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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어선법 구조개편 연구

서 론

수산정책연구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현행 ｢어선법｣은 등록관리에서 안전검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주를 다루고 있어,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
- 이에 반해 일반선의 경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선박법｣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법｣으
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현행 어선법은 등록, 검사, 연구, 거래 및 말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주를 다루고 있어
어선안전에 관한 전문법률 부재
- 최근 5년(2015~2019)동안 1만 4,035건의 해양선박사고 중 어선은 9,501척(67.7%),
해양선박사고로 인해 사망(실종)된 인원은 452명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이하 CTA)에
대해 국제기구에서 각국에 비준을 촉구 중으로 국내법 수용기반 마련이 필요
- CTA는 어선안전을 위한 건조·검사의 국제기준으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48개국
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19.10월)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여 어선법 분법의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와
해양수산 관련 유사 입법 사례 검토 및 타 부처 입법사례와 더불어 각종 심사(규제,
법제처 등) 대응 자료 마련 필요
동 법안 개정(안)에 대해 어선의 관리적인 측면과 안전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전면개정
(안)하여, (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관리지원법), (가칭)어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관리법)로 분법(안) 제시
마지막으로 CTA를 감안하여 동 업종의 내용을 반영한 제정(안)을 제시하고 향후
실제 제도 반영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고시까지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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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약 40년 동안 이어온 현행 어선법은 국내 여건 및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선안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 및 사후적 조치에 대한 법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어선법을 분법화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음.

어선과 관련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어선의 환경에 좀 더 적합하도록 현실적 법안 마련
-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통해 어선원의 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규범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어선의 안전한 환경을 개선
- (가칭)어선관리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현실에 맞게 어선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 어선의 어업활동에 적합하도록 지원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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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어선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 검토
- 어선안전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여건변화 분석
- 국제협약 논의 내용 및 국내 법제도에 대한 검토

어선법 개정 관련 유사 및 타 부처 사례, 대응자료 마련
- 해양, 수산 관련 유사 입법사례 검토
- 타 부처 유사 입법사례 분석
- 각종 심사(규제, 법제처 등)에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

현행 어선법을 시대 여건에 맞게 관리 및 안전측면에서 분리, 전면개정(안) 제시
- 어선관리를 위한 (가칭)어선관리지원법에 등록, 연구, 거래 및 말소에 이르는 관리조항으로
개편하는 전면개정(안) 마련
- 어선안전을 위한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검사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담아 안전 전문법률로
제정(안) 마련

향후 CTA의 발효를 감안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동 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제정(안) 제시
<표 1-1> 연구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어선법 개정(안)에 대한

어선안전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여건변화 분석

필요성 검토

국제협약 논의 내용 및 국내 법제도에 대한 검토
해양, 수산 관련 유사 입법사례 검토

어선법 개정 관련 유사 및 타 부처
사례, 대응자료 마련

타 부처 유사 입법사례 분석
각종 심사(규제, 법제처 등)에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
어선관리를 위한 (가칭)어선관리지원법에 등록, 연구, 거래 및 말소에 이르는 관리조항으

관리 및 안전측면에서 분리,
전면개정(안) 제시

로 개편하는 전면개정(안) 마련
어선안전을 위한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검사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담아 안전 전문법률로
제정(안) 마련

향후 CTA의 발효를 감안하여
반영한 제정(안) 제시

국제협의 개정에 따른 유지관리를 감안한 제정(안) 마련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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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방법
o 국내외 현황분석
국내 여건 현황 조사분석
- 보고서 및 문헌을 참고하여 국내 어선 등록, 해양 어선사고, 인력사고 사례를 조사 및
약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어선법의 분법에 대한 필요성 분석(사전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법안에 반영)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동향 분석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의 동향 및 CTA 조항의
단계별 이행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여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을 통해 어선법 개편 방향의
근간을 제시

국제협약(CTA) 분석 및 제정(안) 마련 검토
-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의 배의 크기, 톤수, 환경 등을 고려한 CTA 본칙 반영 부분 검토
- 어선의 건조 시작단계부터 운항하는 운영 및 환경에까지 적절한 법적 규격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의 분법을 검토
- 필요 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연근해어선안전 및 원양어선안전을
위한 제정(안) 마련 여부 검토

o 유사 입법례 검토
어선법 및 유사 입법례 검토
- 선박법과 어선안전법을 참고하고 어선법 고도화를 위한 어선관련법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어선법의 전면 개정이유, 현행 선박법과 어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분석
- 선박법과 선박안전법 외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유사 입법사례 참고가능 분야 검토
및 도출

타 부처 유사 분법 사례 검토
-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어선법의 분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가칭)어선관리지원법,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에 참고자료로 활용

o 어선법의 분법 방향
동 법안의 개편 방향은 (가칭)어선관리지원법,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등 분법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CTA 논의의 추이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업종을 반영한 제정(안)
에 대해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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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의 연혁 및 하위법령의 체계, 행정규칙 등 분석하여 개편 방향 제시하고 유사법
및 타 부처 유사법과 비교 검토하여 관계 분석 실시
관계 기관과 Workshop으로 관련인(어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을 통한 어선법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 인식도 분석
o 개정 및 제정(안) 제시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전면개정(안) 제시
- 어선법의 연혁 및 하위법령의 체계, 행정규칙 등 분석하여 개편 방향 제시
- 유사법 및 타 부처 유사법과 비교 검토하여 관계 분석 실시
- Workshop을 개최하여 관련인(어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을 통한 어선법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 인식도 분석
- 현 어선법의 법령, 보고서, 문헌 등 검토하고 (가칭)어선관리지원법의 개정(안)을 제시
- 관련 법과 연구, 말소, 벌칙 등 법리검토 및 유사법령 검토
- (가칭)어선관리지원법 법적 근거로 법정합성, 법률구조 검토하여 개정(안) 제시
- 법학 전문가의 원고자문, 관련인 Workshop 및 공청회를 통한 개정(안)의 적정성 검토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시
- 어선안전을 위한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검사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담아 안전 전문법률로
분법하는 제정(안) 마련
- 선박안전법의 안전·복지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시
- 관계 기관들로부터 쟁점 법안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후 최종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시
- 법정합성, 법률구조 검토 등으로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법적 근거와 문제점 분석

<표 1-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구분

주요 연구내용
국내 어선 등록 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여건 현황 조사분석

국내 해양 어선사고 사례 분석
국내 해양 인력사고 사례 분석

연구방법
보고서 및 문헌 참고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수집 · 분석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IMO(국제해사기구)의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 및 문헌 참고

동향 분석

CTA조항의 단계별 이행에 관한 지침 분석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수집 · 분석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의 안전을 구분하여

법령, 보고서, 문헌 등 조사 분석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시

비교법적 검토

CTA을 고려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법적 근거와 문제점

정(안) 제시

분석

어선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 검토

선박법 제정 · 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등 선박

국제협약(CTA) 분석 및
제정(안) 마련 검토

어선법 및 유사 입법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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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법 분석

선박법과 어선법 조문 비교 조사 및 분석

입법 연혁, 입법 목적, 입법 시 법령 구조 등

선박안전법 법조문 조사 및 분석

검토

유사 입법 사례 발굴 및 검토

전문가 워크샵을 통한 유사 입법사례 벤치마킹
가능 분야 도출

타 부처 유사 분법 사례 검토

타 부처 유사 입법 사례 분석(분법,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원고 요청

독립법률 제정 등)

법령, 보고서, 문헌 등 조사 분석

어선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 검토
어선법 개편 방향

어선법 관련 법제의 체계 및 내용 분석(타법과

법령, 보고서, 문헌 등 조사 분석

의 관계 분석)

관련인(어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 개편 필요

어선법과 그 하위법령 체계 분석(어선법 연혁

성 및 개편 방향 인식도 분석

분석, 하위법령의 체계 분석)
법령, 보고서, 문헌 등 조사 분석
비교법적 검토
개정 어선법 취지 법률의 제명, 목적, 정의,
기본이념 (총칙) 개정(안) 작성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전면개정(안) 제시

법률의 각 장과 규율하고 있는 조문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및 어선법 개정(안) 작성
현행 어선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법의
성격 및 목적을 토대로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으로 이관이 필요한 조문 검토 및 제시

1차 전면개정 초안 작성 → 전문가 자문 →
2차 전면개정(안) 작성 → 유관기관 워크샵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최종 어선법 개정(안)
제시
등록, 거래, 연구, 말소, 벌칙 등 법리검토 및
유사법령 벤치마킹
(가칭)어선관리지원법 법적 근거와 문제점 분
석 : 법정합성, 법률구조 검토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검토 워크샵 실시
법령, 보고서, 문헌 등 조사 분석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분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 비교 분석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시

법률의 각 장과 규율하고 있는 조문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및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
(안) 작성

1차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법률 초안 작성 →
전문가 자문 → 2차 제정(안) 작성 → 유관기관
워크샵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최종 (가칭)어
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시
비교법적 검토, CTA 문헌 적용 방법 조사
및 분석
법조문의 세분화 및 통합 필요 체계 검토

어선안전조업법 분석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취지 법률의 제명, 목
적, 정의, 기본이념 (총칙) 제정(안) 작성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법적 근거와 문제점 분
석 : 법정합성, 법률구조 검토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워크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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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체계
어선법 분법으로 개정 및 제정 안을 구분하여 제시
- 어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안전에 관한 법(안)을 구분하여
법령(안) 마련

어선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변화 논의 및 분석
- 국내 어선안전관련 법령 및 현황분석
- 국제협약에서 어선안전에 대한 논의 분석

어선법 및 어선안전에 관한 법률 검토
- 해양수산 관련 유사 입법 사례 검토
- 타 부처 유사 입법 사례 검토
- 각종 심사에 필요한 대응 근거 자료 마련

유사 입법사례 및 관계 기관과 Workshop,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통하여 법안 마련
- 유사 입법사례 검토 및 타 부처 유사 입법사례 분석하여 어선법 개정(안)의 각종 심사에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
- Workshop과 회의 개최 통한 진행 상황 검토 및 토론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분법의 세부기준 및 체계 정당성 검토

어선법의 경우 현행 어선법, 선박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에서 등록, 거래, 연구,
말소, 벌칙, 산업, 발전, 비전 등을 총괄하는 법안 마련
- (가칭)어선관리지원법의 목적 및 총칙 등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접근함.

