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통권 제50호)

Maritime Safety World 

July-September, 2020 

발
간

등
록

번
호

 1
1
-
1
6
1
1
0
0
0
-
0
0
0
5
1
2
-
0
6



Ⅲ. 국내해사안전정책동향
 

1. 해양수산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31

2. 신기술·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38

3. 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 39

4.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40

5.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41

6.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해 42

7.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43

8. 선박검사 종이증서, 이젠 안녕~! 43

Ⅳ. 국내해사안전소식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점검 45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정 및 시행 46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일제 점검 46

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 최대규모 단일 건축물,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47

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대기질 개선 추진 48

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공사 시행 48

7.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의 변신! 첨단화 시스템 운영 49

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지역 23개소 연안정비사업 추진 49

Ⅴ. 주요법령 제정·개정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2. 선박안전법 68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2

4. 선원법 93

5. 선박등기법 94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95

7. 선박안전법 96

8. 선박직원법 97

Ⅰ.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1. 제32차 특별이사회(C/ES.32) 결과 5

Ⅱ. 국제해사소식
 

1. COVID-19 사태 이후 해운에서의 5가지 변화 9

2. 세계해양의날,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운산업계의 주요 활동 10

3. COVID-19: 해운업계의 법적 과제 11

4. 해운 업계, COVID-19로 인한 원격 선박검사 증가 14

5. OCIMF, 유조선과 탱커 터미널의 안전지침서 (ISGOTT) 제6판 발행 15

6. COVID-19, 친환경 선박 투자에 심각한 타격 15

7. 오션클린업, 사상 최대량인 103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16

8. COVID-19 팬데믹 중 선원송환으로 빚어지는 결과들 16

9. ICS, 선박 기관실(E/R) 안전 운용에 관한 지침서 발간 17

10.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 금세기 최저 17

11. WSC 보고서: 항해 중 발생하는 유실 컨테이너 사고 감소 추세 18

12. COVID-19로 인한 환경규제 이행 난항 19

13. 일본산업계, 선박에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 적용을 위한 WG 구성 20

14. COVID-19 영향으로 인한 다목적선박(MPV) 시장 전망 21

15. Yara Marine 社가 COVID-19에 대응하는 자세 22

16. ReCAAP, 2020년 상반기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 두배 증가세 23

17. AMSA, 항해 중 컨테이너 유실 방지를 위한 PSC CIC 시행 24

18. 파나마당국의 GHG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24

19.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IMO 연구 결과 25

20. 해운 저탄소화를 위한 「Just In Time Arrival」 지침서 발간 26

21. 사우디아라비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 금지 26

22. NYK,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박 암모니아 연료 공동 연구 착수 27

23. 해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도입에 대한 산업계 의견 28

24. 국제정유사해운포럼, COVID-19 대응을 위한 임시 원격검사 실시 29

   CONTENTS



해사안전소식 2020 가을호(통권 제50호) l 5

Ⅰ.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1. 제32차 특별이사회(C/ES.32) 결과        5

Contents

* The Thirty-Second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제32차 특별이사회(C/ES.32*) 결과

  개 요

• 회의명 : 제32차 특별이사회(The Thirty-Second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2)

• 일시 / 장소 : 2020. 5. 4 ∼ 8. 3, 서면개최 (6회 원격회의 포함)

• 의  장 : Mr. Zhang Xiaojie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13개 회원국, 2개 정부·비정부간 국제기구 등 약 180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의제 채택 및 의사규칙 면제

• 당초 의제별로 논의결과를 등재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의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의제논의 종료 시 결정사항을 확정하기로 함

- (회의기간)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통한 의제 3, 5 논의를 마치기 위해 특별이사회 회기를 ‘20.7.17에서 

‘20.8.3로 연장함

 - (의사규칙 면제) COVID-19 사태를 감안하여 제32차 특별이사회의 서면개최를 위해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는 

이사회 규칙 2, 3, 14, 25*를 의사규칙 55에 따라 면제함

* 회의1개월 전 잠정의제 통보,IMO본부에서 회의개최, 오디오 파일의 IMODOCS 등재 등 면제 

2. IMO회의일정 재구성

• 원격방식의 IMO 회의재개를 위한 '20년 원격회의 일정과 COVID-19 사태 호전 시 재개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의 우선순서를 확정함

 - (원격회의 일정) 합동위원회 특별세션(9.16~18) → FAL 44(9.28~10.2) → C 124(10.12~14) → 

ISWG-GHG 7(10.19~23) → MSC 102(11.4~11) → MEPC 75(11.16~20) → LEG 107/IOPC 

FUNDS(연계개최)(11.27~12.4) → TC 70(12.7~11) → LC/LP/IMSO(12.4~18) 

 - (대면회의 순서) C 124 → MEPC 75 → ISWG-GHG 7 → MSC 102 등 

• 이사회는 연기된 회의들이 2020년 8월 이내에는 개최되지 않으며, 연기된 LC/LP Scientific Groups(LG/SG 

43) 공동세션의 서면개최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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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서 제출) 회의를 재개할 경우, 회의가 6개월 이상 연기되었을 경우 제출가능, 다만, 6개월 미만 연기된 

회의는 문서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 회의체 의장단과 

협의가 필요함

3. COVID-19 대유행 중 선박의 이용ㆍ촉진을 위한 제안 

• COVID-19와 관련한 사무국과 회원국의 조치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이사회는 한국 등 8개 회원국이 제안한 

원활한 선원교대, 코로나 예방지침 개발 등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해 향후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의제 제출을 요청함

* 우리나라는 COVID-19 방역 등 국내 대응조치를 소개하면서, 협약상 불가항력 범위, 비대면 방식을 통한 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차기 해사안전위원회(MSC)에 관련 의제제출을 요청함

• (공동선언문 채택) COVID-19 관련 사무국과 회원국의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회원국이 제안한 선원교대 제약 

등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였으며, 원활한 선원교대와 해운활동 중요성의 환기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마련함

4. 화상회의 도입

• (화상회의 지침) 올해 하반기 원격방식의 IMO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회의절차, 

의사결정 방안 등에 대한 임시지침을 마련함

- 임시지침은 COVID-19 상황에서만 적용, 이사회 외 타 회의체에도 준용 가능

• (화상회의 도입검토) IMO 대면회의 재개 전까지 화상회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본부에서 회의 개최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통합방식의 회의(in-person/remote) 개최 가능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함

- 관련 유엔산하 기구 진행상황을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화상회의 개최발생비용을 포함한 

e-conferencing 기술비용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UAE에서 제출한 IMO의 정보통신기술(ICT) 강화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초안)에 주목하고, 차기 이사회에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5. 회원국감사(IMSAS)

• (감사일정 연기) COVID-19로 무기한 연기된 회원국 감사일정을 1년씩 각각 순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 감사는 2021년 7월로 연기됨

• (원격감사 방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원격감사 방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호주, 그리스, UAE, 사이프러스 등 

다수 회원국들이 지지하였으며,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차기 이사회에서 해당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제제출을 

요청함

▶ IMO Meeting Summary 

Council, 32nd Extraordinary Session (C ES 32), 4 May to 3 August 2020

6. 예비예산의 고려사항

• (예산검토)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올해 사무국의 기구 예산관리에는 쟁점 사항이 없으며, 차후 제124차 

이사회에서 ‘20년 예산현황 및 ‘21년 전망에 대한 정보, 기구의 재정 및 IMO 기능복원 관련 제안사항을 

제공하기로 함

7. 예비예산의 고려사항

• (세계해사의날 병행행사) COVID-19로 올해부터 ‘24년까지 개최되는 세계해사의날 병행행사를 각 1년씩 

연기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는 ‘24년 행사 단독 입후보국으로 우리나라의 ‘25년 개최의사를 밝혀 ‘25년 입후보국을 추가로 받지 

않기로 함(개최국은 ‘21년 이사회에서 확정)

PUBLICATIONS

Webshops

- Purchase IMO publications

- Distributor/Reseller login

- Access virtual publications

Free e-Newsletter

- Request e-newsletter

Receive your free copy of the 

IMO Publishing e-newsletter

… IMO Content Hyperlink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Council/Pages/C-ES-32.aspx
http://www.imo.org/en/Publications/Pages/Home.aspx


해사안전소식 2020 가을호(통권 제50호) l 9

Ⅱ. 국제해사소식

Contents

1. COVID-19 사태 이후 해운에서의 5가지 변화  9

2. 세계해양의날,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운산업계의 주요 활동 10

3. COVID-19: 해운업계의 법적 과제 11

4. 해운 업계, COVID-19로 인한 원격 선박검사 증가 14

5. OCIMF, 유조선과 탱커 터미널의 안전지침서 (ISGOTT) 제6판 발행 15

6. COVID-19, 친환경 선박 투자에 심각한 타격 15

7. 오션클린업, 사상 최대량인 103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16

8. COVID-19 팬데믹 중 선원송환으로 빚어지는 결과들 16

9. ICS, 선박 기관실(E/R) 안전 운용에 관한 지침서 발간 17

10.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 금세기 최저 17

11. WSC 보고서: 항해 중 발생하는 유실 컨테이너 사고 감소 추세 18

12. COVID-19로 인한 환경규제 이행 난항 19

13. 일본산업계, 선박에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 적용을 위한 WG 구성 20

