벌과금을	책정함

*	적용대상자(관련자) : 선주, 용선 계약자, 선장, 운영자 및 보험관계자 등

호주, 해양오염 벌과금 대폭증액(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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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	연료	분석업체	Maritec社에	따르면	파이프라인과	연료	필터에	심각한	슬러지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총	6개의	선박연료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주요	벙커링	허브(Bunkering	Hub)인	

싱가포르항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적발된	연료를	사용한	ASEAN*	국가들의	선박	운항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USCG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혼합	연료유를	포함한	선박	연료	사용	시,	연료	펌프	플런저의	

오염,	연료	펌프	압류	및	기타	연료	시스템	관련	고장을	발생시키며,	특히	완전히	막힌	필터는	

항해	중	엔진	고장과	선박	추진	기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선박	운영자는	연료유	시스템	부품을	자세히	점검하고,	해당	문제	발생	시	연료	

공급자와	기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할	것이	권고됨

•	이와	같은	혼합	연료공급	사례는	IMO의	2020년	황	규제	시작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관련	

문제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세계 경제 협력 기구 중 하나.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으로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로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화, 인권보호, 

지역평화, 환경문제 및 개발격차 해소 등을 논의함

싱가포르, 오염된 연료공급 적발(7.30)

•	지난	7월	24일	중국	국영	해운사	COSCO	Shipping	Lines의	랜섬웨어(ransomware)*	

사이버	공격	이후,	미주	지역	네트워크가	완전히	복구되어	정상	운영이	가능해짐

	- 이번	사이버공격은	해안기반	시스템을	통한	연결망에	오류가	발생한	사안으로,	미대륙	

전역을	포함한	캐나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우루과이까지	피해가	

발생함

•	지난해	Maersk	Group社의	‘페트야(Petya)’	랜섬웨이(ransomware)	공격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작으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함

	- 선박보험	관계자는	향후	해안기반	시스템과	선박기반	IT	시스템이	연결되면	해당	선박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것에	큰	우려를	표함

*	랜섬웨어(Ransomware) : 악성코드(Malware)의 일종으로,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제작자에게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 악성 프로그램

COSCO Shipping Lines, 
사이버 공격 이후 완전한 복구(7.30)



국제해사소식

3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3

•	 COSCO와	OOIL*	합병으로	총	400척(2.9백만	TEU)의	선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인	컨테이너	운송업계의	최대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상위	6개	해운사는	전	세계	

시장의	63%를	차지하게	됨

	- 2016년	이후	컨테이너	업계는	벙커	가격	급등,	운임	회복	지연,	세계강대국들	사이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번	합병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해운	산업의	

통합	추세와	일치함

•	한편,	세계	해운	시장이	초대형	선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향후	중소형	선사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대형	선사들의	가격	횡포가	이어진다면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는	예측

*	오리엔트오버시즈(OOIL-Orient Overseas (International) Limited) : 홍콩 해운사로 컨테이너 선대를 

이용한 주 수입구조를 이룸

COSCO-OOIL 합병을 통한 해운 선두업계 
재편성(8.6)

•	클락슨	리서치	서비스(Clarksons	Research	Services	Ltd)*는	전세계	LNG	교역량이	2017년	

9%	증가한	2억	9200만	톤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0.3%씩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호주의	LNG	수출은	2017년	교역량의	48%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역시	추진	중인	신규	

LNG	터미널	건설사업	진행에	따른	결과로	4배가량	급등하였음

	- 중국	또한	화석연료에서	가스연료	전환을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정책의	여파로	LNG	

수입량은	42%(3900만	톤)	급등함

•	 2017년	LNG	수송선대(LNG	Carrier	Fleet)는	6%	증가한	7830만	CBM의	LNG선	531척에	

달하며,	2018년은	11%,	2019년은	8%의	선대	증가가	예상됨

•	 LNG	운반선	건조시장의	점유율은	한국	70%,	일본	21%	그리고	중국이	9%로	전망함

*	클락슨 리서치 서비스(Clarksons Research Services Ltd) : 166년 역사를 지닌 영국 소재 해운중개

회사인 Clarksons의 자회사로서 1961년부터 해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반에 걸쳐 통계자료에서 

시장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운 조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클락슨 리서치 서비스, 2018 전세계 LNG 
수송량 11% 증가 전망(8.1)

•	 2012년	 건조된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buda)	 국적의	 화물선이	 스웨덴	 헬싱보리

(Helsinborg)	해안에서	좌초됨

	- 좌초	이틀	전,	선박은	밀	5,000톤을	선적하여	순항	중이었으며,	선박이	해안가에	좌초

되었으나	선체	검사결과	중대한	손상은	없었음

•	스웨덴	당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상교통	위반의	중대한	

과실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는	파악	중임

스웨덴(Sweden) 해역, 
화물선의 좌초사고 발생(8.6)

•	일본	규슈전력(Kyshu	 Electric	 Power)은	 사이부가스(Saibu	 Gas),	 추고쿠전력(Chugoku	

Electric	Power)	및	NYK(Nippon	Yusen	Kabushiki	Kaisha)와	선박용	LNG	연료의	

원활한	공급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일본	규슈(Kyushu)와	세토우치(Setouchi)	지방의	선박에	LNG	연료공급을	동	사업의	주목적으로	

하며,	4개의	기업	중	NYK	Line은	이미	SEA-LNG*의	회원사로	LNG	보급	촉진을	위해	활동	중임

*	SEA-LNG : LNG 추진선 활용을 촉진하고 LNG 벙커링 분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런던에 설립(2016년 

7월)된 범 산업체 연합. 현재 총 35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ABS 및 DNV-GL과 같은 선급(Class)

부터 NYK Line 및 TOTAL과 같은 해운 및 정유회사도 회원사로 활동 중임

•	한편,	영국의	우드맥켄지(Wood	Mackenzie)	보고에	따르면,	2020년	IMO의	선박용	

연료유	황산화물	0.5%	규제와	더불어	친환경	연료인	LNG	사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6년	연간	50만	톤의	LNG	벙커링에	이어	2025년에는	연간	1,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일본 주요전력기업, LNG Bunkering 구축을 
위한 MOU 체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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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Oxymat社는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파이프	내부	

부식방지,	LNG	연료사용	시	선박의	GVU*	시스템	안전화	등에	

활용되는	질소	발생장치(Nitrogen	Generator)를	개발함

	- 본	장치는	2017년	증가한	케미컬	탱크	선주사들의	저관리운항비용	

(OPEX)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생산용량	38,000Nm3,	

산소함유량	최대	 5%,	질소	 95%	중	산소	 5ppm,	생산비용	

0.18kW/Nm3	등의	장치	사양은	기존	멤브레인	시스템보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35%	이상으로	뛰어남

•	현재	100개	이상의	제품이	한국,	터키,	중국	및	타이완에서	운용하는	가스운반선,	해양작업

지원선,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에서	운용되고	있음

*	질소 발생장치(Nitrogen Generator) : 건조한 상태의 질소를 만드는 기계로, 생산된 질소를 이용하여 

케미컬 탱커, 가스운반선의 카고 탱크 내부의 폭발성 기체를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이너팅(Inerting) 및 