어선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 안전, 검사, 건조, 벌칙 등의 조문을 정리하여
별도의 법안을 마련
-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서는 어선의 안전에 한정하여 검토함.

현행 어선법의 분법화와 CTA를 반영한 법안 마련
- 현행 어선법의 분법화로 (가칭)어선관리지원법 개정(안)과 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서의 CTA 내용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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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어선법 구조개편 연구

어선법 관련 국내 외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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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연구소

제2장 어선법 관련 국내 외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현황
1. 선박 및 어선 현황
가. 선박 현황
국내 해양수산부 등록 선박은 2019년 기준 8,865척으로 2015년 대비 409척 감소하였으
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 2019년 기준으로 기타선을 제외한 전체 선박 중 부선의 수(1,704척)가 가장 많으며, 예선
(1,194척)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국내 등록 선박 척수 현황(2015~2019)
(단위 : 척)

구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

합계

2015

270

753

739

1,267

1,964

4,281

9,274

2016

299

716

757

1,265

1,954

4,191

9,182

2017

326

691

757

1,243

1,876

4,186

9,079

2018

330

672

760

1,213

1,842

4,168

8,985

2019

328

654

753

1,194

1,704

4,132

8,865

연도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총 선박 톤수는 2015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2,699,706 G/T로 전년대비
8.57%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2> 국내 등록 선박 톤수 현황(2015~2019)
(단위 : G/T)

구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

합계

2015

224,587

8,810,555

1,767,395

139,754

2,209,709

240,419

13,392,421

2016

215,800

7,812,898

2,370,591

143,736

2,211,531

282,360

13,036,916

2017

244,001

7,787,933

2,104,335

144,611

2,131,381

292,401

12,704,662

2018

228,017

7,044,233

1,860,539

144,854

2,091,480

327,922

11,697,046

2019

208,926

7,360,209

2,699,193

144,031

1,990,988

296,359

12,699,706

연도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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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 등록 선박의 톤급별 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5톤 미만의 선박(1,717척)이
가장 많았으며, 5~20톤 미만(1,320척), 1,000톤 이상(1,185척)의 선박 순으로 조사됨.
- 5톤 미만의 선박 중 99%(1,705척)를 차지하는 기타선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류로 정의함.
- 부선의 경우, 대부분 100톤 이상의 선박들로 이루어지며, 300~1,000톤의 선박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3> 톤급별 국내 등록 선박 현황(2019)
(단위 : 척)

구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

합계

5톤 미만

6

2

1

3

-

1,705

1,717

5~20톤 미만

15

11

27

94

-

1,173

1,320

20~30톤 미만

13

46

51

165

38

429

742

30~50톤 미만

10

28

49

158

29

235

509

50~100톤 미만

40

35

9

215

123

266

771

100~200톤 미만

86

19

132

304

260

139

940

200~300톤 미만

42

5

25

199

240

49

560

300~500톤 미만

58

15

51

53

364

57

598

500~1,000톤 미만

35

20

56

2

373

37

523

1,000톤 이상

23

473

269

1

377

42

1,185

합계

328

654

670

1,194

1,804

4,132

8,865

총톤수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등록 선박 유형별에 대한 선령을 조사하였을 때, 20~25년 된 선박(1,640척, 18.4%)이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선령이 5년 미만인 선박(630척, 7.1%)이 가장 적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선박의 56.4%가 10~30년 미만의 선박들로 구성되었으며, 35년 이상 된 선박의
경우도 1,640척으로 전체 선박의 18.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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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선령별 국내 등록 선박 현황(2019)
(단위 : 척)

구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

합계

5년 미만

85

43

48

95

73

286

630

5~10년 미만

46

59

44

107

98

409

763

10~15년 미만

28

95

107

50

132

619

1,031

15~20년 미만

45

59

72

44

177

661

1,058

20~25년 미만

65

155

140

133

438

709

1,640

25~30년 미만

35

86

131

137

287

602

1,278

30~35년 미만

14

73

44

103

224

367

825

35년 이상

10

84

167

525

375

479

1,640

합계

328

654

753

1,194

1,804

4,132

8,865

선령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나. 어선 현황
국내 등록된 어선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총 65,835척(동력선 65,050, 무동력선
785척)이며, 2015년 대비 매년 국내 등록 어선의 수는 감소 추세
어선의 총톤수는 2017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동력선과 무동력선 모두
증가
<표 2-5> 등록 어선 현황(2015~2019)
(단위 : 척, G/T)

동력선

구분
연도

무동력선

합계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2015

66,234

543,720

992

905

67,226

544,626

2016

66,067

534,532

903

922

66,970

535,454

2017

65,846

510,960

890

1,100

66,736

512,060

2018

65,089

537,852

817

1,165

65,906

539,018

2019

65,050

556,201

785

1,139

65,835

557,340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어선의 톤급별 현황 분석하였을 때, 1~5톤 미만의 어선이
39,405척(58.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톤 미만(13,647척, 20.1%)의
어선과 5~10톤 미만의 어선(8,903척, 13.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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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톤 미만의 어선은 2015년(40,306척)부터 2019년(39,411척)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반대로 대형어선인 30톤 이상의 어선들은 매년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6> 연도별·톤급별 등록 어선 현황(2015~2019)
(단위 : 척)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1톤 미만

16,236

15,576

15,002

14,249

13,647

1~5톤 미만

40,306

40,082

39,932

39,411

39,405

5~10톤 미만

7,172

7,722

8,178

8,545

8,903

10~20톤 미만

672

730

795

883

998

20~30톤 미만

1,004

1,016

1,036

1,044

1,070

30~50톤 미만

436

473

496

511

519

50~100톤 미만

743

750

743

706

707

100톤 이상

657

621

554

557

586

합계

69,241

68,986

68,753

67,924

67,854

총톤수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톤급별로 등록된 어선을 선질(강선, 목선, FRP)로 분류하였을 때 대부분의 어선들이
FRP소재의 어선들로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형어선(50톤 이상)으로
갈수록 FRP 선질의 어선보다는 강선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7> 톤급별·선질별 등록 어선 현황(2019)
(단위 : 척)

구분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소계

강선

목선

FRP

소계

강선

목선

FRP

1톤 미만

13,132

12

379

12,701

515

20

202

293

1~5톤 미만

39,180

6

323

38,771

225

16

65

159

5~10톤 미만

8,859

42

62

8,699

44

4

2

38

10~20톤 미만

997

27

35

935

1

-

1

-

20~30톤 미만

1,070

147

1

912

-

-

-

-

30~50톤 미만

519

92

4

423

-

-

-

-

50~100톤 미만

707

437

-

265

-

-

-

-

100톤 이상

586

566

-

15

-

-

-

-

합계

65,050

1,329

804

62,721

785

40

270

490

총톤수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수산업에 종사하는 업종별 등록 어선의 현황을 조사하였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연안어업에 활용되는 어선이 37,785척(57.4%)으로 가장 많고, 양식업(19,347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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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과 내수면어업(3,067척, 4.7%), 근해어업(2,677척, 4.1%), 원양어업(211척,
0.3%) 순으로 나타남.
- 국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등록 어선은 2015년 42,692척에서 2019년 37,785척으로
12.9% 감소
- 반대로 양식업에 활용되는 등록 어선의 수는 2015년 16,976척에서 2019년 19,347척으로
14.0% 증가
<표 2-8> 연도별·업종별 등록 어선 현황(2015~2019)
(단위 : 척)

구분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기타

합계

2015

348

2,643

42,692

16,976

3,101

1,466

67,226

2016

258

2,640

41,166

17,716

3,091

2,099

66,970

2017

213

2,730

39,607

18,095

3,012

3,079

66,736

2018

208

2,720

38,399

18,913

3,009

2,657

65,906

2019

211

2,677

37,785

19,347

3,067

2,748

65,835

연도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2019년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업종별 선령의 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11~15년
운행된 어선이 37,785척(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16~20년 된 어선이 19,347척
(29.4%)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어선이 분포
- 연안어업에 활용되는 어선의 경우 선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16~20년 운행한
어선(9,048척)이 가장 많이 분포
<표 2-9> 업종별·선령별 등록 어선 현황(2019)
(단위 : 척)

구분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기타

합계

6년 미만

8

416

6,589

4,627

673

327

12,640

6~10년

10

427

5,444

3,339

350

223

9,793

11~15년

3

361

6,906

3,524

477

335

11,606

16~20년

6

475

9,048

3,305

637

552

14,025

21~25년

6

433

7,030

2,837

664

680

11,650

26년 이상

178

565

2,768

1,715

264

631

6,121

합계

211

2,677

37,785

19,347

3,067

2,748

65,835

총톤수

자료 : 2020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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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사고 및 어선사고 발생 현황
선종별 선박 해양사고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총 해양 선박사고는 3,274건으로
2015년 발생 사고 건수(2,362건) 대비 약 38.6% 증가함
2019년 기준 전체 선박 중 어선이 2,134건(65.2%)의 해양사고 발생으로 선박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2015년부터 어선의 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10>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2015~2019)
(단위 : 건)

구분

여객선

화물선

어선

유조선

예인선

수상레저
기구

기타

합계

2015

66

115

1,621

65

94

-

401

2,362

2016

65

116

1,794

67

77

-

430

2,549

2017

46

127

1,939

73

91

472

134

2,882

2018

44

112

2,013

89

111

469

130

2,968

2019

53

111

2,134

93

94

586

203

3,274

연도

※ 2017년부터 ‘기타’에 포함되었던 ‘수상레저기구’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국내 등록 선박의 톤수별 해양사고는 2019년 2~100톤 미만의 선박이 가장 많은 사고(2,165
건)를 발생
<표 2-11> 선박 톤수별 해양 선박사고 현황(2015~2019)
(단위 :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톤 미만

-

-

-

575

675

2~5톤 미만

891

994

1,224

714

770

5~20톤 미만

596

631

721

715

823

20~100톤 미만

499

536

512

562

572

100~500톤 미만

148

156

150

159

170

500~1,000톤 미만

34

48

30

55

56

1,000~5,000톤 미만

97

98

97

95

104

5,000톤 이상

75

66

104

84

83

기타(미상)