14. COVID-19 영향으로 인한 다목적선박(MPV) 시장 전망 21

15. Yara Marine 社가 COVID-19에 대응하는 자세 22

16. ReCAAP, 2020년 상반기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 두배 증가세 23

17. AMSA, 항해 중 컨테이너 유실 방지를 위한 PSC CIC 시행 24

18. 파나마당국의 GHG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24

19.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IMO 연구 결과 25

20. 해운 저탄소화를 위한 「Just In Time Arrival」 지침서 발간 26

21. 사우디아라비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 금지 26

22. NYK,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박 암모니아 연료 공동 연구 착수 27

23. 해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도입에 대한 산업계 의견 28

24. 국제정유사해운포럼, COVID-19 대응을 위한 임시 원격검사 실시 29

COVID-19 사태 이후 해운에서의 5가지 변화

● 현재,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개인 생활, 경제, 산업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이후로도 각 분야에서 인간의 회복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변화 중에 해운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아래와 같음

● 첫째, COVID-19로 인해 봉쇄된 환경에서 원격의료와 같은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원격 및 자동화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됨. 해운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빠른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해운 전 분야에 걸친 자동화 기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연결성(Connectivity) 및 통신(Communication) 기술은 그 가치를 입증해오지 못하였으나, 지난 몇 달간 

원격 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 둘째, 세계무역 정체와 성장세 둔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단기적인 하락세 이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바이러스 재유행 시 더 깊은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실업, 자본 붕괴, 글로벌 재정침체 현상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생산성 손실을 초래함. 또한, 경제활동재개에 대한 

정책 실패 시 각 나라의 경제 관계는 1930년대로 퇴화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국가별 정책 제한성으로 인해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긴축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해운 부문에서는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했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대출이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산업 컨설턴트 MSI社는 포세이돈 원칙은 일부 선사에만 유리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일부 해운업체의 재무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가치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타 선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힘

● 넷째, 이러한 결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간 분열이 심화되어 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의제 진전이 불가함

- IMO는 회원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정책 비동의로 의제 수행이 지연될 것임

● 다섯째, 현 봉쇄상황에서 부각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물적 자산과 기반시설로 

연결되어 있어 오랜 역사의 글로벌 체인 기반으로 해운업계는 안전하게 물류 운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세상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대상에 

있어 단순히 유형사물, 공간뿐만 아니라 결제 프로세스 등의 무형사물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됨

**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 : 금융기관이 해운업계에 대한 대출 결정 시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하도록 한 원칙. 

은행은 해운사들의 기후 연계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대출 조정 등의 제약을 실시함

(‘20.4.9, 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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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의 빠른 확산과 관련 기관들의 조치는 해운 산업의 국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침

●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의 일반적인 법률상 원칙

1) 노르웨이 법률에 의거 불가항력 조항은 본 조항을 발동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알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상황이나 영향을 극복하고자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황 자체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2) 영국 법률에 의거 불가항력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된 개념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조항임

- 어떠한 상황이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 표현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

- 노르웨이 법률과 영국 법률 모두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와 

영향은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함

● 불가항력 조항의 통보

1) 대부분의 계약은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불가항력 상황 및 해당 상황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지는 짧은 기간 내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지에 관한 요건은 서로 다름

- 국제 선박 계약에서는 이 기간을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지연의 원인을 인지한 지 10일 이후이며,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할 수 없음

- Norwegian Total Contract(NTK) 2005에 따르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불가항력 조항 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음

- 국제 계약법에 따르면 통지를 적시에 고지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이 불가피하게 가중될 수 있으며, 상대방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2) COVID-19의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을 통보해야 함

3) 불가항력 조항을 통보받은 당사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불가항력 상황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통보가 접수된 경우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계약의 문구를 검토하고 지연에 관한 추가 정보가 

알려질 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 세계해양의날(World Oceans Day)*을 맞이하여 Ship Technology News는 글로벌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해운 산업 관련 아래 5개 기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함

- 국제해사기구(IMO) ― The Global Industry Alliance for Marine Bio-safety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GIA(Global Industry Alliance)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 

파울링(Biofouling), 온실가스(GHG) 등과 같은 해운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생물 및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머스크(Maersk) ― The Ocean Cleanup

  덴마크의 국제적인 해운회사인 Maersk 社 는 네덜란드의 비영리 환경 단체인 Ocean Cleanup과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며, 구체적으로 관련시스템을 개발하여 항만과 선박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 

- 하팍로이드(Hapag-Lloyd) ― Ship Recycling Transparency 

Initiative(SRTI)

  글로벌 해운회사인 하팡로이드 社는 선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평형수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하여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Maritime UK ― Maritime UK Awards 2020 

  이 가을에 개최될 예정이며, 해운 관련해 많은 산업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영국 정부는 동 행사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임을 밝힘 

 

- MSC ― 30% Biofuel blend

  2019년 12월, MSC 社는 선박에서 30% 바이오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최초의 해운회사가 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추가로 MSC 社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위해 북미 해양환경 보호 협회(NAMEPA)에 가입함

* 세계해양의날 (World Oceans Day) : 1992년, 캐나다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회의에서 

제안한 기념일로, 매년 6월 8일에 해당하며 국제연합(UN)에서 2008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기념일이 되었음. 

세계 해양의 날에서는 전 세계 여러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바다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중 

세계해양의날,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운산업계의 주요 활동 COVID-19: 해운업계의 법적 과제 

(‘20.6.8, Ship Technology News) (‘20.4.15, Lexology)

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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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할 의무

1) 일반적인 법률상 원칙과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에 의거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는 당사자는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원칙으로 함

2)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 당사자는 가능한 많은 추가 시간을 얻기 위해 

본 조항을 남용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본 조항을 발동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COVID-19로 인한 실제 상황

1) COVID-19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므로 

공급망 하위층에 있어 불가항력 조항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러 국가의 공급자와 같은 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된 제한사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

● 최종 생산물 제조에 필요한 중간생산물의 부족

1) 필요한 중간생산물은 구할 수 있지만, 실제 필요한 최종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고 중단될 수 있음

2) 각국에서 의료 종사자들의 보호장비 등 필수품의 확보를 위하여 

수출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만료 및 갱신할 수 없는 증명서

1) 리그(rig) 및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원 증서와 법정 

증명서가 필수적이므로 증명서를 갱신 및 유지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계약 또는 용선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

2) IMO는 관련 법적 협약의 의무 조항을 면제해주거나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의무 규정의 이행 연장 등을 

강제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국 간의 협력과 실용적인 접근을 장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음

- IMO는 COVID-19 관련, 회원국 조치사항 등을 회람문서를 통해, 모든 IMO 회원국에 회람하고 있음

● 리그와 선박 보험

1) 노르웨이 법에 의거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안전규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보험사건 발생 시, 해당 보험에 따른 소유주의 보장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

2) COVID-19로 인한 선박 수리 지연에 따른 고용보험 손실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 용선 계약서

1) 선박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 조치를 취한 지역 

밖의 항구에 정박할 때도 지연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조항도 선박에 대한 제한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국가들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음

2) 대부분의 용선 계약들은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의 권고 양식이 적용되며 종종 영국 법도 적용을 

받는데, 해상 공급에 이용되는 용선 계약들은 구체적인 불가항력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해상 공급에 이용되는 용선 계약에는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불가항력을 발동시킨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불가항력 상황에 의한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불가항력 조항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안전항(safe port)

1) 선박 입항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항구를 보호하고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

- 선박 소유주들은 항구에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혼잡과 지연을 경험할 것

2) 선박 소유주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구일 경우, 해당 항구로 항해하거나 호출하는 용선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음 

● 용선 중단(Off-hire)

1) 선박이 용선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COVID-19 관련 

문제로 인해 지연됐을 경우, 여전히 용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용선을 중단할 것인지는 관련 용선 계약서와 준거법에 

의해 결정됨

- 일반적으로 용선료는 특정 조항이 없는 한 지불해야 하므로 용선을 

중단하고자 하는 용선자는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용선을 중단하는 조건은 용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인데 현 상황에서 용선을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건은 ‘선원 부족’임

- COVID-19로 인해 많은 수의 선원들이 아프거나 그로 인해 선박이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선원 부족’으로 간주하여 용선을 중단할 수 있으나 만약 남아있는 선원들이 건강하고 시간 지체없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당 선박은 용선 중단을 할 수 없음

- 만약 선박이 감염 지역에서 들어왔거나 선원이 감염되어 격리 중이면 선박에 승선해 있어야 하며, 격리된 

선원으로 인해 선원 교대에 시간이 지체된 경우에는 용선을 중단할 수 있음

● COVID-19는 이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이러한 상황은 관련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기때문에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새로운 계약 시 COVID-19 조항과 같은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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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COVID-19 위기 속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선박원격 검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DNV-GL(노르웨이-독일 선급)은 2018년 

10월부터 원격검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 이후 

급격한 수요증가로 현재까지 15,000건의 

원격검사를 수행함

- RINA(이탈리아 선급)는 2019년 5월부터 원격검사를 실시하여 2020년 2월 말까지 약 30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에는 한 달동안 60건의 검사가 시행될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LISCR(라이베리아 

기국)은 라이베리아기국선에 대한 RINA의 원격검사를 승인한 바 있으며 차후 승인기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원격검사는 선박-육상 간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Live Streaming) 기기의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테스트를 

시행하며, 전 세계 선원과 검사원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검사 후 즉시 전자승인증서가 발행되므로 업무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효율적인 검사방식임

- RINA는 이탈리아 선주사 d'Amico 社와 선박의 원격검사기술 적용을 위해 다년간 협력해왔으며 이는 

전자증서발행, 온라인 선대출력관리시스템(fleet performance online monitoring tools), 전자로그북 (Log-

book), VR 교육을 포함함

- ABS(미국 선급)는 입거(docking) 기한연장 및 무선증서 갱신(radio renewals) 등 원격검사의 범위를 

확장했으며 미국, 남미, 유럽의 선박기기 및 제조자 승인에도 원격검사를 적용 중임. 차후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라 밝힘