퍼징(Puring) 등의 작업에 이용

** 가스밸브유닛(Gas Valve Unit) : (Gas를 이용한 DF엔진의 경우) 공급되는 가스연료를 엔진공급 마지막단에서 

압력을 이용해 조절하고 차단하는 장치로, GVU 설치공간에 시간당 30회 이상 환기시스템과 함께 적용함

에너지 소비 35% 감축 가능한 질소 발생장치
(Nitrogen Generator) 개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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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는	최근	해양오염	유발시	선장에게는	최대	미화	3백만달러,	선주	및	용선주에게는	

최대	1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또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선장이나	선원들은	책임이나	과실,	고의성	유무에	따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음

호주 정부, 해양오염유발 선장에게 
최대 3백만달러 벌금부과 법안시행 (8.14)

•	지난주	호주에서	열린	IOMOU	위원회에서	카타르가	정식으로	가입하여	21번째	IOMOU	

회원국이	됨

	- IOMOU는	호주,	인도,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존	20개	국가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항만국통제(PSC)	활동의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임	

•	중동에	위치한	카타르는	기존에	중동	국가	6개국으로만	구성된	Riyadh	MoU에도	가입되어	

있음	(한	국가가	여러	개의	지역	항만국통제협력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프랑스/호주/캐나다	등도	2개이상	가입함)	

카타르, 인도양항만국통제협력기구 
(Indian Ocean MoU) 가입 (8.15)

•	중국	교통부는	2018년	8월	20일까지	해운	회사,	항만당국,	석유	회사	등에	해양	연료로	LNG	

사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LNG를	주축으로	한	해상교통저탄소화를	촉진하고자	함

•	 현재	중국은	2020년	IMO	황함유량	규제	대비책으로	LNG	사용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LNG	벙커링	공급,	수송	관리	시스템	개선	외에도	LNG를	해양	연료로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규제	및	표준도	개선할	계획

•	한편,	중국	북부	지역인	보하이	만(Bohai	Bay)에	LNG	선박들의	주요	정박지	계획	및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등	LNG	터미널에	상당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중국 교통부, 해양 연료로서 액화 천연가스
(LNG) 사용에 대한 조사 착수(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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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시행	예정인	IMO의	황함유량	규제를	앞두고,	선주들은	세정기	설치	여부를	고민중이나	

전문가들은	세정기	설치의	효용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임

	- VLCC	기준	세정기	설치	비용은	신조선의	경우	평균	270만달러,	현존선의	경우	430달러가	

소요되며,	경제성	여부는	향후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가격	차이에	따라	달라지나,	전문가들	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	차이에	따른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저유황유가	점차	보편화되면	고유황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유가	차이가	줄어들고,	고유황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항만이	한정되어	

운항구역이	제한되는	점	등	단점이	있어,	세정기	설치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Drewry	

Shipping	Consultant)	

Scrubber (배기가스 중 황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세정기) 설치 효과 의문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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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소속	해당	관청인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기반을	둔	해운회사	2개와	선박	6척을	제재대상선박으로	신규	지정함

*	신규 제재대상 선사 및 선박

	- Primorye	Maritime	Logistics	및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Patriot

	- Gudzon	Shipping	및	소속	선박	5척	-	중량물운반선	Neptun	및	Bogatyr,	일반화물선	

Partizan	및	Sevastopol,	골재운반선	Bella	

•	동	해운회사와	선박들은	북한선박과	석유제품을	해상에서	환적하는	등	북한과의	무역거래에	

이용되어	UN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美당국은	평가하고	있음

美 상무부, 대북제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제재
대상선박 6척 신규 지정 (출처 Fairplay, 8.22)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협의가	있는	외국어선	125척을	

11개	해역에서	동시에	폭발물을	활용하여	침몰시켰다고	밝힘

•	해당	어선들의	선적은	베트남	86척,	말레이시아	20척,	필리핀	14척이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88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침몰시켰다고	함

인도네시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125척 
폭발물로 강제 침몰시켜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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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선박척수	기준	세계	2위	선적	국가인	마샬아일랜드가	주요	선적국가	중	항만국통제	출항

정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등록	선박의	평균	선령이	8.3년으로	선령이	가장	낮으며,	Green	선박	인증율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샬아일랜드는	등록청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두고	선박의	안전,	환경,	

노동	등	분야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국	등록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	및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마샬아일랜드, 주요 선적국가 중 출항정지율 
가장 낮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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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선사	AP	Moller-Maersk는	지난	7월	인도받은	3,600TEU	급	Ice-Class	컨테이너선	

Venta	Maersk호*를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Route,	NSR)에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계류	중이며	9월	1일경	항해를	시작하여	베링해협(Berling	Strait)을	지나	

NSR	동쪽부터	서쪽까지	항해할	예정

			※	항로	참조(BBC	출처)

	- 이번	운항은	북극해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여	종래의	아시아-유럽	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	가능성과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One-Off)	탐사	프로젝트로,	

현재로서는	북극항로가	상업적	대안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향후	빙하가	완전히	녹는	2030년

에는	경제적,	전략적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Venta Maersk호는 AP Moller-Maersk사의 신규 Baltic 피더 컨테이너선 시리즈 7척 중 네 번째 

선박으로, 600개의 리퍼플러크(Reefer Plug)를 갖추어 영하 25도 해역 운항에 최적화되어 있음

머스크 Venta Maersk호, 
세계 최초 북극항로 시험운항(8.23)

2018년 6월 기준 주요 국가별 선박등록 현황

세계 3대 선적국가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 비교



국제해사소식

4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	머스크	Line은	화주,	화물운송업체,	무선박운송인(NVOCC)에게	계약,	요금	관리	등	관

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CargoSphere	전자	스마트	업로드	및	진단	솔루션(이하	

eSUDS)을	제공하여	시간	·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정확도를	개선하여	컨테이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동	솔루션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산출된	요금	조회가	가능하고,	화주나	

무선박운송인(NVOCC)에	발빠르게	견적서(Invoice)를	제공하는	등	컨테이너	관리자를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임	

•	한편,	머스크	Line은	지난	14일	IBM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무역	물류	정보	플랫폼	

‘트레이드렌즈’를	구축한	바	있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선사,	포워더,	항만운영사,	세관	등의	

항만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의	온도,	무게,	선박	도착시각	및	선하증권(BL)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음

머스크 Line, CargoSphere 전자 스마트 
업로드 및 진단 솔루션(eSUDS) 시작(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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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avia社*는	2018년	9월	1일까지	연료유	소모량	관련	자료수집	계획(Data	Collection	

Plan)을	지정된	검증기관에	제출하는	규정을	EU	MRV와	비교	분석함

	- IMO	DCS(Data	Collecting	System)	제도가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유럽기항)에

서	시행	중인	EU	MRV	규제와	유사하므로	성공적인	IMO	DCS	이행	준비를	위해	EU	MRV	

진행	현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	프랑스 파리에 본사는 두고 2010년에 창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항공 EU 배출권 