22

20

44

9

21

합계

2,362

2,549

2,882

2,968

3,274

총톤수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어선의 톤수별 해양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10톤 미만의
어선 전체의 58.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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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어선 톤수별 해양 어선사고 현황(2015~2019)
(단위 : 건)

연도
총톤수
1톤 미만
1~2톤 미만
2~5톤 미만
5~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500톤 미만
500톤 이상
기타(미상)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646
485
48
266
119
40
13
4
1,621

703
529
52
327
124
50
7
2
1,794

42
206
563
601
57
282
141
35
7
5
1,939

58
219
572
591
51
322
144
38
15
3
2,013

57
255
588
666
52
295
154
53
13
1
2,134

※ 2017년부터 5톤 미만 어선사고의 톤수구간을 분할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해양 어선사고 유형은 크게 10가지로 나누며, 각각의 유형별 어선사고에 대한 해양
어선사고의 원인을 분석함.
<표 2-13> 해양사고 유형
구분

정의

충돌

다른 선박과 부딪히거나 맞붙어 닿은 것(수면 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

접촉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맞붙어 닿은 것(다른 선박이나 해저 제외)

좌초

해저 또는 수면 하의 난파선에 얹히거나 부딪힌 것

전복

선박이 뒤집힌 것(충돌, 좌초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화재·폭발
침몰

맨 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 전복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충돌·폭발 이외에 황천조우, 균열,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 결과 침몰한 것

기관손상

주기관(축계 포함), 보조보일러 및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

안전사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은 것

부유물 감김
운항저해

항해 중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사주 등에 올라앉는 등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사고유형별 해양 어선사고 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기관 손상문제로 인한 사고(541건,
25.4%)가 가장 많았으며, 충돌(341건, 16.0%), 부유물 감김(277건, 13.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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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사고유형별 해양 어선사고 현황(2015~2019)
(단위 : 건)

구분

화재,

기관

안전

부유물

운항

해양

손상

사고

감김

저해

오염

23

477

119

219

-

95

14

524

113

280

47

73

13

557

121

107

30

91

23

588

112

69

91

36

541

충돌

접촉

좌초

전복

2015

318

12

65

26

65

2016

274

7

113

36

2017

333

14

117

2018

333

7

2019

341

12

연도

폭발

침몰

기타

합계

-

297

1,621

-

-

338

1,794

249

49

-

366

1,939

136

222

69

27

280

2,013

184

277

69

30

372

2,134

※ 기타: 침수,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등
2017년부터 “안전·운항저해”항목을 분리하고 “안전저해”가 “부유물감김”으로 명칭변경
2018년부터 “인명사상”이 “안전사고”로 명칭변경/“해양오염”을 “기타”에서 분리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해양사고 유형의 따른 사고 원인별 현황은 선박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 기타로
나누어 유형별 해양사고를 조사·분석함
“경계소홀”은 운항과실은 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전체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의 38.2%(78건)를 차지하며, 충돌사고의 일으키는 원인 중 63.0%를 차지함
-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는 해양사고 중 안전사고의 67.3%를 차지함

취급불량 및 결함에서는 선체, 기관설비 결함과 기관설비 취급불량이 50%(16건)씩
차지함
- “선체, 기관설비결함”은 화재, 폭발사고 원인의 58.9%를 차지함
- “기관설비 취급불량” 또한 화재, 폭발사고 원인의 29.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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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사고유형별·원인별 해양사고 현황(2019)
(단위 : 건)

구분

화재,

기관

안전

손상

사고

1

-

-

-

1

-

2

-

2

2

-

-

3

항행법규위반

충돌

접촉

좌초

전복

기타

합계

1

1

1

-

1

1

2

8

-

2

-

-

-

-

-

2

선위확인소홀

-

-

8

-

-

-

-

9

조선부적절

5

7

-

2

-

-

-

16

경계소홀

73

-

-

-

-

-

1

78

황천대비, 대응불량

-

-

-

-

-

1

-

1

운항과실 묘박, 계류의 부적절

-

1

-

-

1

-

-

-

5

30

-

-

-

-

-

-

-

-

30

복무감독소홀

-

-

-

-

1

-

-

5

1

7

당직근무태만

3

-

1

-

-

-

-

-

-

4

-

-

-

-

-

-

-

33

2

35

운항과실 기타

2

1

-

3

-

-

-

1

2

9

소계

117

13

15

4

2

4

-

41

8

204

선체, 기관설비결함

1

-

-

1

10

-

-

3

1

16

기관설비 취급불량

1

-

1

-

5

1

2

-

6

16

소계

2

-

1

1

15

1

2

3

7

32

-

-

-

1

-

-

-

-

2

3

-

-

1

1

-

4

-

5

-

11

-

-

-

1

-

-

-

-

-

1

기상 등 불가항력

4

1

-

-

-

-

-

-

-

5

기타

1

-

-

-

-

-

-

-

-

1

소계

5

1

1

3

-

4

-

5

2

21

124

14

17

8

17

9

2

49

17

257

원인별
출항준비불량
침로의
선정유지불량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취급불량
및 결함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기타

항해원조시설
부적절

합계

폭발

침몰

※ 기타 : 부유물감김, 운항저해, 해양오염,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등
2018년부터 “인명사상”이 “안전사고”로 명칭변경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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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 30명, 실종 8명, 부상
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실종 2명, 부상 128명으로
나타남.
<표 2-16> 사고유형별 해양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2015~2019)
(단위 : 명)

구분

접촉

좌초

전복

기타

합계

사망

9

-

1

17

1

5

-

29

-

62

실종

3

-

-

5

-

1

-

10

-

19

부상

84

-

-

6

2

2

1

90

1

186

사망

7

-

-

4

2

2

-

45

-

60

실종

13

-

-

9

1

-

-

20

-

43

부상

106

2

38

1

10

2

-

55

7

221

사망

24

1

1

12

1

1

-

33

-

73

실종

6

-

-

7

-

1

-

13

-

27

부상

122

22

22

5

4

-

-

76

1

252

사망

9

-

2

12

-

1

-

34

-

58

실종

9

-

-

11

-

-

-

8

3

31

부상

106

1

7

10

11

1

-

76

2

214

사망

8

-

-

11

5

-

-

30

-

54

실종

2

-

-

4

10

-

-

8

1

25

부상

128

31

26

18

1

1

1

164

1

371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화재,

충돌

폭발

침몰

기관손상 안전사고

※ 기타: 침수,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등
2017년부터 “안전·운항저해”항목을 분리하고 “안전저해”가 “부유물감김”으로 명칭변경
2018년부터 “인명사상”이 “안전사고”로 명칭변경/“해양오염”을 “기타”에서 분리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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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현황
1. 국제적 동향 및 현황
공해상 또는 기국의 국가 관할구역 밖에서 조업하는 선원들 중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위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속임수에 넘어가 육상이 아닌 공해를
떠돌며 위험한 선박의 힘든 노동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례가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음
기준 이하 근로 여건과 열악한 안전 수준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이하 IUU) 선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인식이 국제 사회에서 확대되고
있음
-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불법조업을 하는 수산업자들은 선원에게 적절한 노동 여건,
훈련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하기보다는 악천후에도 조업을 시킬 가능성이 더 큼
- 비용절감을 위하여, 선사들은 불충분한 장비와 선박을 부적절하게 개조하고, 안전 검사나
인증 없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있음

조업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각국 정부는 이미 발효된 2개
조약, 즉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항만국 조치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PSMA)과 ‘ILO 어선원노동협약’(ILO Work in Fishing Convention,
이하 C188)을 이행하고 CTA에 가입해야 함
CTA가 발효되면 공해에서 운용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설계, 건조, 장비
및 검사에 대한 최소 요건들이 생기며, 항만국들은 수산과 노동 기구들에 부합하는
안전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생김에 따라 조업과 선원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됨
이 협약은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을 반영하여 조업 선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담고
SOLAS는 상선의 안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조약으로 1980년에 발효됨
- 또한 CTA는 통합된 수산, 노동 및 안전검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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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프타운 협정(CTA)
가. 개요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of 2012: CTA)으로 불리는 IMO어선안전협
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12년 채택
- 어선의 구조·설비·장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어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어선원의 안전 보장 및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함

길이가 24미터 이상 또는 총 톤수로 그에 상당하는 상업용 어선에 적용되며 기술적
요건들의 많은 부분은 새로운 어선에만 적용되지만 새로 건조된 어선과 기존 어선
모두에 적용됨
CTA는 전 세계 어선의 총 3,600척을 보유한 22개국의 비준 혹은 가입으로 발효됨
- 협약의 당사국은 10년 이내 무선 통신 장비(제9장)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 5년 이내 구명
장비(제7장), 비상 절차(제8장) 및 항해 장비(제10장) 관련 조항을 이행하여야 함.

CTA 당사국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만 조업하는 경우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어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의 설계, 건조 및 장비를 반드시 검사하고 조사해야 함.
- 어선 안전 검사는 기국의 정부 기관 또는 감독관 및 선급협회 같은 권한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음.