● 한편, 원격검사를 포함한 자동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박검사 수행에 있어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항만청(MPA)은 코로나 이후 싱가포르 국적선의 원격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첫 항만예인선(PSA 

Marine 社의 PSA Aspen호) 원격검사가 BV(프랑스 선급)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 또한, PSA Marine 社는 원격검사센터(RSC) 네트워크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싱가포르 디지털 

혁신계획*을 한층 더 성장시킬 것이라 예상됨

* 싱가포르 디지털 혁신(Singapore Digital Transformation):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에너지, 전기, 교육, 해운, 항공 

등 23개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혁신 및 국제화를 목표로 각 산업계가 협력 및 제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임

해운 업계, COVID-19로 인한 원격 선박검사 증가

(‘20.6.22, Offshore Energy)

● 2 0 2 0 년  6 월 ,  국 제 정 유 사 해 운 포 럼 ( O C I M F ) 는  국 제 해 운 회 의 소 ( I C S )  및 

국제항만협회(IAPH)와 협력하여 유조선과 탱커 터미널의 국제적 안전지침서 ‘ISGOTT’ 

제6판을 발행함

- 1978년, ISGOTT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유조선의 화물 운용 및 항만 안전에 관한 지침 

으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2006년에 제5판이 발행되었으며 이번 판은 그 개정판임

● OCIMF 소속 Rob Drysdale(Director)는 ‘ISGOTT’가 지금까지 유조선과 탱커 터미널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밝힘. ‘ISGOTT’ 제6판에는 선박·항만 간 주요 안전 작업에 관한 규정이 담김

- 밀폐구역 작업(Enclosed space entry), 인적 요인(Human factors), 안전관리제도(SMS, Safety Management 

Systems), 작업중지 권한(SWA, Stop Work Authority), 국제선박안전규정(ISM Code), 선박 벙커링 

작업(Bunkering operations) 등

* 국제정유사해운포럼 (OCIMF,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 1971년 국제해사기구(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유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안정성 평가 

및 기술적 제언을 주로 함. 197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OCIMF, 유조선과 탱커 터미널의 안전지침서 (ISGOTT) 제6판 발행

(‘20.6.23, Hellenic Shipping News)

● 지난 5월, 전세계 선박보유량 50%를 차지하는 유럽 선주협회(ECSA) 회원 중 3/4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일 예정이라 밝힘. 현재 은행이 해양 부문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발주를 위한 자금 조달 

및 기존 대출금 상환 연장이 거부되는 등 실질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COVID-19 영향으로 해운 분야 수익이 유조선 제외, 60% 이상 감소했으며 경제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주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임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해운 금융정책이 거의 부재하며,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행정비용에 못 미침

● 선주들은 이미 IMO 2020*이 시행된 지난 1월까지 약 6만 척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향후 4년간 저유황 연료로의 전환이나 선박 탈황장치 설치로 약 50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IMO 사무총장은 IMO 2020 규제충족을 위해 소요될 비용이 역대최고치일 것임에 우려를 표하며, COVID-19 상황 

속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체 목표 달성 지지를 촉구함

* IMO 2020 :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수준에서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해운업계가 

탄소배출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50년에는 배출량이 50~2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COVID-19, 친환경 선박 투자에 심각한 타격

(‘20.7.1, Hellenic Shipp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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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3일,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는 

해양 플라스틱 수거 선박인 S/V Kwai 운항을 통해 항해 

시작 48일 만에 지난해 실적의 2배가 넘는 목표치 100톤을 

초과하는 103톤규모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완료하였음을 밝힘  

- The Ocean Cleanup 이사인 Mary Crowley는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환경을 넘어 인간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해양에 버려진 

어구(Fishing Gear) 등과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기 전에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COVID-19 영향으로 선박 S/V Kwai는 미국 하와이주 

북동쪽에 있는 힐로(Hilo) 항만에서 3주간의 검역 절차를 

거친 후 지난 2020년 5월 4일에 출항하여 6월 23일 

호놀룰루(Honolulu) 항만에 입항함 

● Ocean Voyages Institute 자체적으로 개발한 해양 

플라스틱 수거를 위한 GPS 위성 추적기(Pacific Gyre) 

설치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함 

- 해양 플라스틱에 GPS 장치를 설치하여 해류에 따라 많은 

양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진 해역을 쉽게 식별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진행

* 오션클린업 (The Ocean Cleanup) : 2013년 설립된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비정부조직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오션클린업, 사상 최대량인 103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20.6.26, Offshore Energy)

●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조치로 현재 약 20만 명의 

선원이 본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항만당국에서는 MLC 규정 미준수 선박에 대하여 억류조치를 

취하고 있음

- 호주해사안전청(AMSA)는 선원고용계약과 최소승무 

정원기준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호주가 세계 

최대철광석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벌크선이 호주 입항을 기피할 가능성이 존재함. 국제운수 

노동자연맹(ITF)는 호주의 MLC 규정 준수에 대한 기준은 

높지만, 본국에서의 선원교대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 비판함

● 선박억류 사례가 늘어나고 무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각국 정부가 선원교대를 막는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 

에서 선원교대가 가능함. 또한 AMSA와 같이 선원고용계약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당국이 늘어날수록 선원교대를 

위한 항로변경(diversions)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적시에 

이행되는 선원교대는 선주들에게 경쟁적 우위로 작용할 것임

● 발틱해국제해운협회(BIMCO)는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조항에서 통상적으로 항로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선주의 

몫이지만, 용선주와 공동부담하게끔 함으로써 더 활발한 

선원교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선박억류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언급함

- BIMCO는 용선계약 시 선주와 용선주간 합의에 따라 조항 

이행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전에 거대용선주인 석유업체가 

선원교대로 화물이 지연되자 휴항(Off-hire) 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원교대문제 해결에 있어 

용선주들의 지지를 촉구함

COVID-19 팬데믹 중 선원송환으로 빚어지는 결과들

(‘20.7.4, Hellenic Shipping News)

● 지난 7월 2일,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Engine Room Procedures Guide’ 책자를 발간했음을 

밝힘 

- ICS는 선박이 대형화되고 다양한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선박 기관실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기관실 내 안전 작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지침을 개발하였다고 발간 배경을 밝힘. 책자는 초판(First 

Edition)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55유로(한화 약 20만 원)임 

● ICS는 모든 상선에 동 지침서가 비치되기를 권고하며, 

지침서에는 IMO 차원에서 합의된 표준 작업에 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있음을 밝힘

* 국제해운회의소 ( ICS,  Internat iona l  Chamber of 

Shipping) : 1921년 런던에서 국제민간선주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각국 선주협회들이 설립한 민간기구임. 

국제해운회의소는 UNCTAD, IMO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음

ICS, 선박 기관실(E/R) 안전 운용에 관한 지침서 발간

(‘20.7.3, Hellenic Shipping News)

【목차】

● 영국 조선·해양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가 금세기 최저 수준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한 575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269척으로 조선업계가 심각한 수주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천613만CGT(37%), 한국 

1천976만CGT(28%), 일본 954만CGT(14%) 순임

● COVID-19가 수주가뭄에 대한 한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강화되고 있는 선박 배출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 전에 이미 발주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선주들은 

관망세를 유지함

● 덴마크의 한 기관 리포트에 의하면 향후 몇 년 안에 200개 

이상의 조선소가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절반의 조선소가 2018년 이후 수주를 하지 못함

● 5천600만 CGT를 281개 조선소가 나누고 있으며, 2013년 

이후 240개 이상의 조선소가 업계를 떠난 상태로 현재 64개 

조선소가 전 세계 수주잔량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추가로, 클락슨리서치는 2024년까지 해상 물동량이 

17%까지 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선소와 관련 

공급자들은 신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디자인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함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 금세기 최저

(‘20.7.9, Splash)

- 책자 소개

- 선박 기관부서 조직

- 기관 자원 관리

- 의사소통

- 선박 안전

- 비상 대응

- 주요 위험 작업

- 기관실 당직

- 해양오염 방지

- 기관 기기 운용

- 보수 정비와 검사 지침

- 각종 수검 준비

- (부속서) Check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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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는 해운업계의 EU 선박재활용규정(EUSRR)*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선주들이 

이행일 전까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5월 BIMCO(발트국제해운거래소)가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운항선 236척 중 137척 (58%)가 COVID-

19로 인해 유해물질목록(IHM)에 대한 검증 및 증서발행 등의 업무에 영향을 받았다 밝힘. 이에 BIMCO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선령 선박의 IHM을 먼저 개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EU 위원회에 해당 규정의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함

● 세계 무역기구(WTO)는 20년 이상 유해 어업보조금**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이에 대한 각 국가간의 완벽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COVID-19 극복이 최우선순위가 된 현 상황에서는 협상 진전이 어려움

- 불법 어획 및 남획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이나 불법 어획의 정의, 어종 및 

어업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 무역기구(WTO)는 대면회의를 대체하여 화상회의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기술적 요건 등의 한계로 

진행이 더뎌 아직 초안작성에 다다르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협상을 위한 시일 또한 불명확함. 관련 기관인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 측은 유해 어업보조금 금지를 위해서는 초안작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로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밝힘

* 선박 재활용 규정(EUSRR) : EUSRR(European Union’s Ship Recycling Regulations)은 선박의 해체, 재활용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부터 

EU나 EU 영해에 기항하는 500GT 이상의 모든 선박이 기국과 무관하게 관련 검사 후 선내의 모든 위험물질이 기록된 

위험물질목록(IHM)을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어업보조금(Fishing Subsidies) : 어업의 현대화로 인해 약 90%가 넘는 어류가 착취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가 

빚어졌으며 이전에는 어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던 어업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 금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됨. 