거래시스템, MRV 제도 시행 등과 관련하여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함

성공적인 IMO DCS 제도 시행을 위한 EU 
MRV 현황 검토(8.29)

EU MARV와 IMO DC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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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NAPA社는	고객들에게	전자	로그	북인	‘NAPA	

Logbook’서비스를	개시

*	NAPA Logbook은 종이 문서 형태의 기록부를 전자화하여 편의성을 높임

	- 기존의	항해일지(Deck	Log),	기관일지(Engine	Log),	기름기록부(Oil	Record	Book),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	폐기물	기록부(Garbage	Record	Book),	평형수	일지

(Ballast	Log)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	

•	 NAPA	Logbook은	기존의	책자를	이용한	로그북과	사용	목적은	같으나,	전자문서	형태로서	

자동화를	통한	시간	절약,	휴먼에러의	최소화,	데이터	유효화	및	데이터	정보	공유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소개됨

	-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NAPA	office로	육상기반	직원들이	선박의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및	기록을	확인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	검색	및	선박	

운용의	최적화를	이끌	수	있음

*	NAPA : 1970년대 소프트웨어 회사로 필란드에서 설립되어 현재 선박 디자인, 해사산업의 친환경 및 안전을 

도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운영

해사 분야의 스마트 로그북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모색(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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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Meyer	Werft	조선소에서	승객	6,600명,	총톤	18만톤	규모의	LNG	연료	추진	크루즈선

(선명	AIDAnova)이	건조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운항을	시작할	예정임

•	동	선박은	IMO의	각종	국제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건조되어,	LNG와	기존	석유연료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크루즈선	분야에도	듀얼	엔진	장착	선박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세계 최초 LNG 연료 추진, 크루즈선 건조 

•	세계	최대	컨선사인	머스크는	2020년	고유황	연료유에	대한	IMO	규제가	시행되면	자사의	

선박	연료유	비용이	2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머스크는	2017년	기준	약	34억달러를	연료비로	지출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연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운송경비	상승에	따라	

화물운송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머스크, 2020년이후 선박 연료비 20억달러 
이상 증가 예상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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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le	Bulk社*의	재무담당	이사	Frank	De	Costanza는	자사의	운항	선박에	Scrubber	1기당	

약	2만	달러(한화	2,200만	원)의	설치경비를	들여	총	37기	설치를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

하였음을	밝힘

*	드라이벌크(Dry Bulk) 선박을 주력(5,000DWT 규모의 50척 보유) 회사로서 2005년 창립하였으며, 미국 

코네티컷 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	 IMO의	 0.50%	 황	 함유량	 新규제에	 대응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9척의	 운항	 선박에	

Scrubber	설치(Retrofit)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 또한,	설치에	수반되는	용선중단	기간(Off-Hire	Time)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해상(On	

Board)에서	작업계획임을	밝힘

•	 Eagle	Bulk社	CEO인	Gary	Vogel은	이번	계약	체결은	IMO	규제	준수와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임을	밝힘

Eagle Bulk社 - 운항 선박에 Scrubber
(총 37기) 설치 계약 체결(9.4)

•	중국의	국영	유전·가스	개발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中国海洋石油总公司)는	

범세계적	대기오염	방지의	일환으로써	선박용	LNG	벙커링	시설구축	계획을	발표함

*	중국의 국영 석유, 천연가스 관련 기업으로서, 주로 중국의 앞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채굴 그리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LNG	벙커링	시설구축의	수행하는	CNOOC의	자회사	CNOOC	Gas	&	Power社는	LNG	벙커링	

기반시설의	확장으로	인한	중국의	LNG	관련	시장의	성장	촉진이	기대됨을	밝힘

	- 중국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의	적극	추진에	기인하여,	LNG	수요가	2018.4.~9.	

동안	전년(2017년)	대비	44%	증가,	 2018년	7월까지	LNG	총수입량이	2,880만	톤으로	

2016년	한	해	수입량을	초과함

중국의 CNOOC社 - 선박용 LNG 벙커링 
시설구축 확장 (9.5)

•	중국	 정부는	 지구	 바다의	 온도,	 환경변화	 등을	 관측할	 목적으로	 새	 해사위성(Maritime	

Satellite)을	9월	7일	오전	산시	지방의	위성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고	밝힘

•	동	위성과	발사용	로켓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China	Spacesat	Co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번	

로켓발사는	중국의	284번째	로켓발사에	해당함

중국, 새로운 해사 위성 발사 (9.7) 

•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숫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형	보트를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는	도중	사망하는	사고도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	9월초

까지	2,561명이었으나,	올해	9월초까지는	1,565명으로	집계됨

•	관계자들은	이를	난민	및	난민	해양사고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음

지중해, 난민 및 사망자 수 크게 감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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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선박재활용	승인시설’	확충	대신	‘선박재활용법안(Ship	Recycling	Regulation)’*을	

재정비하고	이용률	증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검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법안재정비의	이면에는	아시아	포함	비유럽국가**	승인시설	이용에	대한	법률적	

강도를	높여	EU	승인시설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음

	- 실제	영국	할란드	앤	울프(Harland	and	Wolff)	조선소에서는	2017년	단	한척의	선박도	

재활용(Scrapping)되지	않았으며,	그	외		EU	승인시설도	작업	시	지불되어야	하는	유럽의	

높은	인건비,	불안정한	고철	가격	등으로	선주들의	선호도가	낮음

•	한편,	영국	선박재활용	위원회는	아시아	내	재활용시설의	투자	및	이용	선호도가	현재로서는	

높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리적	이점이	있는	EU	재활용시설이	경쟁력이	높다고	

언급함

*	선박재활용 법안(Ship Recycling Regulation) : 2014.1.1부터 유럽에서 시행한 동 법안은 EU국적선과 EU

항만에 기항하는 대형상선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으로 선박재활용 시설들에 대한 요건과 함께 선주 포함 

주무관청의 행정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비유럽국가 승인시설 현황 : 인도(12), 터키(8), 중국(4), 미국(2)

유럽연합(EU), ‘선박재활용 승인시설’ 확충
계획 대신 법안재정비 계획 밝혀(9.11) 

•	전세계	컨테이너	선복량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4대	컨선사인	CMA	CGM은	지난해			

2분기	순이익	2억	1370만	달러에서	올해	2분기	순이익이	2200만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순이익	감소의	주원인은	전년대비	27.7%	상승한	연료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만	올해	매출액은	물동량	증가(9.6%)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57억	달러로	집계됨

CMA CGM, 2분기 순이익 급감 (9.11) 

•	 BIMCO	사무차장	Lars	Robert	Pedersen은	2050년	선박으로부터의	발생하는	CO2	배출량이	

2008년	대비	약	20%	정도	감축될	것임을	예측함

	- 현재	해운	산업계의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장기	목표인	50%	감축을	위해서는	향후	선박	연료의	근본적인(Fundamental)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함

•	한편,	IMO는	4년간(2019-2022)	수집된	CO2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IMO	GHG	