어선의 구명 장비, 무선 통신 설치, 구조물, 기계 및 장비는 작동 및 5년 이내 주기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함.
- 조사의 세부 내용은 국제어선안전인증서(International Fishing Vessel Safety Certificate)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면제 어선의 경우, 해당 어선의 운영자가 반드시 면제 인증서를 작성하여 검사 때 제시되어야
하며 인증서는 CTA 당사국이 검사하고 수락할 수 있음

나. 기술 조항 및 주요기준
o 기술 조항 지침
CTA 2장부터 10장은 어선의 설계, 건조 및 장비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선박
크기에 따라 24~45미터, 45~60미터, 60미터 이상으로 분류함
선박들이 얼음과 극한 기후와 같은 악천후에도 물이 새지 않고 비바람에 강하고
안정된 상태가 확실히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침에 따라 선원에게 위험한 공간이 없고, 구명 장비가 충분히 제공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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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하며 선박은 모든 선원과 옵저버가 참여하는 정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선박에는 수색·구조 정보, 조난 신호 및 기타 모든 관련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춰야 하며 선박은 반드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함
<표 2-17> CTA조항의 단계별 이행에 관한 지침
장

목차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건조
안정성
기계장비
소방안전
선원보호
구명장비
비상조치
무선통신
항해장비

적용
신규
24m 이상
24m 이상
45m 이상
45m 이상
24m 이상
45m 이상
24m 이상
45m 이상
24m 이상

기존
45m 이상
24m 이상
45m 이상
24m 이상

이행까지의 시간
비준 시
비준 시
비준 시
비준 시
비준 시
비준 후 5년 이내
비준 후 5년 이내
비준 후 10년 이내
비준 후 5년 이내

출처: 국제 해사 기구(IMO)

o 적용대상 및 정의
어획물을 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하“기
국어선”)에 적용함
해당되지 않은 선박으로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박, 어류 기타 해양생물자원의
가공 선박, 연구 및 훈련 선박, 어획물운반 선박 등은 이 의제에 적용을 받지 않음
부속서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적용함
1993년 토레몰리노스의정서
제3조 적용
(1) 이 의정서는 자체에서 어획물을 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이하 “기국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부속서의 규정은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b) 어류 기타 해양생물자원의 가공
(c) 연구 및 훈련
(d) 어획물운반

(3) 부속서의 규정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적용한다.
(4) 각 장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길이 제한이 24m보다 크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길이 24m 이상부터
그 장에서 제한된 길이 미만의 기국어선에 대하여는 주관청은 당해 어선의 업종, 규모 및 조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장의 규칙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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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당사국들은 주요 우선사항으로서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어선에
대하여 그 해역에서의 조업방법․피난성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적용하여야 할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일된 지역기준은 타당사국에게 통지되도록 기구에 전
달되어야 한다.

o 협약 발효
22개국이 이 협정을 수락하고 나라들의 공해상 운항하는 길이 24m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가 3,600척 이상이 운행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 발효됨
협정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협정에 대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 중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도는 당해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또한 협정서의 개정사랑이 수락되었다
고 간주되는 날 이후 기탁되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한 모든 문서는 개정된
협정을 적용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
제4조 발효
(1) 이 협정은 22개국이 이 협정의 제2조에 따라 수락하고 이 나라들의 공해상 운항하는 길이
24m이상 어선의 합계척수가 3,600척 이상에 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의 요건을 갖추어졌으나 아직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협정에 대
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또는 당해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로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당해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협정서 2조에 의거 이 협정에 적용되는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제11조에 의해 협정서의
개정사항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한 모
든 문서는 개정된 협정을 적용한다.

o 톤수환산기준
어선은 국가별로 톤수와 길이의 상이함이 있고 각 톤수 및 길이에 따른 각 장의
규정에 대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협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톤수환산기준
을 정함
24m 어선과 300톤의 어선, 45m 어선과 950톤의 어선, 60m 어선과 2,000톤의 어선
75m 어선과 3,000톤의 어선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터별 규정 요건에 대한
사항을 톤수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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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토레놀리노스의정서 부속서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은 신조선에 적용한다.
(2) 이 의정서에 대하여, 주관청은 모든 장의 측정기준으로 길이(L) 대신에 다음의 총톤수의 사용
을 결정할 수 있다.
(a) G/T 300톤은 길이(L) 24m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b) G/T 950톤은 길이(L) 45m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c) G/T 2,000톤은 길이(L) 60m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d) G/T 3,000톤은 길이(L) 75m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제도를 이용하는 각 체약국당사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체약국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7장, 8장, 9장, 10장에서 규정한 조치 모두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체약국당사국은 계획에 따라 9장은 10년 내 그리고 7장, 8장, 10장
은 5년 내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제(4)항에 제공된 제도를 이용하는 각 국가는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첫 보고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점진적으로 시행할 7장, 8장, 9장, 10장의 규정 요건을 표명
(b) 제(4)항에 따라 취해진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c) 점진적 시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 그러한 계획은 10년을 넘어서는 아니됨
(d)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한 이후의 보고에, 의정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수립
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진척사항에 대한 기술
(6) 주관청은 연차검사의 적용이 선박의 항해구역 및 선종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실행불가하다면 제
7(1)(d)규칙 및 제9(1)(d)규칙에 규정된 연차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o 항만국 통제
항만국의 통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으로 당사국의 정부에 통제를 받아야 하며 다만,
관련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에 한함
선박 또는 선박설비의 상태가 증거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관련규칙의 규정에 부적합하면 명확한 근거 없이는 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1993년 토레몰리노스의정서
제4조 증서 및 항만국통제
(1) 규칙의 적용에 따라 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은 타당사국의 항내에 있는 경우 당해 당사국
의 정부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정부는 관련규칙의 규
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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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또는 선박설비의 상태가 증서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박 및 설비
가 관련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증서는 유효한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
우 통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선박이나 승선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거나 적당한 수리조선소
로 가기 위하여 항구를 떠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어떠한 형태의 간섭을 초래하는 통제를 행할 경우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선박의 기국정부의 영
사 또는 가장 가깝게 있는 외교대표에게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상황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또한, 증서발급에 책임있는 지명된 검사원이나 인정기관에게도 통고하여야 한다. 간섭에 관
한 사항은 기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5) 만약 관계항만당사국이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선박이 다음 기
항지로 출항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관계항만당사국은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사국 및 다
음 기항지당국에게 당해 선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고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억류하거나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만약,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입
은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선박이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선
박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반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o 면제조항
주관청은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각 장의 어떠한 규정이 그 적용상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선박의 응용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제10장의 선박용항해설비 및 장치에서는 주관청은 조업의 특성과 구역이 어떠한
요건의 적용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어떠한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용항해
설비에 대해 면제할 수 있음
1993년 토레놀리노스의정서 부속서
제1장 총칙
제3규칙 면제

(1) 주관청은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2장 내지부터 제7까지의 어떠한 규정이
그 적용상, 특성의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선박에의 응용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면
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박은 주관청이 그 선박의 예정조업에 충분하고 또한, 그 선박의 전반적
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12장의 요건의 면제는 제9장제3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장의 요건의 면제는 제10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3) 주관청은 선박의 업종, 기후조건 및 통상적인 항행의 위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이 불합리하고
실행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속서의 어떠한 요건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 28 -

(a) 선박은 주관청이 선박의 예정된 업무에 적절하고 그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의 확보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함.
(b) 아래 구역에서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i) 이웃국가들 간의 관할하에, 인접해양구역 내 설정되고 그들의 국적선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
수하여 상호 합의한 범위 및 요건만이 적용되는 공동어로수역
(ii) 선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만약 국가가 그 국가의 영해근처나 영해를 넘어서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국제법에 따르고 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넘지 않는 수역
(iii) 타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구역 또는 관련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제법
을 준수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설정하기로 동의한 범위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어로 수역
(c) 주관청은 이 항에 따라 인정되는 면제의 조건과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4) (1) 또는 (2)에 따라 면제를 허용하는 주관청은 안전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기구는 이를 체약당사국들에 이 사항을 회람시켜야
한다.

다. 향후 CTA 발효 감안 검토
CTA 도입 전후 안전기준을 비교해 보면, CTA 도입 후 새로 건조되어 어선은 선체의
구조와 복원성, 기관설비, 방화 및 소화 설비, 선원 보호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신설된 기준으로 어선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대응할 수 있음
그리고 선체구조의 기준 변화는 침수사고 저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극지조업선 안전이 강화될 것이고, 각 항목별로 전복사고 저감기대, 화재사고저감,
사고 시 생존율 향상, 충돌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 어선법으로 CTA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비준을
위한 근간 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표 2-18> 케이프타운협정(CTA) 도입 전후 안전기준 비교표
구분
적용 항목

신
조
선

도입 전

도입 후

효과

개구 풍우밀 폐쇄장치의 갑판 상 높이는 최대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준하는 요건으로 강

300mm으로 규정

화(최대 600mm)

침수사고

75m이상, 이중선저 설치 의무화

저감기대

45m이상, 슬라이딩 수밀문 적용
선체
구조

빙해구역 조업 선박에 저온 취성강재 사용
의무화

<신 설>

빙해구역 조업 선박의 선체는 항해조건 및
조업구역에 따라 추가 보강
Polar code에 따라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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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조업선
안전강화

24~40m 어선, 정복원성 적용

24m 이상 어선, 동복원성 추가 적용

복

손상복원성 추가 적용

원

최대탑재인원이 100인 이상의 경우

<신 설>

착빙을 고려한 복원성평가 추가

성

Polar code에 따라 반영 필요
기관
설비

1,000톤 이상,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

24m 이상,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

리릴프밸브 및 공기관/넘침관 설치 대상이

연료유계통 과압방지 설비 설치를 통한 안

아님

전설비 강화

및

<신 설>

소화
설비

보호
신
조
선

구명

화재사고
저감기대

화재사고

화재경보·탐지장 요건 강화

저감기대

특이사항 없음

구명정 비치는 선택 사항

구명정 비치 강제화

<신 설>

선원

2Way-VHF 및 SART가 비치의무화
퇴선, 소화 및 충돌 등 선원의 선상훈련

<신 설>

의무화

및

통신

안전강화

소방설비 강화기준 : 자동스프링클러 및

특이사항 없음

훈련

현

극지조업선

방화구조도면 승인 의무화

설비

무선

저감기대

방화구조기준(신설) 및 소방설비(강화)

방화

선원

전복사고

24m 이상, GMDSS 설치의 의무화
300톤 이상, GMDSS 설비 요구

NAVTEX, INMARSAT 등의 장비 추가를
통한 항해안전정보 제공 및 통신의 고도화

사고시
생존율 향상
화재·충돌
저감 및 사고시
생존율 향상
사고시
생존율 향상

존
선

항해
설비

35m 이상, 레이더 설치 요구

24m 이상, 레이더 설치 의무화

충돌사고
저감기대

CTA를 적용하는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
- CTA는 24m 이상의 어선으로 3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함
- 일부 45m의 제한으로 시행되는 조건도 있음
- 어선법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어선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법
에 적용하는 것은 CTA와 연관이 없는 어선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CTA와 관련하여 어선법 분법을 진행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 가능 여부
-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국제기준의 안전을 적용하는 것 역시 비준과 상관없는 어선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추후 원양어업 및 근해어업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CTA 시행되면 그에 대한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비교하여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방안을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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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준 동향
o 협정 비준 및 계획 국가
2019년 10월 21~23일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48개국이 ‘토레몰리노스 선언’에 서명함
으로써 향후 비준을 약속함.
2019년 스페인, 쿡제도, 상투메 프린시페에 이어 2020년에 핀란드가 비준함으로써
2020년 10월 기준 총 14개국이 CTA 비준에 참여
35개 비준계획 국가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비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9>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상황 및 계획 국가(’20.10월 기준)
구분
유럽(12)