2018년 지급되었던 350억 달러의 어업보조금 중 220억 달러가 선박 연료세 면제를 위해 쓰여 불법 어획 및 남획을 

촉진했기 때문에 유해 어업보조금으로 분류된 바 있음

COVID-19로 인한 환경규제 이행 난항

(’20.7.10, Hellenic Shipping News)

● 지난 7월 8일, 세계선사협의회(WSC)*는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실 컨테이너 

사고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함. 이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의 업데이트 버전임 

- WSC 회원으로 가입된 해운선사의 컨테이너 선박 중 80%가 동 통계자료 조사에 사용됨 

- 이전 조사에서는 유실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WSC가 각 해운회사에 중대 재해로 인한 50개 이상의 

선박 컨테이너 유실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구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유실되는 컨테이너 수의 절반 

이상이 중대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해운산업계에서는 컨테이너 유실사고는 그 사고 경위나 시기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안전 및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처럼 선박의 중대 재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해상에서 유실되는 총 컨테이너 수만을 가지고 분석함  

● 조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유실되는 총 컨테이너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단, 2013년 MOL Comfort 선박의 

컨테이너 유실(4,293개), 2011년 M/V Rena 선박으로 인한 유실사고(900개) 등 중대 사고가 통계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향후, 항해 중 컨테이너 유실사고 방지를 위해 SOLAS 협약, CTU 코드 등 관련 국제협약 개정 및 표준 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힘 

* 세계선사협의회 (WSC, World Shipping Council) :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화물 운송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기술적·정책적 제안 활동을 함.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홈페이지 : www.worldshipping.org) 

WSC 보고서: 항해 중 발생하는 유실 컨테이너 사고 감소 추세

(‘20.7.8, gCaptain News)

www.worldshipp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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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구축된 ‘Japan’s Carbon Capture & Reuse (CCR)’ 하에서 9개의 일본 회사로 구성된 ‘Ship 

Carbon Recycling Working Group(이하 WG)’이 첫 번째 회의를 가지며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의 선박 

연료시스템 적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 상기 WG에 참여한 9개의 일본 회사는 다음과 같음. 

• EX Research Institute Ltd. • Hitachi Zosen Corporation

• Japan Marine United Corporation • JFE Steel Corporation

• JGC Corporation • Mitsui O.S.K. Lines, Ltd.

• Nippon Kaiji Kyokai (ClassNK) • Nippon Steel Corporation

• Sanoyas Shipbuilding Corporation

- WG 목표는 Zero-emission ship fuels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메탄화 시스템의 연구 수행 

및 기술적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통한 해상운송에서의 온실가스(GHG) 발생량 감축에 있음 

● 선박 연료시스템에 이산화탄소 메탄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세부적인 단계는 아래와 같음

(1) 철강 공정(Steel work)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2) 이산화탄소의 액상화 후, 선박 등을 통해 이를 운반  

(3) 수소(H2)와 이산화탄소(CO2)의 화학반응(공정)을 통하여 메탄(CH4) 제조 

(4) 제조된 메탄을 선박 연료(Marine fuel)로서의 적용

일본산업계, 선박에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 적용을 위한 WG 구성

(‘20.7.17, Sea News)

● 글로벌 해사연구기관인 Drewry 社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및 다목적선박(MPV)* 전망에 

대한 하기 3가지 예상 가정안을 제시함

● Case 1 : COVID-19가 올 하반기 내 진전되고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 '20년 글로벌 GDP는 전년 대비 -5%의 하락세를 보이지만 '21년 V자형 경제회복으로 6.5% 증가하여 약세긴 

하나 장기적으로 플러스성장을 할 것임

2) MPV 수요 또한 '20년 7%의 MPV 수요감소를 보이나 '21년에는 7.4%의 반등이 예상되어 V자 경제회복 

형태를 보일 것임

3) 그 후 국가봉쇄가 해제되고 기업 심리 개선으로 급격한 성장회복세를 보이며 용선 시장은 '21년 내 '19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됨

● CASE 2 : COVID-19가 '20년 3분기 이후 진정되다 '21년 상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1) 현재 진행 중인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는 V자형 경기회복세가 훨씬 더 위축될 

것임

2) 2차 대유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년 MPV 수요는 작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며 '21년에는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임

3) 컨테이너 항만량, 조강 생산 및 제조 활동 지연이 야기될 것임

● CASE 3 : COVID-19가 올해 내내 지속되고 '21년 상반기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1) '21년 이후까지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제조업 생산 및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최악의 경우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MPV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으로 회복이 지체되고 다른 분야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Drewry 社는 위 보고서를 통해 '20년 시장의 붕괴를 보여주며, 상기 예상안이 '24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인 화물수요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신조투자는 위험성이 극히 높다 경고함

* 다목적선박(MPV) : 광범위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운항 조건의 다양성으로 복잡한 설계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브레이크벌크선(breakbulk), 중량물운반선 등을 포함함. 컨테이너와 드라이벌크 선적 부문 사이에 

위치하여 양쪽 시장의 변동영향을 모두 받음

COVID-19 영향으로 인한 다목적선박(MPV) 시장 전망

(‘20.7.18, Hellenic Shipp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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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2020 규제*로 인해 2019년 선박용 탈황장치(Scrubber, 이하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많은 조선소가 저황연료의 가용성 및 스크러버와의 가격경쟁에 대해 고심하는 한편, 스크러버 시장이 큰 호황을 

누릴 것이라 예상했음. 하지만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이동 제한 및 유가 하락으로 스크러버 시장이 크게 

약화됨

● 노르웨이의 Yara Marine 社는 2019년 스크러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으나 COVID-19 상황 속 시장약화로 

현재는 스크러버를 뛰어넘는 친환경 규제대응방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 밝힘

- 동 社는 친환경 글로벌 비료업체인 Yara international 社를 모기업으로 두어 모기업의 대표제품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엔진 타입 및 대체 연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Yara 社의 관련 축적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기술 사용으로 친환경 해운산업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스크러버 사용 후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가 친환경 분야에 있어 유망한 분야라 강조하며 세정수의 열에너지 

재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음

● 또한, Yara Marine 社는 COVID-19 사태 속 이동 제한에 대한 업계 대비 수준이 기업 존속에 핵심적이라 밝히며 

금번 위기에서는 당사의 상하이 지부가 그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글로벌기업으로서 지부확보를 통한 서비스 

인력의 이동보장이 필수적이라 강조함

* IMO 2020 규제 : 선박 연료 배기가스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까지 낮춘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해양대기환경보호를 목표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도부터 시행한 

환경규제

** 선박용 탈황장치(Scrubber) : 해수 또는 화학 세정수를 이용하여 고황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Sox 등)을 저감하는 장치로 그 형태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등으로 나뉨. 스크러버 종류에 따른 이질적인 

항만 제한 및 코로나로 인한 설치기간의 지연 등이 스크러버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Yara Marine 社가 COVID-19에 대응하는 자세

(‘20.7.28, Hellenic Shipping News)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정보공유센터(ICS)가 2020년 상반기 해적 및 무장강도 사고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해적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화상회의를 주최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해적 관련 사건은 총 51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사고 발생 28건에 비하면 

대략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화상회의는 싱가포르 해협과 술루-셀레베스해(SuLu-Celebes Seas) 

지역에서의 사고 감축 방안을 논의함  

- 아시아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을 국가별 해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싱가포르에서의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 12건, 필리핀 6건, 말레이시아 1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2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COVID-19 사태로 국제 해운업이 위기에 마주한 현시기에 해적 사고까지 증가하면서 동 해역을 통항하는 

선원들의 안전에 더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아시아해적퇴치협정 (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등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2004년 11월 16개국의 협정에 따라 체결된 지역협력기구임 

 

ReCAAP, 2020년 상반기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 두배 증가세

(‘20.7.31, Hellenic Shipp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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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IMO GHG Study*에 따르면 선박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연료효율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2050년 최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COVID-19로 인해 2020년 배출량은 감소 폭을 보이나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배출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선박 GHG 배출량은 2012년 대비 2018년 9억 7,700만 톤에서 10억 7,600만 톤으로 약 10% 가까이 

증가했으며 총 GHG 배출량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은 2.78%에서 2.89%로 증가함

-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인 블랙 카본(Black Carbon)과 

메탄에 대해, 블랙 카본은 지구온난화에 두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고 메탄 배출량은 선박의 이중연료 

엔진(Dual-fuel engine) 증가로 15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LNG 연료 사용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임

- 영국해사조사기관(UMAS)은 블랙 카본과 메탄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에만 집중하는 각국 정부의 대책 

미비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큰 허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함

● 이번 연구에서 선박 GHG 배출량 산출*에 IPCC(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기구)와 같은 접근방식을 도입한 결과, 

선박 총 GHG 배출량 중 국내항해로 발생되는 양은 이전 추정규모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로 밝혀짐

* 현재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실제 항해와 관계없이 선박 연료 판매량에 근거하여 GHG 배출량을 산출 중임. 이에 

IPCC 기준을 접목하거나 해운을 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NDC)에 포함한 나라는 극소수임

- 국제항해 중 배출되는 GHG는 IMO 관할이지만, 국내항해 중 배출되는 GHG는 해당 국가의 책임이기에 

IMO에서는 후자에 대해 단순 추정치에 의해서만 양을 산출하게 되어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 및 역할을 경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본 연구에서는의 선박 탄소집약도**는 주로 선박의 운영 동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국내 및 국제 항해에 대한 엄격한 