감축전략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임

BIMCO, 국제해운업계의 탄소배출량 감소 
예측(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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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의	2020년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글로벌	선사들이	잇달아	스크러버	

설치에	나서고	있음

•	 대형	벌크선사인	Eagle	Bulk가	자사선대	37척에	스크러버	설치	발표에	이어,	그리스	탱커선사인	

Maran	Tankers도	최근	스크러버	13기를	발주하였으며,	또	다른	대형	그리스	선사인	Star	

Bulk도	현존	주요	자사선대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했다고함

•	 2017년	연간	연료비용으로	33억달러를	지출한	머스크사는	최근	2020년	규제	시행시	기존	

연료비의	약	60%,	2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스크러버	사용에	

부정적이었던	머스크사도	최근	750척의	컨테이너	선단	중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이는	2020년	황함유량	규제	시행	이후	저유황	연료유	가격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황함유량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스크러버	장착이	선주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세정기(Scrubber) 설치 선박 급증 (9.14) 

•	Maersk社*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주요선대로서	선박의	크기	고려	시	스크러버(Scrubber)	

탑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근까지	SOx	규제	대응책으로	저유황유	사용을	선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자사의	일부	선박에	스크러버(Scrubber)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지난	2018.8,	Royal	Vopak社와	협력하여	로테르담에	Maersk社	벙커소모량	중	5분의	1	가량	

수용	가능한	저유황유	벙커링	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덴마크 국적의 세계 최대(선복량 기준) 해운회사로 1904년 아놀드 피터 머스크 몰러(Arnold Peter 

Møller(1876~1965))가 설립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업이 크게 확장됨

Maersk社, 일부 자사 선박에 세정기
(Scrubber) 탑재 계획 발표(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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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로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을	획득

했다고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는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각국	선박의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인	우수(White)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

하는 제도

**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별표	삭제)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2척(2014년,	2016년)의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작년에	중간(Grey)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우수등급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7년도에는	유럽지역에서	국적선의	중대	결함에	대해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	유럽지역 기항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출항정지 해당 선박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국적선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설명회와 정책공유 간담회 개최 등 

		국가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중간(Grey)이나	불량(Black)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선박이	유럽지역에	

기항할	때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상세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강도	또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	운항	통제에	따른	선사의	운항·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선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지역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선박 점검결과 분석 후 매년 6월 발표

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등급 획득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4일(수)	오전	11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다.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된	이번	엑스포는	해수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군·

해경·수협	등	30여개	해양안전	관련기관과	업	·	단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180부스),	해양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시회(270

부스)가	열리고,	해양안전	체험특별관	및	청년	일자리	정보관	운영,	해외해군	초청	수출	상담회,	

해양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해양안전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해양안전	엑스포가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안전	산업은	해운·조선·항만·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는	만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선박 점검결과 분석 후 매년 6월 발표

해양수산부 차관,‘해양안전 엑스포’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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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요 홍보 브로셔

•	 (행사명)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8)

•	 (목적)	해양안전문화	확산,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	전시회	개최로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참여	제고

•	 (기간/장소)	2018.7.4.~6.(3일간),	부산	벡스코(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부산시	/	드림코리아	·	부산전람	컨소시엄

•	 (후원)	대한민국	해군,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30개	기관	및	업	·	단체

•	행사	구성

•	
•	

*	(부대행사) 청년 일자리(채용) 정보관, Best Life Jacket Contest, VR 체험특별관, 해외해군 초청 수출 

상담회, 해양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개막식	세부	일정

구성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180부스)
해양안전 기술·장비 전시회

(270부스)
해양안전 국제 컨퍼런스

(7.4 ~ 5)

내용

○ 정부, 업·단체 홍보부스

 - 해양안전 정책·기술 발표

○ 해양안전 체험특별관 및 
청년 일자리 

  (채용) 정보관 운영 등

○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자재 전시

 - 통신장비, 구명설비 및 
    구조ㆍ구난설비 등

○ 해양 인명ㆍ재산 안전 

    비전

○ 해양안전 산업 비전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7.4. (수)

11:00 ~ 11:01(1분) 개식선언 사회자

11:01 ~ 11:05(4분) 주요 내외빈 소개 “

11:05 ~ 11:15(10분) 사진 촬영 및 기념행사 차관, 부산시장, 주요 내빈

11:15 ~ 11:50(35분) 전시장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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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8월	10일(금)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

하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107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가나,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사고가	

전년	상반기	20건에서	올해	상반기	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연간
해적공격 245 246 191 180 -

(선박피랍) (21) (15) (7) (6) -

상반기

해적공격 116 134 98 87 107

(선박피랍) (10) (13) (5) (4) (4)

소말리아

해적공격 

9 0 1 7 2

서아프리카 23 21 30 20 46

아시아 80 107 54 43 43

기 타 9 13 32 31 16

		또한,	해적사고가	증가하면서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도	1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인질	피해의	98%(100명)와	선원납치	피해(25명)는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2018년 상반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발표

서아프리카 해적 위험 높아져... 
해적 경계강화 당부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고 발생 건수 (2014 ~ 2018)
(단위	:	건)

연도별 상반기 선원 피해현황 (2014 ~ 2018)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간 합계 479 333 236 191 -

상반기

계 217 289 118 113 136

사 망 2 1 0 2 0

부 상 4 9 4 3 3

인 질 200 250 64 63 102

납 치 5 10 44 41 25

기 타(폭행·위협) 6 19 6 4 6

		이와	같이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행위로	인한	선원	·	선박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등	기니만에	접한	국가는	다국적	연합훈련	등을	통한	해적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선박

피랍	및	선원납치	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안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고,	해적

행위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위험해역 진입 전 통항보고 및 비상훈련실시, 해적침입방지시설 설치, 해적당직 등 경계활동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올해	들어	서부아프리카	해적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경계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선사들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	활동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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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2018.1.1.~6.30.)

◆ (전 세계) 2018년 상반기 해적공격 건수는 107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3% 증가

하였으며 선박 피랍은 4척*으로 전년(4척)과 동일

*	베냉	2척,	가나	1척,	나이지리아	1척

•	 (소말리아)	해적공격	건수는	2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71.4%	감소

					(선박	피랍건수	:	3척	→	0척)

•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동기(20건)	대비	130%	급증하였으며,	상반기	

선박	피랍사고가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선박	피랍건수	:	0척	→	4척)

•	 (아시아)	해적공격	건수는	43건으로	전년(43건)과	동일(선박	피랍	:	1척	→	0척)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고 발생 건수 (2014 ~ 2018)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연간
해적공격 245 246 191 180 -

(선박피랍) (21) (15) (7) (6) -

상반기

해적공격 116 134 98 87 107

(선박피랍) (10) (13) (5) (4) (4)

소말리아

해적공격 

9 0 1 7 2

서아프리카 23 21 30 20 46

아시아 80 107 54 43 43

기 타 9 13 32 31 16

◆ (인명 피해) 2018년 상반기 해적공격으로 인한 선원피해는 136명으로 전년 동기(113명) 