비준 국가(14)

비준계획 국가(35)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16)

남아공, 콩고, 상투메 프린시페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중아공,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오세아니아&
아시아(12)
아메리카(9)

뉴질랜드, 대한민국, 레바논, 마셜제도, 바누아투,
쿡제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피지
벨리즈,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o 노르웨이
ILO의 어선원협약과 IMO의 CTA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내재화
CTA 초기 가입국으로 각 협정 비준에 따라 기존의 국내법 조항을 국제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개정하여 국내법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과 일치성 추구함
국제규범 내용이 선원법 및 선박노동법, 선박안전법 등 선박 및 선원에 관한 개별
법률 내에 포함되어 해상정책 수립·운영 시 효율 극대화함
별도의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 어선원의 권리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
마련
o 영국
기존 자국 국내법이 국제수준으로 어선원 권리조항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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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내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권리 신장에 관한 법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모법 및 부속법령의 거버넌스를 마련함
세부사항은 규칙, 행정명령, 지침서 등 하위법령 또는 법규에서 관리함
구체적인 어선검사대상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안전설비와 비치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
며 검사 대행기관과 검사기준, 대행기관의 재량권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현행 법제도
이행에 있어 모호성을 최소화함
o 일본
국제협정에 대하여 자국 도입에는 다소 소극적임
1982년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대한 협약(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이하 STCW)
비준 및 2013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 비준에
따라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나 그 외 IMO, ILO 관련 국제협정 비준 또는 가입 사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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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어선법 구조개편 연구

어선법 관련 법령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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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연구소

제3장 어선법 관련 법령체계 분석
제1절 어선법의 입법연혁 분석
1. 어선법 입법연혁
1977년 어선법은 법률 제3063호로 공포된 이후, 어선법은 전부·일부개정 및 행정조직
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등 총 35차에 걸쳐 개정되고 있음
- 이 중 어선법 전부·일부개정법률에 의한 개정은 14차, 타법개정이 21차에 걸쳐 이루어졌음
<표 3-1> 어선법 입법연혁
연번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비고

1

1797. 01. 01.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제정

2

1982. 12. 31.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타법개정

3

1986. 11. 01.

법률 제3829호, 1986. 05. 12.

일부개정

4

1987. 07. 01.

법률 제3907호, 1986. 12. 31.

타법개정

5

1991. 09. 09.

법률 제4360호, 1991. 03. 08.

타법개정

6

1992. 07. 01.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7

1993. 12. 12.

법률 제4559호, 1993. 06. 11.

전부개정

8

1996. 12. 31.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타법개정

9

1996. 08. 08.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타법개정

10

1998. 01. 0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1

1998. 01. 0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2

1998. 06. 18.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타법개정

13

1999. 02. 08.

법률 제5921호, 1999. 02. 08.

일부개정

14

1999. 10. 16.

법률 제5971호, 1999. 04. 15.

타법개정

15

1999. 04. 15.

법률 제5972호, 1999. 04. 15.

타법개정

16

2002. 07. 15.

법률 제6609호, 2002. 01. 14.

일부개정

17

2007. 11. 04.

법률 제8221호, 2007. 01. 03.

타법개정

18

2008. 02. 29.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19

2008. 03. 28.

법률 제9007호, 2008. 03. 28.

일부개정

20

2009. 05. 27.

법률 제9718호, 2009. 05. 27.

일부개정

21

2009. 11. 28.

법률 제9718호, 2009. 05. 27.

일부개정

22

2011. 01. 01.

법률 제10219호, 2010. 03. 31.

타법개정

23

2012. 07. 15.

법률 제10847호, 2011. 07. 14.

일부개정

24

2013. 03. 23.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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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비고

25

2013. 10. 06.

법률 제11754호, 2013. 04. 05.

일부개정

26

2014. 03. 18.

법률 제12482호, 2014. 03. 18.

일부개정

27

2014. 09. 25.

법률 제12537호, 2014. 03. 24.

타법개정

28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9

2017. 0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30

2017. 06. 28.

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일부개정

31

2017. 07. 26.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32

2018. 05. 01.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일부개정

33

2019. 04. 01.

법률 제161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34

2019. 07. 01.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타법개정

35

2020. 08. 28.

법률 제16568호, 2019. 08. 27.

타법개정

36

2020. 02. 18.

법률 제17042호, 2020. 02. 18.

일부개정

2. 어선법 전부·일부개정법률
어선법은 1977년 제정된 이래 전부개정법률 1차(1993년), 일부개정법률로 13차 개정
되었으며, 주로 현행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어선의 안전성 및 성능 향상 등
어선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어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3-2> 어선법 전부·일부개정법률
연번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비고

1

1986. 11. 01.

법률 제3829호, 1986. 05. 12.

일부개정

2

1993. 12. 12.

법률 제4559호, 1993. 06. 11.

전부개정

3

1999. 02. 08.

법률 제5921호, 1999. 02. 08.

일부개정

4

2002. 07. 15.

법률 제6609호, 2002. 01. 14.

일부개정

5

2008. 03. 28.

법률 제9007호, 2008. 03. 28.

일부개정

6

2009. 05. 27.

법률 제9718호, 2009. 05. 27.

일부개정

7

2009. 11. 28.

법률 제9718호, 2009. 05. 27.

일부개정

8

2012. 07. 15.

법률 제10847호, 2011. 07. 14.

일부개정

9

2013. 10. 06.

법률 제11754호, 2013. 04. 05.

일부개정

10

2014. 03. 18.

법률 제12482호, 2014. 03. 18.

일부개정

11

2017. 06. 28.

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일부개정

12

2018. 05. 01.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일부개정

13

2019. 04. 01.

법률 제161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14

2020. 02. 18.

법률 제17042호, 2020. 0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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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선법의 개정을 초래한 타법률의 개정
타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어선법의 개정은 21차에 이르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신설로 해양관련 업무가 효율적
으로 진행되었으며,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으로 인해 해양안
전사고의 사전적 예방 및 빠른 사후조치가 가능해졌고, 그 외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
법, 전파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제·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달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
<표 3-3> 타법률 개정으로 인한 어선법의 개정
연번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비고

1

1982. 12. 31.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타법개정

2

1987. 07. 01.

법률 제3907호, 1986. 12. 31.

타법개정

3

1991. 09. 09.

법률 제4360호, 1991. 03. 08.

타법개정

4

1992. 07. 01.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5

1996. 12. 31.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타법개정

6

1996. 08. 08.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타법개정

7

1998. 01. 0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8

1998. 01. 0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9

1998. 06. 18.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타법개정

10

1999. 10. 16.

법률 제5971호, 1999. 04. 15.

타법개정

11

1999. 04. 15.

법률 제5972호, 1999. 04. 15.

타법개정

12

2007. 11. 04.

법률 제8221호, 2007. 01. 03.

타법개정

13

2008. 02. 29.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14

2011. 01. 01.

법률 제10219호, 2010. 03. 31.

타법개정

15

2013. 03. 23.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16

2014. 09. 25.

법률 제12537호, 2014. 03. 24.

타법개정

17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18

2017. 0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19

2017. 07. 26.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20

2019. 07. 01.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타법개정

21

2020. 08. 28.

법률 제16568호, 2019. 08. 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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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어선법의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어선법의 개정은 규범 자체의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으나,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철의 신설로 종합적·효율적인 해양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어선법의 개정
법령명
연번

시행일자

개정내용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신설
정부조직법
1

1996.8.8.
법률 제5153호, 1996.8.8.

- 해양수산부 :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행정기능 통합으로
종합적인 해양개발 및 이용·보전기능 등 전담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
담당

정부조직법
2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 농업과 수산업 간의 긴밀한 연계·통합
국토해양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통합 관리
해양수산부 신설(부활)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및

3

정부조직법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2013.3.23.

제고하기 위함

법률 제11690호, 2013.3.23.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

정부조직법
4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5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 및 이관
-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

정부조직법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해양안전 확보

2017.7.26.

-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

법률 제14839호, 2017.7.26.

청 신설

나.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한 어선법의 개정
해양교통수요 증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교통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
따라서, 선박법·선박안전법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개정을 통해 국제협약에 맞는
법체계 정비와 선박의 안전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홍보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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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법의 개정
법령명
연번

시행일자

개정내용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력 발생에 따라 선박톤수측정에
선박법
1

1982.12.31.
법률 제3641호, 1982.12.31.

관한 사항을 흡수 및 전문개정
- 협약에 맞추어 선박톤수의 종류를 새롭게 구분하고, 측정기준을 교통부령
으로 정하고자 함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관련 증서(국제톤수증서,
재화중량톤수)를 교부받아야 함

선박안전법
2

1987.7.1.
법률 제3907호, 1986.12.31.

3

4

선박설비에 관한 기준 : 교통부령 → 해운항만청장
우수제조사업장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선박검사제도 개선
선박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신속한 수용을 위해 법체계 정비(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선박안전법

해상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1991.9.9.

시행을 위한 사항 추가

법률 제4360호, 1991.3.8.

선박의 불법개조 방지 및 검사 대상선박 확대 등

선박안전법

어선법 적용 대상 어선을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포함

1998.6.18.

한국선박안전기술원(前한국어선협회)이 일반선박에 대한 검사업무 대행

법률 제5470호, 1997.12.17.

국적선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항만국통제 강력 시행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함

선박안전법
5

1999.10.16.
법률 제5971호, 1999.4.15.

-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을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개조(폐지)
- 선박승무원의 선박결함 신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처분(폐지)
- 외국정부로부터 한국선박의 결함 지적사항을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신고(폐지)
한국선박안전기술원 → 선박검사기술협회(명칭 변경)

6

7

선박법

상사법인의 한국선박 취득요건 완화(상사법인 대표이사의 국적 제한 삭제)

1999.4.15.

총톤수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선적증서 교부

법률 제5972호, 1999.4.15.

선박톤수 측정업무의 민간전문기관 대행 가능

선박안전법

동 법의 적용범위 확대, 사전 검사·감독 기능 강화, 선박적재 컨테이너

2007.11.4.