운영규제 채택 및 차후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확립함으로써 보다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밝힘

* 제4차 IMO GHG Study : 본 연구는 연구기관, 대학 및 전 세계 10개의 컨설팅업체 참여 하에 GHG 감축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EU MRV(유럽 선박온실가스검증시스템)에 보고된 9,000척 이상의 선박에 대해 연료 소비 및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졌음

**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석탄과 

천연가스를 비교했을 때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음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IMO 연구 결과 

 (‘20.8.5, Offshore Energy)

● 호주해사청(AMSA)은 ‘20.8.1~10.31간 컨테이너선 

화 물  고 박 에  관 한  P S C  집 중 검 사 캠 페 인 ( C I C ,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을 펼칠 예정임

● 동 PSC CIC 시행 배경에는 최근 호주 인근 해역에서 

발 생 한  아 래  2 척  선 박 의  컨 테 이 너  유 실 사 고 가 

있으며, 호주는 선박에서의 더욱 안전한 컨테이너 

고박(Secu r i ng )  등의 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Y/M Efficiency, 2018년 6월 호주의 Yacaaba 

Headland 지역에서 81개의 컨테이너 유실사고 발생

- APL England, 2020년 5월 호주의 New South 

Wales 지역에서 50개의 컨테이너 유실사고 발생

● 해당 기간의 집중점검 항목은 SOLAS 6장에 규정된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고박에 관한 내용으로 PSC 검사를 

통해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임 

- AMSA 측은 선주와 선장에게 컨테이너 안전 적재 및 

고박에 관한 지침을 필수적으로 숙지할 것을 권고하며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호주해사안전청 (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 호주 교통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산하기관으로 호주 해사안전법(The 

Australian Maritime Safety Act)에 따라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있음. 호주 

운송 선단의 규제 및 안전 감독과 호주 국제 해양에 관한 

의무 관리를 담당하는 법정 당국 

AMSA, 항해 중 컨테이너 유실 방지를 위한 PSC CIC 시행

(‘20.7.23, Maritime Cyprus)

● 8월 초 파나마당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비공식 화상회의에 참석해 선박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보다 광범위하고 

업계 전반에 걸친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음

- 파나마 운하는 약 100년 전 개통된 이래, 총 8억 톤의 

GHG 감축에 기여하였으며, 아시아-미국 항로 선박들의 

수에즈 운하, 희망봉 항로 선택 대비 각각 12%, 18% 

배출량 절약을 가능케 함

● 친환경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파나마 

운하는 '녹색 항로계획(Green route strategy)'을 통해 

배출량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14년 이래로 매년 8.1~11.30일 통항 분리대(TSS) 

및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해 해양생물, 선박 

간 충돌 위험을 줄이는 한편, 선박별 평균 75%, 약 

15,000톤 이상의 GHG 배출량 감소 효과를 내고 있음

- 2016년 뉴-파나마 운하 완공으로 많은 양의 화물의 

일시 운송이 가능해졌고 개통 첫해 1,700만톤의 GHG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안에 약 1억6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파나마 해상 싱글 창구(VUMPA)를 출범해 

운하통과선박의 서류업무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연간 

30만 장 이상의 종이서류와 3,200시간의 노동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물류업계의 운영 및 환경효율을 높임 

● 또한, 파나마 당국은 이후로도 GHG 배출량 감소를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개발하여 포스트 COVID-19 상황을 더 

나은 재건의 기회로 삼고자 희망한다 밝힘

* WTO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국가 봉쇄 조치로 

2020년 1분기 상품교역은 전년 대비 3%, 상반기 신규 

선박 수주액은 53% 감소해 선박 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투자와 노력 또한 대다수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TS)에 해운(Shipping)을 포함시키고 

해상운송 분야의 탈 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기금 조성을 

촉구한 바 있음

파나마당국의 GHG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20.8.3, Hellenic Shipp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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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A 는  해 운 의  저 탄 소 화 를  위 해  지 구 환 경 금 융 -

유엔개발계획-국제해사기구 간의 해양 에너지 효율 협력 

프로젝트(GEF-UNDP-IMO GloMEEP Project)하에 

Just In Time Arrival Guide(이하 JIT Arrivals)를 개발함

- 동 지침서는 선박 입출항 절차에 관여하는 약 50여 

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한 지식과 

경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 JIT Arrivals의 성공적인 구현은 선박 입출항 절차 및 

항만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GHG) 

배출감축을 가능케 함

- 선박이 입항지점(Pilot Station, 도선사 승선지)에 

도착하기까지, 동 가이드에 따라 최적의 운항 속도로 

항해함으로써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항만, 항로, 해상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 

가정했을 시)

- 또한, 선박 전체 운항시간의 약 9%를 차지하는 정박지 

(Anchorage) 대기시간을 줄여 항만 혼잡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지침서는 선박 운항에 관여한 전체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방식을 통해 선주, 선박 운영자, 

용선주, 대리점, 선박 중개인, 항만 당국, 터미널, 서비스 

업체가 궁극적으로 선박의 적시 입항 실현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구현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http://www.imo.org/en/OurWork/PartnershipsProjects/

Documents/GIA-just-in-time-hires.pdf

* GIA(Global Industry Alliance) : 선박의 에너지 효율 및 

운영에 대한 공동 장벽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식별 및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민관 협력체. GIA는 GloMEEP 

Project가 종료된 2019년 이후로는 IMO-  노르웨이 

GreenVoyage 2050 프로젝트 하에 운영 중임

해운 저탄소화를 위한 「Just In Time Arrival」 지침서 발간

(‘20.8.14, Offshore Energy)

● 지난 8월 6일, 일본 해운회사인 NYK 社는 일본해사협회 (Nippon Kaiji Kyokai)와 암모니아*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운반 선박(AFAGC, Ammonia-Fueled Ammonia Gas Carrier )에 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을 밝힘 

● 암모니아는 연소 시 온실가스(GHG)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통상 선박 연료로써 사용되는 중유 및 천연가스와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암모니아는 통상 다목적 LPG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데 이를 암모니아 선박으로 

운송하면서 화물로서 선적한 암모니아를 선박의 추진 연료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산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천연가스의 

개질반응을 이용함

* 암모니아 (Ammonia) : 선박의 추진 연료로서 암모니아는 다른 대체 에너지인 메탄올 또는 수소와는 달리 저장과 

운송이 우수하고 대량생산에 적합함. 또한, 암모니아는 수소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에너지 밀도와 낮은 액화 온도로 

인해 저장이 용이함

NYK,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박 암모니아 연료 공동 연구 착수

(‘20.8.13, Hellenic Shipping News)

● 사우디 항만청(Saudi Ports Authority)은 최근 오만, 

싱가포르, 수에즈 운하, 말레이시아에 이어 IMO 2020 

황산화물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개방형 스크러버가 장착된 선박의 세정수 배출을 이와 

관련한 환경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함

● 이는 배출된 세정수 내용물에 중금속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oly-aromatic hydrocarbons)가 포함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해양 생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결정으로, 개방형 스크러버를 운용하는 

선박은 해당 지역에서 배출기준을 준수하는 연료로 

전환해야 함

● 개방형 스크러버는 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대안 중 가장 

저렴하고 설치가 단순하여 선주사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인기를 얻고 있음

● 발틱국제해운동맹(BIMCO)은 스크러버가 없는 선박이 

대부분(약 20,000척)이며,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운항하고 

있는 화물선은 현재 약 2,600척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DNV GL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운항하거나 주문 중인 선박이 4,047척으로,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2023년까지 4,131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COVID-19로 인해 많은 회사가 스크러버 설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우디아라비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 배출 금지

 (‘20.8.20, Offshore Energy)

http://www.imo.org/en/OurWork/PartnershipsProjects/Documents/GIA-just-in-time-hires.pdf
http://www.imo.org/en/OurWork/PartnershipsProjects/Documents/GIA-just-in-time-hi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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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EU 경제 재건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해운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EC는 ETS를 해양 분야로 확장해 얻을 수 있는 연간 100억 

유 로 의  추 가 수 익 을  환 경 보 호  및  에 너 지  관 련  목 적 으 로 

사용함으로써 탄소 중립화 목표에 한발 더 가까워지리라 전망함

- 유럽 환경 단체는 작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MSC 社가 유럽 

최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社 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고, 해운 부문으로의 배출권 거래 확대와 항공 배출권에 

대한 가격 인상 기한이 이미 오래전 만료되었다 밝히며 해당 안에 

지지 의사를 표함

● 미국 해운회의소는 각국이 배기가스 배출에 관한 자국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원활한 국제항해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IMO 자체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IMO 2020과 같은 선박 배기가스 

감소 노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외에도 ETS의 해운분야 적용은 EU와 비 EU국 간의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켜 새로운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미국 해운회의소),

- 이는 EC가 단순히 EU 재건계획을 위해 미국, 중국 선사에 자금 조달을 요청하는 것일 뿐이며(BIMCO),

- ETS로 인한 선박 운용 비용 증가는 그대로 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UNCTAD)

● 이에, IMO는 회원국에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 제도개발, 채택을 위해 관련 제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국가가 한도에 미달한 타 

국가의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 ETS 출범 이후 석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되면서 

EU 공장 및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이 1/3 수준으로 감소함. 유럽 환경위원회에서는 선박탄소배출량을 ETS에 

포함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최종 승인에 있어서는 2020년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해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도입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8.17, Weny News)

●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는 COVID-19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9월 2일부터 대면 방식의 선박 검사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해 자체 검사 프로그램인 SIRE(Ship Inspection Report) 허용 범위 내에서 임시 원격검사 시행 