대비 20.4% 증가

•	 (납치)	선원납치	피해자수는	25명(6건)*으로	전년	동기(41명)	대비	39%	감소

*	나이지리아(17명),	가나(3명),	카메룬(3명),	베냉(2명)

•	 (인질)	인질	피해자수는	102명(7건)*으로	전년	동기(63명)	대비	61.9%	증가

*	베냉(46명),	가나(44명),	나이지리아(10명),	인도네시아(1명),	페루(1명)

①	전체	해적사고의	74.8%는	나이지리아(31건),	인도네시아(25건),	베네주엘라(7건),	방글라데시

(7건),	가나(5),	베냉(5)에서	발생하였으며,

②	선원	납치(25명)	및	선박	피랍사고(4척)는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

③	선원	인질사고의	98%(100명)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	

연도별 상반기 선원 피해현황 (2014 ~ 2018)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간 합계 479 333 236 191 -

상반기

계 217 289 118 113 136

사 망 2 1 0 2 0

부 상 4 9 4 3 3

인 질 200 250 64 63 102

납 치 5 10 44 41 25

기 타(폭행·위협) 6 19 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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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와	함께	9월	5일(수)부터	10월	

24일(수)까지	‘2018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해양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해양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

수산부는	이를	위해	2013년부터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이	

공모전에	참여한	바	있다.	

		6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라는	표어	아래	5개	분야*의	공모를	

진행한다.	웹툰ㆍ체험수기ㆍ국민제안	분야는	응모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포스터	분야에는	초	·	중	·	고	·	대학생만,	해양안전	우수사례	분야에는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만	응모할	수	있다.

*	해양안전 관련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우수사례, 국민제안

** 내 · 외항 해운선사, 수산업계,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선원 및 기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해양

수산 공공기관 제외)

		특히,	체험수기	분야에는	최근	해양안전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로드	앱*’	이용

후기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로드	앱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최신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실시간 해양정보를 제공해주며,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앱으로 위치

좌표를 포함한 구조요청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를 도움

		국민제안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해양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한	제안은	

실제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9. 5.~10. 24. 대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해양안전 5개 분야 공모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바다!

		해양수산부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북상에	대비하여	8월	21일	18시부터	태풍	비상

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	(본부장) 해양수산부 장관, (본부) 6개반, (소속·유관기관) 지방청, 어업관리단,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해양수산부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새벽	서귀포를	지난	후	한반도를	지나감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이	지리적으로	육상	보다	먼저	해상·연안의	해양수산	시설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단계	비상대응체계를	시행	중에	있다.	

		

			1단계(준비단계)는	태풍이	경계구역(북위	25도,	대만	북단)	진입	시	태풍	긴급대응반(반장	:	

해사안전국장)을	운영하여	태풍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태풍	내습	전	항만·어항시설	및	공사장	점검,	소형어선	고박,	어선·선박	피항조치,	증·양식장	

비상설비	점검	등	사전조치를	함께	실시	중에	있다.	

		2단계(비상단계)는	태풍이	비상구역(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진입	시	태풍	비상대책반(반장	:	

기획조정실장)	또는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장관)를	운영하여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편성·운영

해양수산 분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해양수산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비상대책본부 가동

<국민제안	해양안전정책	반영	사례>

•	해양안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방안(2016년	제안)	

		→	가상현실을	활용한	해양안전	콘텐츠	개발(현재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해양안전	동영상	자료	개선(2017년	제안)

		→	해양수산부	제작	해양안전	동영상에	수화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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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전 개요

◆ 개요

•	공모기간	:	9.	5.(수)	~	10.	24.(수)	/	12월	초	발표	예정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실천본부	/	선박안전기술공단

•	 주					제	:	“국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	포스터는	초	·	중	·	고	·	대학생,	우수사례는	해양수산업계	

종사자	한정)

•	 공모분야	및	제출서식

	- 포스터	:	4절지(394mm	x	545mm),	크레파스,	물감,	그래픽	등

	- 웹툰	:	10컷	이상의	그림만화(웹툰	완결본)

	- 체험수기	:	A4용지	3장	내외의	수필	형식

	- 국민제안	:	A4용지	5장	이내의	정책제안,	제도개선	등

	- 우수사례	:	A4용지	10장	이내의	현장	적용	사례	중심으로	작성

•	제출처	:	해양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단,	포스터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선박안전기술공단 교육연구동 1층 해양안전문화사업팀

•	시상내역

•	

•	문의처	 :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사업	

															(044-330-2436,	2438)

		공모작은	공식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포스터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5명)에게는	해양

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17명),	우수상(30명)	등	총	5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총	2,7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12월	초	발표	예정이며,	각종	행사와	

시설**	등에	전시하여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포스터) 100만원 / (국민제안) 100만원 / (웹툰) 100만원 / (체험수기) 100만원 / (우수사례) 200만원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연안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과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	해양수산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상작과	해양안전	관련	동영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보바다-해양안전정보방)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여객선,	어선,	화물선,	레저선	등	선박의	안전,	②해수욕장	등	바다	물놀이	안전,	③방파제	·	

갯바위	낚시	등	해안에서의	안전,	④어촌	·	어항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⑤쓰나미	등	해양

재난	예방,	⑥기타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

	- 국민제안	:	해상교통안전,	선박안전,	인적과실	방지대책	등	해양안전	전반

	- 우수사례	:	선박	·	선원	안전관리	성공사례	등	선박	안전과	관련된	사례

구분 훈격 상금

대상(5점) 해양수산부장관상 총 600만 원

최우수상(17점) 교육감상 및 후원기관상 총 1,050만 원

우수상(30점) 후원기관상 총 1,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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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전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금)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2018	모의	IMO	총회’를	개최했다.

		‘모의	IMO	총회’는	해양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경진대회이다.	이	대회는	2015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모의	IMO	총회는	전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11개	팀(3인	1조)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는	자율운항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해사분야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 및 1,950여종의 결의서를 관장하는 UN 전문기구

		이번	대회에서	참가팀이	발표하는	주제는	▲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기존	국제협약의	개정

방향	▲	해사·해운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제언	▲	온실가스	감축	등	해양환경	보호	

정책방향	등이다.	각	팀은	발표를	통해	해사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의제

해결	능력을	겨루었다.

*	가상화폐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되며 

해상 사이버보안 분야 등에도 접목 가능

		해양수산부는	당일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특별상	8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대상팀에는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견학과	회의	참관의	특전을	부여했다.	대상팀은	IMO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으로	떠나	국제해사

기구의	174개	회원국이	모여	국제해사·해운·조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생생한	현장을	

참관하게	된다.	