관리 강화 및 조치, 선장의 권한 중시, 산소분석 및 가스탐지기기 등 제공

법률 제8221호, 2007.1.3.

의무화, 예인선항해검사 실시, 선박결함의 신고 강화 등

선박법
8

2014.9.25.
법률 제12537호, 2014.3.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9

선박취득자의 편의 도모
- 외국에서 취득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기관 확대 등
중장기적 해양교통 및 안전정책 지원,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안전점검

2019.7.1.

및 교육·홍보 강화 등

법률 제16160호, 2018.12.31.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한 해양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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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선법 개정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어선법이 제정된 이래 실질적으로 규정내용이 개정된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주로
효과적인 어선지도·관리를 통한 어선의 안전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어선 관련 사무를
소관 행정기관으로 재배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1986년 등록어선의 안전성·성능 향상, 어민의 권익보호 및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선 선복량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적증서 제출을
통해 어선의 지도·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1999년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장확인제도 및 선박국적증서 등
어업인의 자율성과 실효성 없는 규제를 폐지·개선하였음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음
2009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 함
어선의 안전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어선의 승인 및 감독의 기준을
강화하였고, 2019년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어선범위를 지정함
<표 3-6> 어선법 개정법률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연번

1

제·개정 이유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1797. 01. 01.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주요 제·개정 내용
어선의 적정한 수급조절 및 조업안전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강,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어선업무의 수산청 일원화
어선법의 제정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등록어선의 안전성과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어민의 권익보호 및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어선 선복량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추가 : 제4조제1항

1986. 11. 01.
2
법률 제3829호, 1986. 05. 12.

어선 소유자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적증서 제출 및 검인 : 제9조(제2항,
제5항 개정/제6항 신설), 제10조
어선기관 등의 어선용품의 승인 :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재검사신청기간 조정(30일이내 → 60일이내) : 제23조
처분에 대한 진술의 기회 제공 : 제29조의2 신설

1993. 12. 12.

효과적인 어선지도·관리를 통한 어선의 안전성 및 성능 향상 도모

법률 제4559호, 1993. 06. 11.

전부개정(어선설비기준 보완, 어선 건조·개조의 지도·감독 강화 등)

3
1999. 02. 08.
4
법률 제5921호, 1999. 02. 0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어업인의 자율성 제한 및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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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개정 이유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주요 제·개정 내용
현장확인제도 폐지 : 제11조, 제12조 삭제
선박국적증서 정기적 제출제도 폐지 : 제20조
외국인에게 어선을 양도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폐지 : 제34조
책임보험가입제도 폐지 :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2002. 07. 15.
5
법률 제6609호, 2002. 01. 14.

시·도지사의 어선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 어선 건조·개조허가, 허가의 취소 등 : 제8조, 제10조
- 어선등록 및 등록의 말소 등 : 제13조, 제19조
어선등록말소 신청기간 연장(14일이내 → 30일이내) : 제19조제1항

2008. 03. 28.
6
법률 제9007호, 2008. 03. 28.

「소형선박저당법」의 저당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함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함 :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선박안전법」중 어선관련 부분을 「어선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
무를 일원화 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하도록 함

2009. 05. 27.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은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 : 제3조 신설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 규정 : 제15조 단서

법률 제9718호, 2009. 05. 27.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일부어선 예외규정 적용과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 :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어선의 검사 및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이 대행, 이에 따른 지도·감독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함 : 제41조
어선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
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012. 07. 15.
8
법률 제10847호, 2011. 07. 1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함 : 제5조의2제1항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
도록 함 : 제5조의2제3항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제5조의2제4항 신설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방식 전환 및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등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013. 10. 06.
9
법률 제11754호, 2013. 04. 05.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 →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 : 제8조제2항
신설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 지방 이양
: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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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개정 이유

시행일자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주요 제·개정 내용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
: 제25조제4항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
: 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신설

2014. 03. 18.
10
법률 제12482호, 2014. 03. 18.

「민법」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을 동 규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어선 및 어선설비의 거래와 관련된 법조문 신설 및 개정
어선 및 어선설비 등 거래와 관련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관련 정보 제공
: 제31조 신설

2017. 06. 28.
11
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어선 및 어선설비 등 매매 또는 중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히 교육을 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 : 제31조의2, 제31조의4 신설
어선중개업자는 업무 중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제31조의8, 제31조의9 신설
허가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에 대한 벌칙 개정 : 제43조
어선의 승인 및 감독을 강화하여 어선의 안전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선 복원성 기준의 적합성 승인 : 제3조의2

2018. 05. 01.
12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어획물 적재 항해 금지 : 제4조
무선설비 작동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 제5조의2항을 제3항으로 이동,
제2항 신설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마련 :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2019. 04. 01.
13
법률 제16157호, 2018. 12. 31.
2020. 02. 18.
14
법률 제17042호, 2020. 02. 18.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의 어선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어선범위 지정 : 제5조의2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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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법의 유사 입법 사례 분석
1. 해양수산부
가. 선박법
1960년 2월 1일 시행하여 선박의 국적, 선박톤수 등을 규정하고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해상의 질서 유지 및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 이유
- 선박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해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권익과 국민경제 기여
- 한국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등기를 한 다음 선적항을 관리하는 해무관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등록하게 하는등 권리·의무를 정함.
- 선박의 공시방법·선박국적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선박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해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권익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려
는 것임
1982년 12월 31일 시행된 전문개정된 선박법은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선박톤수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박법에 흡수규정하여 전문개정함
<표 3-7> 선박법 조문 구성
조문 구성
제1조 (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한국선박), 제3조(선박톤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기의 게양),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8조(등기와 등록),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조의3(압류등록),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말소등록),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9조(「상법」의 준용),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30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제38조(적용규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이 법은 선박의 간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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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1961년에 시행되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수용하고, 선박의 불법개조를 방지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도모함
또한,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제조검사의 대상선박을 확대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
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제정이유
-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함.
-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신의 시설을 하여야 할 선박의 기준을 정함.
- 선박의 검사 및 제조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
- 해운관청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를, 특수선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특수검사증서를, 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 또는 선박용 기관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함.
<표 3-8> 선박안전법 조문 구성
장
제1장(총칙)

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7조 건조검사, 제8조 정기검사, 제9조 중간검사, 제10조 임시검사, 제11조 임시항해검사,

제2장(선박의검사)

제12조 국제협약검사, 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제3장(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4장(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장(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2조 예비검사
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제29조 무선설비,
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1조 선장의 권한, 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 제37조

제6장(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9조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 제41조 위험물의 운송, 제41조의2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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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제7장 삭제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제8장(검사업무의 대행 등)

감독, 제63조 삭제 <2017. 10. 31.>, 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5조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9장(항만국통제)
제10장(특별검사 등)

제68조 항만국통제, 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0조 공표
제71조 특별검사, 제72조 재검사 등
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 보고ㆍ자료제출명령

제11장(보칙)

등, 제76조 선박검사관, 제76조의2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7조 선박검사원, 제77조의2
위험물검사원, 제78조 청문, 제79조 조사 및 연구, 제80조 수수료,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벌칙, 제86조의2 양벌규정, 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제88조 벌칙의 적용, 제89조 과태료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선박안전법)

다.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의 육성 ·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제정되어 2020. 8. 28.에 시행되었으며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육
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
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함
주요내용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
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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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
-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
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
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020. 12. 8. 제정 이후 1번의 일부개정과 4번의 타법개정을 하였으며 총 8장과
8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9> 양식산업발전법 조문 구성
장

조

제1장(총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10조 양식업의 면허,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제14조 면허의 조건, 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16조 공동신청,
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20조
, 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기 신고, 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5조 면허의

제3장(양식업의 면허)

심사ㆍ평가,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27조 면허의 취소, 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3조 공유자의 동의, 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3조 양식업의 허가, 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 내수면

제4장(양식업의 허가)

이용의 동의,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1조 허가의 취소, 제52조 준용규정, 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장(양식업의 조정 등)

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8조 감독
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제6장(양식산업의 육성)

등, 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4조 양식컨설팅 지원, 제65조 양식창업 지원, 제66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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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제67조 보상, 제68조 보상금의 공탁, 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70조 포상, 제71조

제7장(보칙)

출입ㆍ검사 등, 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과태료, 제82조 몰수, 제83조 양벌규정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선박안전법)

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이유
- 최근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 경험이 풍부한 선박관리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선박관리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시책의 강구,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선박관리전문가 육성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주요내용
- 선박관리산업을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
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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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조문 구성
장

절

조
제1조 목적

제1장(총칙)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1절(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2절(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제3절(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4절(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제10조(인증센터)
제11조(인증마크)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4조(교육훈련기관)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7조(청문)

제3장 보칙

제18조(수수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제4장 벌칙

제22조(양벌규정)
제23조(과태료)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선박안전법)

2. 타부처 사례
어선법 분법과 유사한 타 부처 입법 사례로는 첫째, 항공법의 폐지 및 이와 관련된
법률로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의 제정이 있으며, 둘째, 철도법의 폐지
및 이와 관련하여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있음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아닌 선박과 관련해서는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이 비슷한
시기(60년대초)에 제정되었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되는 등의 법체계를 형성함
항공, 철도, 선박은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선은 이동수단이라
는 단일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동하는 물건이
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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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법
항공법의 문제점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
- 하나의 법률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변화하는 국제기준에 신속히 대응하기에 곤란
- 50년 이상에 걸친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곤란

분법 제정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
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
-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
-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o 분법 연혁
<표 3-11> 항공법 분법 연혁표
항공법

항공안전법

[시행 1961. 6. 8.] [법률 제591호, 1961. 3. 7., 제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항공사업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타법폐지]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약칭: 수도권신공항법 )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폐지]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제정]

나. 철도법
o 철도사업법 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6955호, 2003. 7. 29. 공포, 2003. 10. 29. 시행)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이용자 요구의 다변화 등 철도서비스 시장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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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고시(법 제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등을 지정·고
시하도록 함.

철도사업에 대한 면허제(법 제5조)
- 철도사업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경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철도운임·요금 등의 기준(법 제9조 및 제22조)
- 철도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철도운임·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철도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법 제25조)
-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함.