방침을 밝힘

- OCIMF 상무(MD, Managing Director)인 Rob Drysdal은 COVID-19 상황으로 검사관이 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을 밝히며, 검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격검사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도입 배경을 

밝힘

● 원격검사 신청의 주최는 선사이며 원격검사는 추가 옵션의 임시 대응책으로서 기존에 물리적으로 수행한 대면 

검사 내용 전부를 대체할 수 없음을 언급함 

- 대략적인 원격검사 방법은 검사 대상 선박이 사전에 OCIMF로부터 요구받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검사관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검사함. 검사에 필요한 내용에는 검사에 관한 인증서, 문서 및 사진 등이 포함 

● Rob Drysdal은 이번 원격검사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COVID-19 사태로 인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전과 운영에 관한 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원격검사 체제 정립을 당부함

* 국제정유사해운포럼 (OCIMF,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 1971년 국제해사기구(IMO) 

비정부건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유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안정선 평가 및 기술적 제언을 주로 함. 197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국제정유사해운포럼, COVID-19 대응을 위한 임시 원격검사 실시

(‘20.8.18, Marine Link)

https://www.ics-shipping.org/docs/default-source/resources/environmental-protection/ics-ecsa-study-on-eu-ets.pdf?sfvrs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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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 

1.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 빅데이터 플랫폼
●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화
● 스마트 해운물류
● 스마트 양식

2. 해양수산업 녹색 전환 : 그린 뉴딜(한국판 뉴딜)

● 친환경 선박 전환
● 해양환경 복원
● 해양공간 녹색 혁신

3.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확대

● 수산물 유통·수출
● 맞춤형 식품개발
● 공공서비스

4. GVC 변동 대응 및 업무지속체계 구축

● GVC 변동 대응
● 항만 경쟁력 향상
● 업무지속체계

5. 해양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마련

● 해양바이오
● 해양관광
● 벤처·창업

6.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선원 의료·복지
● 어촌 정주여건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목),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지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각 분야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비대면 경제 부상,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극복 및 저탄소 

경제로 전환, 리쇼어링(각국기업의 본국 회귀)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체 추진방향’ (’20.7.2),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20.7.13)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대책에 포함된 과제와 함께, 그동안 장·차관 

주재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를 포함하여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  장 관  주 재  전 문 가  영 상 토 론 회 ( ‘ 2 0 . 4 . 8 )  및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20.5.22), 차관 주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3회( ’20.5 .13·15·18, 

해운항만·해양신산업·수산)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32p-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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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선령 25년 이상인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LNG 추진선,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하고,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을 마중물로 하여, 국제·연안선박 등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기준인 선령 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내항 화물선 및 국제·연안 여객선 중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선박은 약 1,008척으로 추정된다.

< 친환경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

•친환경 선박(2만톤급 LNG 선박)은 친환경 차량(수소 자동차)에 비해 재정투입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약 

105배(친환경 선박 8.39㎏/1천만원 ↔ 친환경 차량 0.08㎏/1천만원)

 (1)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770종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AI 기반의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에 모인 각종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해양공간종합지도를 구축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2)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과 물류흐름이 단절될 

위험이 있어,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크다.

<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 중단 및  물류 급감 사례 >

•‘20.3월 인도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정부의 국가 봉쇄조치(3.25~6월초)로 화물 운송 등이 중단되면서,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통관 등 마비

•인도 최대 ‘컨’ 항만인 자와할랄네루항(JNPT)은 ‘20.2분기 물동량 급감(전년 동기 대비 △35%) ⇔ 글로벌 ’컨‘ 물동량(英 

CTS) : 전년 동월 대비 ’20.4월 △16%, ‘20.5월 △13%

해양수산부는 항만 운영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감염병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항만을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한국판 뉴딜에 따라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의 스마트화·자동화와 연계하여,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13개)의 

개발 및 실증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29개 무역항과 3개 

국가어항(도서지역)에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3)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세계 167개국 중 25위(2018년 기준, 

World Bank)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4차 산업기술을 수출입 

물류시스템에 적용하여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항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선사, 항만공사, 세관이 화물 입출항, 하역작업, 통관 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항만 이용 

주체 간 항만 내 작업 현황을 공유하는 비용(전화 3천만번, 메일 1억 개 등)을 연간 약 2.5억 유로 절감 

먼저, 항만 내 트럭 작업 정보를 물류 기업 간 실시간 공유하여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3개 항만으로 확산한다. 또한, 

물류센터·항만·세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 물류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출입 물류 

데이터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AI, IoT센서,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화물 입출고·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중소 물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4) 스마트 친환경 양식 상용화 기반 마련

전 세계적으로 기르는 어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등의 양식 선진국은 양식기술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AI 등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노르웨이 연어 스마트 양식 성공 사례>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지난 30년 간 종자· 사료·기자재를 연계한 양식기술 혁신으로 생산원가 70% 절감, 수출 14배 

성장, 일자리 약 23,000개 창출

우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를 조성하여 관련 데이터 축적, 핵심기술 실증 및 

최적화와 함께 생산·가공 및 유통기능을 집적하는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병행하여, 양식업 전 과정(종자·사료·질병관리 등)을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아쿠아팜 4.0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1.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2. 해양수산업의 녹색 전환 :

    그린 뉴딜(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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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생태계 보존 및 해양공간의 녹색 혁신기반 조성

해양생태계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갯벌 복원 및 CCUS* 사업 등을 추진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먼저, 폐염전·폐양식장 등 훼손·방치된 옛 갯벌지역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해수 유입,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을 통해 ‘25년까지 갯벌 4.5㎢(누적)를 복원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21~‘25년 간 복원할 

갯벌 면적 3.0㎢는 지난 10년 간(’10~‘20) 갯벌 복원 면적 1.5㎢의 2배에 해당한다.

* (참고) 우리나라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육상권역(숲)의 약 50배

한편, 해저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CO2)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21~’23년 간 추진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저 CO2 저장 상용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55개 국립학교(유·초·중·고교) 대상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해사고 

2개교(부산·인천)에 태양광 설비, 친환경 단열재, WI-FI, 태블릿 PC 등의 보급을 추진한다.

(1) 해양수산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산

코로나19를 계기로 식품산업 생태계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유통 및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수산식품산업 비대면 생태계 확산 동향 >

•‘20.2월 이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에 비해 급증(통계청)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20.1) 18.5% - (’20.2) 102.8 - (‘20.3) 94.5 - (’20.4) 72.3 - (‘20.5) 54.3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업체 M社의 ‘20년 상반기 수산물 온라인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

먼저, 각종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선도할 스타기업과 강소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권역별 

산지 스마트 유통센터와 허브형 스마트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 등 수산물 주요 산지와 물류 허브 및 소비지를 연결하는 

Hub & Spoke 유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자전거 바퀴의 중심(Hub)와 바퀴살(Spoke) 간 관계와 같은 권역별 산지 및 소비지 유통센터를 조성, 각 유통센터에 비대면 

유통 특화 스마트 물류·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

또한, K-FISH 온라인 수출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상담·거래, K-FISH 전용관(주요 해외 온라인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수산식품 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홈쇼핑, 배달앱, 라이브 방송(유명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해외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산식품 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1) 해운물류 GVC 변동 대응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이후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중국 → 동남아 등), 각국 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또는 인접국가로 

이동(니어쇼어링) 등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 또는 가치 사슬이 변동·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운물류 분야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입주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를 추가 확충하고, 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활성화하여 유턴기업의 제조·가공·배송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항(콜드체인·전자상거래), 부산항(환적화물· 위수탁 가공), 평택·당진항(자동차 PDI) 등

둘째, 글로벌 해운물류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8개 아시아권 항만(베트남 하이퐁 등), 4개 선진항만(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 항만터미털, 물류센터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 수출입 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4만TEU급 12척, 1.6만TEU급 8척)의 항로 투입을 ‘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3.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확대

4. GVC 변동 대응 및 

    업무지속체계 구축

(2)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및 가공공정 스마트화

홈코노미(Homeconomy) 시대의 비대면 판매에 적합한 수산식품 개발도 추진한다. 시니어층(건강·기능식, 밀키트), 

청소년층(간식·콜라보음식), 영유아층(필수영양소 제공) 등 소비계층별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비린내·잡내 저감, 조개 모래 해감 등과 같이 비대면 수산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수산물 가공 원천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다품종·소량 생산과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확산하고, 

개별적인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영세 수산식품 생산자를 위해 스마트 공유 가공단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3) 해양수산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산

해양수산 분야에 비대면 방식의 공공서비스도 확산한다. 해상통신망(LTE-M) 구축과 IoT 장비 보급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를 ‘2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선박검사 제도와 관공선에 대한 

원격진단·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양드론을 활용한 불법어업 단속, 해양환경 감시 등을 확대 추진하고, 해양드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대면·실습 위주의 각종 해양수산 교육프로그램에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기사, 낚시안전과 같은 

법정·안전교육 등의 차질을 방지하고, 국립해양박물관·해양과학관 등의 전시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체험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분야 검사, 인·허가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방문 제출 등과 같은 대면 행정절차도 

비대면으로 전환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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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산업화 지원기관(인큐베이터)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성공사례 도출을 위해 상용화 R&D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신약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유래 항바이러스 소재(50종)를 발굴하고, 사람과 육상생물이 

감염될 수 있는 해양바이러스 DB를 구축함과 함께, 바이러스 모니터링·제어기술도 개발한다.