*	참관일정은 대상팀과 협의하여 정할 예정

		해양수산부는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이	해사,	해운	및	

조선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해사분야	국제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9. 14. 서울에서‘2018 모의 IMO 총회’경진대회 개최

미래 해사산업 이끌어 갈 해양인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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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의 IMO 총회 행사 개요

◆ 대회 개요

•	 (대회명)	2018	모의	IMO	총회(The	2018	Mock	IMO	Assembly)

•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	 (내용)	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의제해결능력,	발표(영어)

능력	등을	겨루는	경진대회

	- 주요	일정	:	참가팀*	접수(~7.31)	→	예선(온라인	심사,	~8.14)	→	참가자	워크숍(8.24,	

연수원)	→	2차	본선(오프라인	발표,	11개팀,	9.14)

*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재(휴)학생, 3인1조(지난 대회 수상자 참여 가능, 대상은 제외)

◆ 본선 일정

•	 (일시/장소)	‘18.9.14(금)	09:30~17:30	/	중소기업	DMC	타워(서울	마포)

•	 (본선진행)	개회식	→	팀별발표*	→	시상식

*	 18개팀(10개 대학, 54명) 예선 접수, 온라인 심사를 통해 11개 본선 진출팀 선정(8.17), 1팀당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시상종류)*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1,	특별상	8

*	 대상(장관상, IMO 견학+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연수원장상, 상금 500만원), 우수상(해양수산개발원장상, 

상금 300만원), 특별상(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150만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해양인재를	발굴

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	모의	IMO	총회	개요>

•	일시:	9.	14.(금)	09:30∼17:30

•	장소:	중소기업	DMC	타워(서울	마포구	소재)

•	참석자:	본선	참가	11개	팀

•	주요	행사내용:	국제	해사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발표,	시상식	등

시 간 내 용

09:30 ~ 10:00 (30`)   ㅇ 개회식(개회사, 축사)

10:00 ~ 12:05 (125`)   ㅇ 경연 발표(5팀)

12:05 ~ 13:30 (85`)   ㅇ 점 심

13:30 ~ 14:45 (75`)   ㅇ 경연 발표(3팀)

14:45 ~ 15:05 (20`)   ㅇ 휴 식

15:05 ~ 16:20 (75`)   ㅇ 경연 발표(3팀)

16:20 ~ 17:00 (40`)   ㅇ 심사결과 취합 및 리셉션(다과)

17:00 ~ 17:30 (30`)   ㅇ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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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모의 IMO 총회 참가팀

팀명 학교명
주제
분류

발표제목

마스터

(MASSter)
목포해양대학교 법규

MASS의 도입을 저해하는 SOLAS 규정 식별과 그의 해결 방

향 제언

(Proposals for direction of solutions to SOLAS regula-

tions that preclude the introduction of MASS)

마씨

(MASSY)
한국해양대학교 법규

자율운항선박(MASS)과 선원에 관한 STCW 협약 개정 제안

(Proposals of Amendment to STCW Convention re-

garding MASS)

면황면질

(SOx-free, NOx-

free)

고려대학교 환경 면황면질 (SOx-free, NOx-free)

바다유

(SEA-U)
한국해양대학교 법규

STCW개정: 선상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

(Amendments to STCW: Need for Educational Mea-

sures for Harassment and Bullying on Board)

소테리안의 체인

(Soterian Chain)
부산대학교 안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상 안전 시스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Maritime Safety System by Using 

Block Chain Tech)

씨걸즈

(SeaGirls)
부산대학교 정책

블록체인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개발 제언

(Proposal of a New Guideline to Integrate Blockchain 

Developments)

씨리얼

(SEA-REAL)
경남대학교 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안 제안

(Proposal from Various Point sof View for Reducing 

GHG)

씨비욘드

(Seabeyond)
서울대학교 법규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제언

(Proposals for unmanned vessels)

어벤져스

(avengers)
목포해양대학교 안전

자율운항선박(MASS)을 위해 AIS의 동적 정보에 선박의 타각

(rudder angle) 추가

(Let’s add the ship’s Rudder Angle to AIS dynamic 

information for the MASS)

오토피아

(Oughtopia)
경희대학교 환경

쓰레기 처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청정바다

(Clean Ocean through Garbage Record Database)

해팡이

(Sea Fungus)
한국해양대학교 법규

자율운항선의 규정적 범위확정작업(RSE)에 대한 제안 : 국제해

상인명안전협약을 중심으로

(Proposals to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MASS : With a Focus on SOLA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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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해양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을	7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

하였으며,	해양안전문화	확산,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전시회로	해양안전	

산업전,	사고예방	홍보전,	국제	컨퍼런스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행사에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으로	참여했다.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	21점이며,	해상안전,	레저	·	물놀이	안전,	항만안전	등	분야별	안전을	

테마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한	「2018년	등대	캘리그라피(손글씨)	

대회」	수상작	15점의	공동전시가	이뤄지게	됐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을	통해	해양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안전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행사’에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개최

전시 수상작

당선자 : 강동균(일반)

작품명 : 영도다리 개교

당선자 : 김성환(해영선박)

작품명 : 구명정 퇴선훈련

당선자 : 권영화 당선자 : 이정은

최우수(사진공모전) 최우수(사진공모전)

대상(캘리그라피 대회) 최우수(캘리그라피 대회)

당선자 : 최인영((주)팬스타트리)

작품명 : 강하게 키운다

대상(사진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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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발생한	예·부선	충돌사고,	급유선	화재사고	및	원양어선	충돌	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청	관할	수역을	입항	및	출항하는	내항선박	및	원양어선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선박	116척과	사업장	29개사	등	총	145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총	241건의	개선명령과	190건의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하였다.	

		하반기에는	예·부선,	급유선,	항만사업	종사	선박	및	카페리화물선을	대상으로	충돌예방,	안전

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화물의	적재·고박	규정	및	복원성,	적정	승무원	승선	및	최소휴식시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승무원과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재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연승	및	원양참치선망	등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계속되는	선박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선박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 해사안전감독 중점 추진방향 발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8년도 하반기 선박안전 지키기에 총력 다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27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남방파제	

2단계	현장	일원에서	해상사고	상황을	가상한	사전훈련을	통해	실전	상황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	목적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	훈련은	해상	공사현장에서	실제	발생위험이	높은	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추락사고로서	

작업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자를	구조한	뒤	의식을	

잃은	사고자에게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를	실시하는	인명구조	훈련을	시행하였다.

		금회	훈련에	앞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해상	사고자	발생	시	구명환	및	드로잉	백을	투척

하는	구조	훈련	및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실습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공사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며,	“훈련	상황

별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반기별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작업 중 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작업자 해상 추락 발생 시 

구조 훈련, 반기별 실시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현장”
해상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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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훈련 해상훈련

사고발생

인명구조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실시

근로자 후송



해사안전소식

7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9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일(수)	해양안전의	날을	맞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해양안전실천	울산지역본부*를	주축으로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안전캠페인을	고래

바다여행선	선착장(울산	장생포	소재)에서	실시하였다.		