철도서비스 향상(법 제26조 내지 제2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철도이용자의 공공복리의 증진과 권익보호 효과가
기대됨.

o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
서 운영·관리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
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철도산
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철도기술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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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내지 제11조)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하고 집행조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20조 및 제21조)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법 제25조)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운임·요금 감면 등 공익서비스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함(법 제32조 및 제33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등 비상사태시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수송통제, 임시열차의 운행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
o 철도안전법의 제정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고속철도의 개통 등 철도에서의 기술적·사회적 안전위협요
소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차량·철도시설의 안전기준 마련과 철도종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하여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철도사고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및 제6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시행(법 제7조 및 제8조)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의 요건(법 제10조 및 제21조)
- 철도차량운전업무는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실무수습 등을
마친 자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법 제25조 및 제26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관리하도
록 함
- 철도차량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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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근거 마련(법 제27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법 제35조 및 제36조)
- 차량제작자 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고,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제작검사를 받도록 함

열차 안에서의 유해물질 휴대금지(법 제42조)
- 누구든지 무기·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 안에서 휴대 또는 적재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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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어선법 구조개편 연구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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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연구소

제4장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제1절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령 제정
1. 개요
(가칭)어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관리법)에 대한 재정(안)을 제시
선박안전법과 어선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 목적이 같으며 이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선박안전법의
구성과 조문을 토대로 (가칭)어선안전관리법을 제정(안)을 제시하며, 입법 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또한, 현 어선법을 분법화 하여 조문을 구성함으로 (가칭)어선관리지원법과 어선안전관
리법에 다양한 조문을 내포하고 있는 어선법을 어선의 지원과 안전에 집중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칭)어선안전관리법은 총 10개의 장과 5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선의 안전기
준, 어선 건조업 등의 등록,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검사, 검사업무의 대행, 어선의
안전감독, 교육 및 홍보, 보칙, 벌칙으로 어선의 건조부터 운영, 감독에 까지 안전을
적용함으로 어업인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표 4-1> (가칭)어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

조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어선의 설비)
제5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장 어선의 안전기준

제6조(복원성의 유지)
제7조(무선설비)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
제9조(어선건조업의 등록 등)

제3장 어선 건조업 등의 등록 등

제10조(어선건조업의 취소 등)
제11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12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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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제13조(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14조(건조검사)
제15조(어선의 정기적검사)
제16조(도면의 승인 등)
제17조(검사의 준비 등)
제18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4장 어선의 검사

제19(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1조(국제협약검사)
제22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3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24조(재검사의 신청)
제25조(어선검사증서등이 없는 어선의 항행금지 등)
제26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5장 어선용품의 검사

제27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8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9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장 검사업무의 대행

제30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32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33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장 어선의 안전감독

제34조(안전점검 등)
제35조(어선안전감독 공무원)
제36조 (어선의 안전에 대한 지도·단속 등)
제37조(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교육)

제8장 교육 및 홍보

제38조(어선건조업자에 대한 교육)
제39조(어선 안전 관련 연구)
제40조(선급법인의 어선검사)
제41조(청문)

제9장 보칙

제42조(수수료)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10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51조(벌칙의 적용)

- 57 -

2.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주요내용
가. 정비 방향 및 방안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거래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을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선에 대한 안전관련 조문은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어 개선해야 함
어선의 안전기준의 마련과 국제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이 필요하며
이를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분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가칭)어선관리지원법(제정), 어선안전관리법(제정)의 2개의 법률로 분법화 하는 것으
로 현행 어선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체제를 구성함
논리상으로 어선의 기본법에 관한 부분, 건조에 관한 부분, 등록에 관한 부분, 검사에
관한 부분, 거래에 관한 부분 조사·연구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함
어선법의 검사 및 건조법은 (가칭)어선안전관리법으로 분법 제정(안) 제시
어선법 관련자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연구의 방향을 논의 결과 및 사회적 이슈
의 반영을 통한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제시
어선의 안전에 관한 근간이 되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어선법과 유사한
선박안전법의 조문을 비교 분석결과 검사와 건조에 관한 부분이 안전에 관한 부분으로
어선에 대한 국민 불감증의 극대화와 국제적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적 근간 마련이
필요함,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
(가칭)어선안전관리법은 기존 어선법에서 선박안전법에 해당하는 조문을 비교 분석하
여 어선 안전 규격에 관한 사항, 어선의 검사에 관한 사항, 보칙, 벌칙을 구별하여
조문을 구성함
<표 4-2> 분법화 방안 및 주요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어선 안전 규격에 관한 사항
(가칭)어선안전관리법
(32개 내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사항
보칙 사항
벌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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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계법 정비 방안
o 어선법
어선법에서 건조 및 검사 및 안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조문을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으로 이전하였음
위 어선법의 조문은 각 기관의 전문가 및 해양수산부의 관리자와 함께 1~3차에 걸쳐
선박안전법 및 법 관련 전문가의 조언으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어선안전관리
법에 도입함
법령 분법의 세부기준에 따라 어선 관리 및 지원에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기 위함
또한, 어선안전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표 4-3> 어선법 인용 조문
어선법 인용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어선의 설비)
제5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6조(복원성의 유지)
제7조(무선설비)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
제9조(어선건조업의 등록 등)
제10조(어선건조업의 취소 등)
제11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12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14조(건조검사)
제15조(어선의 정기적검사)
제18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9(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2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3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24조(재검사의 신청)
제26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27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8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9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36조 (어선의 안전에 대한 지도·단속 등)
제41조(청문)
제42조(수수료)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ㅋ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51조(벌칙의 적용)

o 선박안전법 및 수산업법 관련 정비 방안
(가칭)어선안전관리법은 기존의 선박안전법의 구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선박안전법
및 수산업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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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의 준용 조문의 내용을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직접 적용함으로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선박안전법은 해상에서의 안전항해와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적용대상을 개정해 왔음
어선법은 선박안전법과 달리 1979년 1월 1일 시행과 함께 수급조절과 조업안전을
기하여 어업생산력의 증강과 어민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일부개정
13번 전문개정 1번으로 총 14번의 개정이 있었을 뿐 안전 조문은 부족함
선박안전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21번의 일부개정과
1번의 전문개정으로 선박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음을 알 수 있음
이로 인해 선박과 어선의 안전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어선의 사고가
빈번한 것이 어선법의 안전 관련 법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어선 또한 선박에 속하지만 많은 어선이 어선법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에 맞지 않은
기준으로 어선 안전관리를 적용하고 있고, 선박안전법의 형태로 어선의 안전법을
구성함으로 어선안전관리 법령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4> 선박안전법 및 (가칭)어선안전관리법 비교표
선박안전법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13조(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6조(도면의 승인 등)

제14조(검사의 준비등)

제17조(검사의 준비 등)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21조(국제협약검사)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25조(어선검사증서등이 없는 어선의 항행금지 등)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30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6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32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33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40조(선급법인의 어선검사)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4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신설 조문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의견
을 바탕으로 조문을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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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앞으로 시행할 사업과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입법 진행된 사항을 수정하여 적용한 사례들로 구성됨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법 전문가 및 해당 담당 공무원의 논의를 통해 법령 분법의
세부기준을 확인하여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적용함

다. 주요 논의사항
o 어선안전감독 공무원
법 제34조(안전점검 등), 제35조(어선안전감독 공무원), 제36조(어선의 안전에 대한
지도·단속 등), 제47조(벌칙)
어선 검사 시 선장·선원 등의 폭언 및 폭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검사원의 신변위험
노출됨
검사종결을 강요하며 늦을 경우 검사원을 소송, 협박하고 건조검사 과정과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검사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례 발생
<표 4-5> 어선안전감독관 관련 입법례
어선안전감독관 관련 입법례
행정안전부 주관 “선박 화재사고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재난안전법｣ 제32조제3항 관련 ‘제도개선 과제(어선 검사원
폭행 시 처별 규정 마련)’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철도안전법｣(철도종사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항공보안법｣(기장 등/10년 이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자동차운전자/3년 이하 징역)

o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교육
법 제37조 규정 습득 및 전문지식 함양,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 후 정비기록부 작성
등을 위해 주기적 교육 필요함
수리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인증업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근거 마련을 위한「어선검사제도선진화연구」과제 선정, 추진 중
<표 4-6>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입법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입법례
행정안전부 주관 “선박 화재사고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재난안전법｣ 제32조제3항 관련 ‘제도개선 과제(어선 검사원
폭행 시 처별 규정 마련)’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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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어선건조업자에 대한 교육
법 제38조 어선의 안전한 건조와 어선품질 제고를 위해 어선건조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필요
어선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인력,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선법 개정(어선건조업 등록제도
신설,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추진 중
<표 4-7> 어선건조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입법례
어선건조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입법례
｢낚시관리및육성법｣(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 제조자는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받아야함), ｢철도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o 어선 안전관련 연구
법 제39조 어선 특성상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어선 연구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어선 연구를 하려는 자(기관)의 자격을 주어, 어선 특성과 어업현장 이해도가 높은
어선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어선의 과학적 검사기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어선 전문연구기관 신설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어선 특성에 맞는 과학적 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완료(20.02)
<표 4-8> 어선안전 연구 관련 입법례
어선안전 연구 관련 입법례
「철도안전법」제77조(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의 업무 일부를 철도안전관련기관에 위탁가능함),「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법에 의한 업무위탁 및 대행 기관에서 추진),「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게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업무를 위탁)

o 전자증서 시행
IMO는 종이 증서로 인한 이해관계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증서 사용 지침을
제정함
전자증서를 사용함으로 쉽고 안전한 전자증서로 이해관계자들은 증서의 관리, 공유
및 저장이 편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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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서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0.6.17., 시행 2020.12.18.)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20.3.7. ~ 5. 18. 법제처 심사 중)
- 석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0.3.20. ~ 5.1. 법제처 심사 중)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2020.9.2. ~ 9.23.)
<표 4-9>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증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생 략)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② ---------------------------------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도면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포함한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 측정ㆍ재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

있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①-------------------------------------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1. ∼ 7. (생 략)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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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제43조(정기검사) ①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1. ∼ 5. (생 략)

--------------------------------------

② ∼ ④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특별검사) ① (생 략)

제46조(특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②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7조(임시검사) ① (생 략)

제47조(임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②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③ ∼ ⑥ (생 략)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생 략)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②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제50조(건조검사) ①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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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신청서를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포함한다)--------------------------------

1. ∼ 4. (생 략)

-----------------.