  

(2) 웰니스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웰니스·맞춤형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데이터(파고·수온·날씨· 

물 때 등)를 수집·분석하여 낚시·서핑 등의 가능일시·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지수를 새롭게 마련하고, 소규모·가족 

단위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안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치유센터 조성(4개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예타 중),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추진하여 해양치유관광 및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요트 등 레저선박을 활용하여 스노클링·낚시 등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한국형 호핑투어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1) 선원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선원에 대한 의료·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원양선원에 

대한 해양원격의료 지원을 확대(‘20년 100척, 매년 20척 확대 추진)하고, 선원의 직무외 부상과 질병에 대한 상병보상액 

상향과 함께 장해 어선원에 대한 의료재활급여 법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원복지회관 운영, 자녀 장학금 등 선원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지난 6월에 발표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2) 어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어촌공간의 정비와 경영·복지 지원 및 우수 인력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여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 농어촌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추진

또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어업인에 대한 경영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귀어귀촌 정보제공 및 지원과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현 7개소)의 취업 중개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이 어촌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세부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20.8월), 스마트 해상교통 추진전략(’20.8월),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20.9월), 

해운물류 분야 GVC 변동 대응전략(’20.9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9월), 해양바이오 중장기 로드맵(’20.12월) 등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5. 해양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구축

6.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해운항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등 지원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2)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 다변화

2.4만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글로벌 확산에 대비하고 인접 국가 항만과의 물동량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허브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항만 서비스 기능을 다변화한다.

먼저, 초대형선 확산에 대비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 허브항만을 육성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은 대수심·대용량 부두를 갖춘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광양항은 항로 중심, 확폭 등을 통해 순환항 항로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수리조선소 등을 도입하여 항만서비스 기능을 다변화하고, 인입철도, 항만배후 도로망 등의 

교통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전국 5대 권역(동남권·서남권·서해권·동해권·제주권)에 대한 특성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항만 경쟁력을 혁신할 계획이다.

(3) 재난 대비 업무지속 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영향 분석과 적시 대응을 위해 해운물류 및 수산물 수급 관련 글로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항만·수산시설, 선박 등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방역지침 등의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및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발병 초동단계에서부터 주요 시설의 검역·방역 등을 적시 가동하기 위한 상시 검·방역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3) 유망 벤처·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디지털·비대면·신산업 분야의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콘테스트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유망한 

창업아이템·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창업 엑셀러레이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현 6개소)의 유망기업에 대한 

보육·육성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모태펀드와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기업의 사업화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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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소재 선박, 이제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해양수산부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적용된 신조선 개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물론,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 간 은  선 박 을  새 로  건 조 하 려 면  「선 박 안 전 법 」 , 

「선박설비기준 」 ,  「선박소방설비기준 」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여 후발업체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후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잠정기준에 포함하는 사항) 목적, 적용범위,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 기술기준 및 검사지침에 관한 사항,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은 7월 22일(수)부터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사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으로 적극행정 박차

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과 미국지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와 미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선박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 상 안 전  확 보  및  해 양 환 경 을  보 호 하 기  위 하 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아 태 지 역 은  선 박 안 전 관 리 등 급 을  우 수 ( W h i t e ) , 

중간(Grey), 불량(Black)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수국가를 Qualship21*로 지정하고 있다.

* ‘Quality Shipping for 21st Century’의 약자로 미국법령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함으로써 안전에 가장 높게 헌신한 선박을 

선정하여 점검완화 등 혜택 부여

우리나라는 이들 2개 지역 외에 7월 1일경 유럽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원의 피로도 감소는 물론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에 안전관리 수준이 중간(Grey) 이하이거나 Qualship21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점검 강도 

또한 강화된다. 자칫 출항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선사의 운항·영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의 Qualship21자격은 

2013년부터 유지해왔으나 2016년에 국적선 1척이 화재차단용 연료탱크 밸브장치 고장으로 출항정지를 당해 지난해에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우수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19년에는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중대결함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Qualship21 자격을 재획득하게 되었다.

* 주요 국가별 항만국통제 최신동향 공유(설명회, 간담회 등), 유럽·미국지역 기항 선박에 대한 사전(동승) 안전점검 및 

맞춤형 항만국통제 대응교육, 취약분야 점검, 출항정지 선박·사업장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지도·감독 강화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세계 주요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태·미국 지역 운항 국적선 해운활동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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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해양수산부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동 규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위반행위(시행규칙 별표 5)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 개정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 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 360

(신설)

바.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 250

(신설)

위반행위(시행규칙 별표 5)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 개정

가.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100 15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1호 30 50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2호 30 50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 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2호 100 150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배포함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연간 약 550만TEU 처리, 일자리 3,700여 명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대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일    정

1.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추진

● 정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에 대해서 검역관리 

지역(중국, 이탈리아, 이란) 경유선박과 동일하게 승선 검역을 실시

2. 승선검역 및 전자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항 관리 강화 

● 선사에서 선박 입항일 기준 14일 이전에 하선한 선원에 대한 

의료정보를 검역·세관 및 항만당국에 신고하도록 유도

- 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절차를 이행하였어도 교대 선원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해운대리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하역 작업을 개시(하역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 하역작업 시 선내작업, 선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일반 

화물선과 냉동선에 우선 적용

● 유증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 강화 및 선사 대상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  유 증 상 자  미 신 고  선 박 의  경 우  국 가 안 전 보 장  등 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검역법)

3. 선원의 항만구역내 일시 상륙과 선박 간 이동의 엄격한 제한

●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선박 간 이동 및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 단속 강화(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 적극적 운영) 

●  물 류 기 능  유 지 를  위 하 여  선 원 교 대  목 적 의  하 선 은 

허용(특별검역절차 준수)하되 일시상륙 허가는 최대한 억제

4. 항만작업시 생활방역수칙 현실 적합성 제고

● 항만당국의 항만운영지속계획과 항만부두운영사·항운 노조가 

운용중인 방역수칙, 작업매뉴얼 등을 전수 점검하여 보완 

● 생활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고위험국가 경유 선박에 대한 항만작업은 최대한 비대면 으로 

실시하도록 지도

* 화물의 검수·검량·감정, 선용품 등 항만용역 제공, 해운대리점 

업무 수행 등

●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작 업 현 장 에 서 는  선 원 과 의  접 촉 을  최 소 화  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 제공

5. 항만근로자 일시 격리자 발생 대비 적정규모 임시격리 시설 확보 

●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 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적정 시설을 확보하고, 격리시설 

부족 시를 대비 야적장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마련 

■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및 매뉴얼 일제점검 후 항만 

근로자 생활방역수칙 보완 대책 마련(’20.6~7)

■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제한, 선원상륙허가 운용방향 

등 금번 대책에 대해 선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20.6)

■ 항만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20.6~)

● (확진자 발생 이전) 항만 업무 지속계획 등에 따른 제도 운영 등 

항만당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 (확진자 발생 이후) 검역 당국을 중심으로 확산방지에 주력하되 

시설 폐쇄, 격리장소 제공 등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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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해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및 기상악화 대비, 사고 취약요인 집중관리

선박검사 종이증서, 이젠 안녕~!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선박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법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 증서로 
발급하게 된다. 그간 선박검사증서 등은 종이증서로 선박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이나 관리에 들었던 선원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만 될 
수 있었던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가축·수산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여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관리인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없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13종의 선박검사 등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를 
대행하여 형식승인시험 등을 수행하는 정부대행기관*에 
대 해 서 는  최 소  연  1 회  이 상  정 기 적 으 로  정 부 가 
지도·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기관, 

컨테이너 검정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 대행기관

  
선박검사원의 학력철폐 규정은 2020년 6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전자증서제도 도입, 가축·수산물·위험물 
등 차량 화물관리인 임시승선자 인정, 13종 선박검사 서식 
단일화 등은 6개월 후인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국제선박항만 
보안법」과 함께 8월 19일(수)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 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함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수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선박검사원 학력제한도 철폐

8월 19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했다. 여름철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국민의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 해양사고 발생('15∼'19) : 가을(31%) > 여름(27%) > 봄(23%) > 겨울(20%)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158척 전체) 등 다중이용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폈다. 한편, 8월 19일부터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강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또한, 8월 28일부터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해당 규정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및 기상악화에 대비했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이를 확인하여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였다.

* 음주운항 처벌강화 관련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20.5.19.시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20. 5. 5. 시행) 개정

이와 함께,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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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18일 부산해수청을 비롯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부산해수청에 모여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11일 4개 기관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 만난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야드트랙터(YT) LNG 연료전환 사업은, 지난 해까지 전환대상 736대 중 

46.6%인 343대에 대해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YT차량 54대를 LNG 연료로 전환하고 77대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사업도 작년 부산 신항 3, 4부두에 구축 완료한 데 이어, 금년 4월 착공한 감만 및 

신선대부두는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작년 12월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를 고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 정책에 대하여 업·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3천톤이상 외항선 중 컨선은 12노트이하, 일반선은 10노트 이하로 부산항 인근해역 운항시 입출항료(톤당111원) 

감면(15∼30%)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북항, 신항에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지점 선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항만지역 측정망 3개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항만출입 노후 경유 컨테이너차량의 폐차 및 DPF 부착사업은, 금년 5월말까지 8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216대, DPF부착 385대 등 총 601대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136대에 대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에도 노후경유차량 항만출입통제 방안, 항만미세먼지 측정결과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지속 

협의하고, 각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해수청장은 “부산시민들이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질이 

개선될 때까지 4개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YT 343대(46.6%) LNG 연료전환 완료 등 성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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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정 및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이나 강풍 및 풍랑 등 기상악화 시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등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18년까지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나, 항만 안전확보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지난해부터 

국가기관인 부산해수청이 선박대피협의회를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산항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번  매 뉴 얼 에 는  태 풍  시 의  선 박 대 피  뿐 만  아 니 라 , 

기상특보(강풍, 풍랑) 시에도 선박대피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반영하였다. 이는 

올해 초 부산항에 이례적으로 발생한 강풍, 풍랑으로 인해 영도 

청학안벽에서 발생한 바지선 침몰 및 부두안벽 파손사고를 

감안하여 태풍 이외의 기상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뉴얼에는 태풍 및 기상특보(강풍, 풍랑) 시 협의회 개최시기, 

선박대피 완료시기와 완료시점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협의회 개최를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해경, 선주협회, 도선사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박대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부산항 선박대피와 관련한 기관, 

업·단체 관계자의 업무교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제정함으로써 기상 

악화 시 부산항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박대피 시기와 절차 등 기준마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일제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오염 유발, 해안경관 저해 등 

공유수면의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을 7월 6일부터 2주간 일제 

점검했다.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면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직권으로 제거한다. 작년에는 소유자가 없는 방치폐선 3척을 

제거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4척을 처리한 바 있다.