*	 해양안전실천 울산지역본부 : 대국민 해양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해양안전의식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울산 소재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기구 (총 21개 기관)

		이번	해양안전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	및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래바다여행선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홍보,	안전수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본	캠페인에서는	해양안전실천	울산지역본부	소속의	해양수산	관련	민	·	관	기관	및	단체에서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고래바다여행선	탑승객	320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리플렛	·	홍보물을	

전달하고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직접	교육하며	바다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더	안전한	울산바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해양안전실천 울산지역본부 주관 해양안전캠페인

2018년 8월 해양안전의 날 현장캠페인 실시

 해양안전실천 현장캠페인 실시

해양안전 홍보 실시

구명조끼 착용방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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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9일(목)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전곡항	방문객과	‘코리요’	

물놀이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기권	해양안전	실천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로 만든 활동기구(‘13.8)로써, 경기권역의 해양수산 관련 

민·관, 업·단체 26개사로 구성 · 운영 중 

		해양안전문화	캠페인은	유소년,	학생,	지역주민,	해양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대상

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친숙한	해양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	지역별	해양

안전실천본부가	구성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8월은	여름	휴가철이	집중되어	해양레저	활동	이용자가	많고,	해양	사고가	증가하는	기간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구명조끼	착용	안내서와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여	국민과	함께	

성숙한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곡항 레저활동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안내서 등 배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름 휴가철 해양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27일(금)	아침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아침	연안여객터미널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을	이용하는	피서객	

약	20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휴가철	즐거운	기분에	자칫	방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	기초안전수칙을	담은	리플릿	등	홍보물을	나눠주고	

안전수칙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해양안전실천본부	인천지역	참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소년단,	수협	등이	참여하였으며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해양안전	현수막,	피켓,	

어깨띠를	이용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한편,	피서객들은	해양안전	홍보물에	관심을	보이며	

사고	예방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행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캠페인을	진행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으로 떠나는 피서객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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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연휴(9.23~9.25)을	맞이하여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하여	8월	20일부터	4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	관할	300여개	사업장(외항·내항선·원양,	연근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	중	임금

체불	취약업체	및	상습업체를	대상으로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팀장,	근로감독관	2명	등	

모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통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임금상습	체불업체·취약업체	지도감독	강화,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임금

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건	검찰송치	등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외항·연근해어선	선주단체	및	선원노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임금	체불	해소를	적극	유도해서	선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8.20-9.14 4주간,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추석”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8일(수)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평택·대산	등	수도권	내항화물·

여객운송업체,	대량	위험물	취급업체	경영진(26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리더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2015년부터	해운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식과	경영진	역할의	중요성	

알리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것으로	금번에는	교육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지역뿐	아니라		평택과	대산지역의	선사도	참여하였다.				

		이날	진행된	해양안전리더교육은	△소통과	리더쉽,	△경영전략,	△해양사고의	경향	분석,	

△선박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선사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	선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선사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경영진이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인천·평택·대산 내항화물·여객운송업체 등 24개 업체 경영진 참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선사 경영진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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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30일(목)	오후	2시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지역	해상화물운송업체	

선원	등	안전관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선박	종사자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원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원교육	전문	교수진을	초빙하여	실제	해양

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선박에	화재,	퇴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

하게	되는	구명뗏목,	비상신호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함께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다.

	

		교육	후에는	해양안전실천	울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선박	종사자들에게	해양안전의식을	상기시키고	유관기관	간	안전에	대한	의식함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	종사자	

교육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8월	교육에	이어	11월에도	선박	종사자

교육과	해양안전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원 등 안전관리자 대상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군산·장항항	선박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사고추이를	살펴보면,	여름철은	사계절	중	일반선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890건,	30.6%),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종사자의	근무	

집중력이	저하되는	만큼	‘경계소홀’	이	절반(49.7%)에	가까운	사고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육은	이와	같은	해양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구명뗏목	및	소화	장치	작동법을	체험하는	등	종사자들의	

선박	비상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사고	없는	군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박 관련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교육 시행

해양안전은 무더위에도 꺾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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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및	추석절을	맞아	각종	선박과	항만	및	어항시설	등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해상교통	환경특성을	반영한「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추석명절	기간	여객선	이용집중,	레저	및	어로활동	증가로	인한	통항량	급증,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가	상존함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매년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금년도	9월에서	11월말까지	시행될	동	안전대책에서	여수해수청은	항계	내	장기재박선박에	

대한	모니터링과	내항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	악천후	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	및	예부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각종	현수막	·	홈페이지	

·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시행하였다.	

선원 등 안전관리자 대상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해상교통	여건	및	해양사고	추이를	반영한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성어기	어선과	레저활동을	위한	소형선의	통항량	증가	및	추석	명절	연안여객	

증가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실제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통항량	증가	대비	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여객선	등	취약선박	

집중점검,	기상악화	대비	여객터미널·위험물하역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대국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과동시에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을철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가을철 단풍은 빨갛게! 해양안전은 파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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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13일(목)	경주	The-K	호텔에서	포항·울산·동해	해운	및	항만	

분야	최고경영진(30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동해권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선사	최고경영층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선사경영진의	자발적인	안전경영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중에는	교육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선주·

선원의	노사관계,	선상문화	조직관리,	선박	주요	점검	사례	등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사	경영진이	안전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원 등 안전관리자 대상 집합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18년 동해권「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기상	및	해상교통	특성을	반영한	가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추석	연휴로	인한	국제여객선	및	연안여객선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어선·낚싯배	운항이	

증가하는	성수기로	선박의	충돌·좌초·전복	등	해상교통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계절이다.	

		이번	안전대책은	△선박통항	및	해역안전	관리	강화	△여객선·어선	등	취약선박	점검	및	관리	

철저	△가을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시설물	피해	최소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중점으로	시행된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선에	어선	조업	밀집해역	정보를	제공하고,	어민들에게	여객선	

운항항로를	적극	홍보하여	어선과의	충돌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실시

풍성한 추석연휴, 끝까지 안전하게



해사안전소식

 9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9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다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자	다양한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진행되는	금번	교육은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3,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8개	과정	43회	실시되며,	청소년들에게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

하는	장이	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항만	·	해양시설	견학,	여객선	승선체험,	갯벌	및	생태체험,	해양레포츠	

등의	현장활동과	‘찾아가는	해양교실’,		‘수요일엔	바다톡톡’	등	해양강좌가	있다.

		특히,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흥미

로운	해양문화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매월	둘째	·	셋째	수요일	저녁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해양교육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흥미롭고 현장감 있는 체험과 강의로 높은 호응 얻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소년 해양교육 성황리 운영중 

주요 사진자료

갯벌체험 1

갯벌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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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진자료

해양레포츠체험

찾아가는 해양교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기간	귀성	·	귀경객이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바다의	

교통신호등인	항로표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9월	18일(화)부터	9월	21일(금)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군산항을	비롯하여	어청도,	개야도,	고군산군도,	위도	등	여객선	항로상에	

설치	·	운영	중인	항로표지(69기)로서,	선박	운항에	가장	필요한	등대의	점등상태	등을	집중점검

하고	성능이	저하된	장비는	교체하여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항로표지	소등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복구반을	

편성하여	안전한	바닷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전한	여객선	운항을	위해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

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추석 귀성 · 귀경길 제공을 위한 여객선 항로상 등대 집중 점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추석연휴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수요일엔 바다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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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	20.(목)	오후	부경대에서	수산과학대학	승선학과	학생(약	50명)

을	대상으로	미래해양인재「해양안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해양수산	한국을	이끌어	나갈	부경대	수산과학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신	

해사안전	제도를	소개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선박	구명·소화설비에	대한	이론과	

작동시연	교육으로	실시됐다.	또한	우수	인재의	해양수산	분야	공직진출을	유도하고,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진로	안내와	해양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	예방	종사자	집합교육’을	현직	해양산업종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의	해양수산	분야를	이끌어	나갈	해양수산계	대학의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해양안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학생들의	해양안전	의식	함양과	관·학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에도	해양수산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승선학과 학생대상 해양안전 실무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미래해양인재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18년	9월	20일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해운선사,	여객선	운항

관리센터	등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을	여행하는	관광객과	도서민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매월	1일을「해양안전의	날」로	제정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안전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번	달	「해양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영상	방영,	안전수칙이	기재된	홍보물	배부	등	대국민	여객선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캠페인과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문화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의	날」캠페인을	대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해양

안전실천문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여객선 안전수칙 홍보 및 청렴문화 캠페인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9월 해양안전의 날”캠페인 실시



주요법령 제·개정 

국내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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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35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본문	생략]

II. 개정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18.7.1.]
법률 제15359호, 2018. 1. 16, 제정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입물량의	99%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유사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수송

할	수	있는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해운산업	장기불황은	많은	글로벌	해운

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합종연횡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과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해운산업은	시장에서의	위상과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임.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해운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해운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그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각	프로그램이	

여러	정책금융기관들로	분산ㆍ운영되다	보니전문성과	지속성,	유연성을	갖춘	해운안전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금융부분과	해운산업	정책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불황기에	오히려	금융지원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음.

		이에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

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구성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운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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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 6. 26, 제정

[제정]

◇	개정이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산업기반	조성	및	선사	

경영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등기사항	및	등기방법,	사채	발행의	방법	및	절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

소	소재지,	자본금,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

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공사	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이전	시	등기하도록	함.	

		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제8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그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에는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입한	후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채	발행(제9조,	제11조	및	제18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권종

(券種)별	수와	번호	및	발행	연월일	등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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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제19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사항(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와	협의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및	별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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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7.4.]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018. 7.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선의	운용	선령(船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선의	배정은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선을	선령	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의	기준을	정하며,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업자가	공표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선	운용	선령의	상한(안	제10조제8항	신설)

				무역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선의	선령을	30년	이하로	제한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등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안	제10조의3	신설)

				예선업	등록	거부에	관한	예선의	대기장소	관련	기준을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정하되,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의	공동	배정에	관한	공표	등(안	제13조의2	신설)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예선의	배정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매체에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I.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2900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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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4)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개요,	관련	법규,	위험물	취급	시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안	제19조의3	신설)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로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및	자동

차단밸브를	갖추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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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I. 개정문

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①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	공동	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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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선	사용의	조건

4.	공동	배정의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

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	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船席)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을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을	"위험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과목을"을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포장위험물"을	각각	"포장된	위험물"로	한다.

6.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0조제8항"을	"제10조제9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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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 부 칙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8.9.4.]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2018. 9.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면의	종류에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도면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비검사를	위하여	도면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횡단면도	및	재료배치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强度)계산서로	해당	도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를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을	"영	제2조제1항제3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I. 개정이유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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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장(帆檣)이"를	"돛대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범장이"를	"돛대가"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만건설장비의	설치ㆍ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여객선은	제외한다)"를	"[여객선	및	항만

건설작업선(「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	중	"카달로그"를	"제품	안내	책자"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2)	및	3)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중	"여객선"을	"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하며,	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2)나)(4)	중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건조검사	

대상	선박에	한정하고,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거나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건조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만건설작업선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나목	2)부터	9)까지의	도면

			나)	다목	2)의	나)(2)ㆍ다)(2)ㆍ라)	및	마)의	도면

			다)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1)	항만건설장비	설계명세서

					(2)	항만건설장비	제작도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외형크기,	구동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3)	항만건설장비	받침대(선체에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조도

					(4)	항만건설장비	기본용량계산서(성능계산서	및	기계장치계산서를	포함한다)

					(5)	항만건설장비	구조강도계산서	및	안정도계산서

		2)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다목의	도면

			나)	1)	다)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별표	7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항만건설장비를	변경하려는	항만건설작업선은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도면

별표	7	제4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3)	및	4)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	및	별표	7	제1호라목1)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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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8.9.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

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

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

하여	정함.	

I. 개정이유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

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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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시행 2018.9.28.]
대통령령 제29200호, 2018. 9.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하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사유를	

마련하고,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에	화물을	운송

하려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여객선의	보유량과	선령	등	그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여객의	승선권	기재내용	및	승선	여부	확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 칙 >

⊙ 대통령령 제29200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제1항에	따라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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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별표	2	제2호마목의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10 10 10 10 10

별표	2	제2호파목의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 내용을 확인하
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 100 250 500

사.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3호 100 250 500

아.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4호 100 250 500

자.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
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5호 100 250 500

파.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10 10 10 10 10 10

별표	3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해사안전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6호, 2018. 4.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안ㆍ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

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

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

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통

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제2조

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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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

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호의2	신설).

		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

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3조제1항).

		바.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한	경우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제46조제2항).

		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제48조제2항	신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

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7조).

		차.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제107

조제2호의3	및	제2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560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로	한다.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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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	

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6조제5호의2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

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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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5호,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포함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항"

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중	"취소"를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3호	중	"제48조제5항에"를	"제48조제6항에"로	한다.

제10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제107조제1호	중	"제11조	각	호에"를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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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제3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의6	중	"제41조제4

항에"를	"제41조의3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대통령령 제29215호, 2018. 10.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선박의	시운전	중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금지

해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	감사에	대한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내용	등을	구체화

하고,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한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	구체화(제4조의2	및	제4조

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선박의	시운전으로	인한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교통량이	집중되는	

연안	해역을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의	시운전이	금지되는	해역으로	설정함.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별표	4)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간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심사	경력을	종전의	1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하는	등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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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점검계획)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II. 개정문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	그	밖에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	중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6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제2항"을	각각	"법	제48조제

3항"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종전의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7조의2	관련"을	"제7조의3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그	밖에	다음"으로,	"(선박	계류시설은	제외한다)"를	"[교량,	교각,	터널,	해월케이블,	

선박	계류시설,	방파제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

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안전

진단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마목	본문	중	"파제제(波除堤)"를	"파제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후단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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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1조의3"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3호, 2018. 4.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

시설ㆍ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

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	보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대부분은	형체

식별조차	어려운	기기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과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 법률 제1560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

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	기준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II.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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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31조에"를	"제31조	및	제31조의2에"로	한다.

제45조	중	"제31조에"를	"제31조	및	제31조의2에"로	한다.

제4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0.18.]
대통령령 제29214호, 2018. 10.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의	보안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항만시설에	일정	수준의	해상도	

기준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

에	따라,	항만시설	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I.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214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로	한다.

별표	2	제2호머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I. 개정문

머.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
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8
호의2

40 80 15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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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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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정책연구실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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