- 목  적 -

● 방치선박이 발생될 수 있는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방치선박 발생 사전억제

●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을 신속히 발견·제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 관련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 점검 개요 -

● 점검반: 해양수산환경팀장, 주무관 이수선, 항만 순찰선(지원)

● 점검 기간: 2020. 3. 9. ~ 3.20.

- (3. 9 ~ 3.13) 신항, 진해구 일원 

- (3.16 ~ 3.20) 용호만, 북항, 영도, 남외항, 감천항, 다대포 일원

● 점검 내용

-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여부 전수조사 후 유형별 구분·관리

-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폐FRP 선박 점검

● 점검 방법: 육상 현장조사와 순찰선 이용 해상순찰 병행

 

- 향후 계획 -

● 신규 발생 방치선박 관리: 방치선박조사서와 방치선박관리대장 

작성·관리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소유자 확인 선박:　즉시 제거명령, 불이행 시 관계기발 고발 조치

- 소유자 불명 선박: 방치선박 제거 공고(14일 이상) 후 직권 제거

7. 6. ~ 7.20. 신항, 북항, 감천항에서 육해상 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 최대규모 단일 건축물,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한국과 중국을 운항하는 10개 항로 국제여객선이 6월 

15일부터 인천 남항 시대를 맞이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내항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6월 15일에, 연안부두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6월 22일에 순차적으로 남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원화(내항 및 

연안항)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1년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국비 1,400억 원, 인천항만공사 5,305억 원 등 총 

6,705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다.

카페리 5만톤급 선박 1척과 3만톤급 선박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각각 개설하였고, 

국제여객터미널동은 지상 5층 연면적 약 65,660㎡로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을 합친 것보다 1.8배 

넓어졌다. 

또한, 교통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며, 

육상전력공급설비(AMP) 구축, 지열시스템 적용 등으로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등 대외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차질 없는 개장준비를 위해 

2017년부터 3년여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CIQ기관(세관, 출입국, 검역), 인천항만공사, 선사, 

하역사 등으로 구성된 개장추진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범운영 및 접안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아암3교 등 진입도로를 

개통하고, 16-1번, 13번 인천시내버스 2개 노선을 국제 

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동인천역과 

국제업무 지구역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기존 내항을 이용하던 

위해, 청도, 천진, 연운항 항로는 갑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져 입출항 시간이 각각 1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하역사별 산재되어 운영되던 컨테이너야드를 모두 부두 

울타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컨테이너 화물 

● 사업목적 :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원화(내항 및 연안항)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증대

● 사업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3번지

● 공사기간 : '16년 12월 ∼ '19년 6월15일 준공 

(’20.6.15 개장)

● 사 업 비 : 1,965억원(여객부두 포함 6,705억원)

● 사업규모 : 전체 연면적 66,805.47㎡

 - 터미널동 65,660.79㎡, 게이트동 1,144.68㎡

● 주차대수 : 총 902대 (화물주차장 12대, 버스주차장 

40대)

  ※ 기존 제1·제2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 가능대수는 

총 567대

1차 6월 15일, 2차 6월 22일 터미널 이전 개장

양적하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통합으로 인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항의 이원화된 터미널을 통합하고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고효율, 이용자 친화형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CIQ기관,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해운항만 관계자들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인천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물류ㆍ관광의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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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대기질 개선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공사 시행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기존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연료유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울산항의 공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고시는 울산항을 포함한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등 국내 5대 

항만에서 우선 적용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구체적으로 모든 선박은 정박(투묘)후 부터 1시간에서 

출항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 0.1%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 기관일지 

기록과 절차서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 선박은 연료유 재선적 등의 

경제적 불이익의 조치도 받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라 

울산항의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며 2022년 1월부터 선박 

입·출항 모든 과정으로 확대되면 울산항이 환경 친화적 

항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며 선사 및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국제여객부두에 항만 내 

대기오염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육상전원 공급설비 

구축 전기 공사를 추진한다.

이 공사는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하는 공사로, 지난해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요 거점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 항만으로 선정된 목포항은 예산 17억 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완공 예정이다.

목포해수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선박의 자체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등 항내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 

하여 항만 대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정 

항만 조성을 위해 추후 시설이 필요한 부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5%에서 0.1% 이하로 강화

국제여객부두 항만 내 대기오염 관리, 미세먼지 저감 기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의 변신! 첨단화 시스템 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남 권역 항로표지시설(등대 7,  

등표 9)에 LTE 통신 기반의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항로 

표지를 운영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관내 충남 보령 외연도 및 녹도 인근 해상의 항로표지에 

설치한 원격제어 시스템은 항로표지의 점·소등 및 전원 

상태 등을 청사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체계로서, 

항로표지의 장애를 사전에 인지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선박 사고 예방 등 안전한 충남의 바다를 지키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대산청은 관내 항로표지 원격감시 시설로 자동위치식별표지 

18기 및 해양기상신호표지 4기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LTE 통신 기반의 원격감시 32기를 추가 설치해 총 5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 해역의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첨단 해상교통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단 LTE 통신 기반의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항로표지 서비스망 구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지역 23개소 연안정비사업 추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3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지자체와 함께 예산 1,271억원을 투자하여 

23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2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283개의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산, 

태안, 당진 등 충남지역에 연안보전 19개 1,160억원, 

친수연안 4개 11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충남지역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89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사업(119억원)이 진행 중이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년 80억원을 투자하여 꽃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체계적 시행을 통해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이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3일, 제3차 ('20 ~ '29) 연안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흑서암 등표

주서 등표

항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교통안전특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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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2. 선박안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4. 선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5. 선박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7. 선박안전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8. 선박직원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Ⅴ. 주요법령 제정·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1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다음 Page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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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876호(2020.7.28)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전 Page에서 계속)

개정이유 
[전부개정]

◇ 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선박안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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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㉗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이전 Page에서 계속)

개정이유 
[전부개정]

◇ 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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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㉘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이전 Page에서 계속)

개정이유 
[전부개정]

◇ 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선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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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㉚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이전 Page에서 계속)

개정이유 
[전부개정]

◇ 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912호(2020.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선박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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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소유자는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신설).

다.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금지함(제28조제1항 및 제29조).

라.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서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을 제한함(제33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1조제1항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려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14조 본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은  임 시 항 만 시 설 보 안 심 사 에  합 격 한  항 만 시 설 에  대 하 여  해 양 수 산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사진촬영을"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심사관으로"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은  소 속  공 무 원  중 에 서  해 양 수 산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자 격 을  갖 춘  자 를  항 만 시 설 

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2호ㆍ제3호에"를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로, "로 하여금"을 

"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에"를 "제41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에"를 "제4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에"를 "제41조제6항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종사자"를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출입ㆍ점검 등)"을 "(보안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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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유지하는데"를 "유지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항만시설보안료"를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ㆍ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제47조 중 "항만내"를 "항만 내"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위해물품"으로 한다.

제 4 8 조 제 2 호  중  " 효 력 이  정 지 된 " 을  " 효 력 이  정 지 되 거 나  상 실 된 " 으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1조 

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7호 중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를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를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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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ㆍ선박검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도 벌금형에 과(科)하도록 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8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승선 또는 

적재하고"를 "승선하거나 싣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부착된"을 "붙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착된"을 

"붙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부착하여"를 "붙여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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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적재되어"를 "실리어"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동"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를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로, 

"적재하여"를 "실어"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적재하여"를 "실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적재된"을 각각 

"실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를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로, 

"적재하기"를 "싣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착되어 

(이전 Page에서 계속)

있지"를 "붙어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재ㆍ운송할"을 "실어 운송할"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을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 중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1조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를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해배상에 있어"를 "손해 

배상에서"로 한다.

제6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내지 제7항"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대한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5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76조의2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행함에 있어"를 "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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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5항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2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7조 내지 제12조"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ㆍ제8호ㆍ제12호 및 제13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의2ㆍ제13호의4 및 제13호의5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한다.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부착되지"를 "붙어있지"로, "적재하여"를 "실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를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장은"을 

"선장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 체결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실습과 상선ㆍ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으로 구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해기사 실습생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신설).

다.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1조의2 및 제31조제1항 신설).

라. 해기사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의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8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직원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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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제10조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있는"을 "생긴"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이전 Page에서 계속)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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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 (SEAS)」를 영국 "Taylor & 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술지 제출 홈페이지

https://www.tandfonline.com/loi/tsea20

문의사항

이메일: seas@imkmc.or.kr

전화: 070-49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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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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