②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별도건조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함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포함한다)--------------------------------

1. ∼ 5. (생 략)

----------------------------.

②ㆍ③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o 기타 제정 조문
정기검사, 배의 길이의 변경,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 등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함
법 제2조 정의 만재흘수선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하지만 생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
는 어선 등 생략가능함
어선의 안전에 있어 검사를 구별하여 첨부해야 하는 도면 등 증서에 대한 조건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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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과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정의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지정대상물건의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함
어선건조업의 등록, 변경, 등록기준, 지정 취소 등 어선을 건조함에 있어 필요한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지도·감독하여 어선의 발전에 이바지함
검사증서, 어선검사증서의 서식, 기재사항, 합격표시 방법, 면제, 유효기간 연장, 계산방
법 등 검사증서에 대한 관리 방법

라. CTA 대응 방안
CTA는 시작부터 거론되었으며 전문가 및 관련자 논의를 진행함
- 본 연구에서 CTA 적용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비준을 위한 근간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 연구에서 중요함

CTA를 적용하는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
- CTA는 24m 이상의 어선으로 3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함
- 일부 45m의 제한으로 시행되는 조건도 있음
- 어선법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이 94%를 차지하
고 있으며 어선법에 적용하는 것은 CTA와 연관이 없는 어선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CTA 관련하여 어선법 분법을 진행하며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 가능 여부 논의
-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국제기준의 안전을 적용하는 것 역시 비준과 상관없는 어선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추후 원양어업 및 근해어업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으며 본 연구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현 연구에서 CTA를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 CTA 시행되면 그에 대한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비교하여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방안을 택함

o CTA 적용 및 방향
케이프타운협약(CTA:Cape Town Agreement)이 시행됨에 따라 비준을 약속한 국가
들은 이에 대비 방안을 마련 중임
CTA의 기준 및 타 국제협약 등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국내법과
비교하여 안전기준이 강화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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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를 신설하여 적용하도록 함
유사 입법례는 선박안전법 제5조(국제협약의 관계)가 있음
<표 4-10>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어선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신 설>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가. 제정법(안)
(가칭)어선안전관리법으로 10장과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선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표 4-11>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상세 제정(안)
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관리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2. "어선검사"란 제14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로서 제8호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기관, 전기설비 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조"란 「어선관리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조를 말한다.
4. "어선설비"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어선용품"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을 말한다.
6.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7.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어선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어선의 선체로부
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감항성"이라 함은 어선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행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9.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어선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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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흘수선으로서 어선원 등이나 어획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태내는 선을 말한다.
10.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어선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
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11. "소형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어선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제4조(어선의 설비)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업설비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및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
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제5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어선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
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제6조(복원성의 유지)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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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제7조(무선설비)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관리지원법」제2조제1호가 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정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

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어선의 건조(설계ㆍ정비ㆍ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를 업(이하 “어선건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ㆍ기술 등의 요건을

제9조(어선건조업의 등록 등)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건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제10조(어선건조업의 취소
등)

2.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설계ㆍ정비ㆍ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 69 -

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6. 제38조에 따른 어선건조업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어선건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설비를 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제조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제2항의 제조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제11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4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의 정비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제4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정기·중간·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 또는 정비 및 운용ㆍ관리되
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5항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4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제12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8. 제37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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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12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검조검사, 어선의 정기적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제13조(검사 등에의 참여 등)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5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4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
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제14조(건조검사)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어선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어선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
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어선의 정기적검사
등)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6조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제5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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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 및 어선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제16조(도면의 승인 등)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기·중간·임시·임시항행검사를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자 또는 어선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각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제17조(검사의 준비 등)

준비사항이 미흡한 경우 검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어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
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4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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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관리지원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제2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제21조(국제협약검사)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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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어
선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
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제22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4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4호의2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ㆍ별
도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

제23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
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4조ㆍ제15조ㆍ 제18조ㆍ제26조ㆍ제11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4조(재검사의 신청)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누구든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

제25조(어선검사증서등이

증서,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없는 어선의 항행금지 등)

(이하 "어선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어선이나 어선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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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어선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어선소유자는 그 어선 안에 어선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등을
어선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건조·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6조(형식승인 및 검정)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
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제27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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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제18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6.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도ㆍ감독
7. 제37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교육
제29조(검사등업무의 대행)

8. 제38조에 따흔 건조업자의 대한 교육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10.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
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
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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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
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제30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
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
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② 국가는제1항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에서대행검사기관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
는해당대행검사기관에구상할수있다.
③ 제2항에따른대행검사기관에대한구상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어선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 어선을
등)

항행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어선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하며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어선안전감독공무원(공단 임직원 중에서 어선의 안전 또는 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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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정박 중인 어선을 승선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박 중인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승선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선점검을 할 때에는 승선점검을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점검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점검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① 어선안전감독 공무원은 어선의 안전을 위한 어선의 설비 유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선안전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제35조(어선안전감독 공무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선안전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선안전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
검사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ㆍ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제2항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지도ㆍ단속ㆍ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 중인 어선에 대하여 확인·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2. 항행·조업·정박 및 계류 중인 어선에 대하여 확인·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어선안전감독관은

제36조(어선의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단속 등)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어선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어선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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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정정비사업자에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지정을 받은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교육)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어선건조업자에 대한 어선의 건조업(설계ㆍ정비ㆍ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어선 안전 관련 연구) 어선 안전 관련 연구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선급법인의 어선검사)

선급등록어선은 제4조어선설비 및 제7조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7조제7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제41조(청문)

3.제2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4.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5.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6.제29조제7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의2. 「어선관리지원법」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선관리지원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8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제42조(수수료)

4. 「어선관리지원법」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어선관리지원법」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15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0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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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2. 「어선관리지원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어선관리지원법」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23조제1항ㆍ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
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14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8항, 제26조제5항,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어선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4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어선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어선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항행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어선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 80 -

어선안전관리법 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어선관리지원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제46조(벌칙)

1의2.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설계·건조 하거나 정비한 자
2. 「어선관리지원법」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뇌물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의2. 제5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어선관리지원법」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제47조(벌칙)

4의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어선검사시 검사업무 대행하는 자에게 폭행,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을 행사하여 검사대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업의 등록을 한 자
8.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의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
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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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선관리지원법」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관리지원법」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11의2.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ㆍ단속ㆍ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1. 「어선관리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어선관리지원법」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9조(양벌규정)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어선관리지원법」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제50조(벌칙 적용의 예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51조(벌칙의 적용)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시행령(안)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안)으로 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을 인용하였으며 이 법률은 어선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표 4-12>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 구성(안)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이 영은 「어선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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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2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3조(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법 제4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법 제2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 대상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직접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제품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제4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2.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일부를 해당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단 : 3억원

제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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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안)
2.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4.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의2. 「어선관리지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5. 「어선관리지원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2. 「어선관리지원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4. 「어선관리지원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④ 어업관리단장 및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대행업무의 정지)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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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령(안)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제9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시행규칙(안)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안)은 6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선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표 4-13>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제2조(정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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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4.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5.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6.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7.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9. "도면"이란 설계도ㆍ사양서ㆍ계산서ㆍ표ㆍ자료 등 어선의 치수ㆍ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제3조(복원성 승인)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제5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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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어선으로서 받게 되는 검사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제4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어선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검사, 「선박안전법」

제7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제8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어선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12호에

제9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

제10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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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제11조(총톤수의 측정등)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어선관리지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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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어선관리지원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제14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제15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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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16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제17조(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제18조(정기검사)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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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조 각 호의
설비, 법 제6조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제19조(중간검사)

가.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나.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91 -

(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2)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4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1조(특별검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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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제22조(임시검사)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4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4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제11호의 설비로 한정한다.
8.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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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어선개조허가서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서(어선의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제23조(임시항행검사)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제24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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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가.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제25조(건조검사)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제26조(건조검사의 면제)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제27조(예비검사)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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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별도건조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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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성(안)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어선법」제3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① 「 어선관리지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어선관리지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③ 「 어선관리지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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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 어선관리지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제32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제33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②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제35조(검정의 신청 등)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59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제36조(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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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제37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법 제2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제38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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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제3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제40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제41조(검사의 준비 등)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42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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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1. 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3조(선체두께의 측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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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제45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4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제조규정"이라
한다)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건조ㆍ제조공정

제4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라. 품질관리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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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1.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사업장 지정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2.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제48조(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제조 또는 정비일자
4.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승인된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59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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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정사업장의 지도·감독)

제51조(어선건조업의 등록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설비, 자체시험ㆍ검사설비 및 기술 등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어선건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5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설계ㆍ건조 및 정비에 관한 규정(이하 “건조규정”이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제52조(어선건조업의 등록 등)

다. 건개조ㆍ수리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과 검사체계 및 자체검사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5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규정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며, 해당 사업장의 설계ㆍ건조
및 정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어선건조업
등록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업장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어선건조업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어선건조업의 등록변경 등)

1.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 어선건조업 등록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어선건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어선건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제54조(어건건조업의 지정 취소 등)

별표 18의3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3호서식 어선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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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또는 폐업처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11(어선건조업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제56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제57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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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서식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어선원의 가족
2.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제58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6.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裸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7.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제59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제60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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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계선(제2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 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1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법 제23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제62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63조(재검사 등)

제2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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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할 수 있다.
제64조(수수료)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65조(대행업무의 고시등)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제66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제67조(어선의 결함신고)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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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선관리지원법에 따른 어선법의 변화
1. 개요
이 법은 어선의 등록ㆍ지원ㆍ설비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
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어선법의 분법화와 지원 및 신설 조문으로 각 장의 명칭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직관적으로 어선의 등록, 지원, 거래, 연구, 개발에 대하여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어선의 지원 부분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어선 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어선법의 명칭 또한 (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관리지원법)로 개정함.
총 7개의 장과 47개의 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어선의 등록, 설비, 거래, 조사, 연구에
서 지원을 추가함으로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법적으로 근간을
마련함.
<표 4-14> 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

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장 총칙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어선 정책심의회)
제5조(자동화사업 촉진의무)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2장 어선의 건조 및 등록

제13조의3(압류등록)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3장 어선의 지원

제21조(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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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제22조(어선 임대사업의 촉진)
제23조(중고어선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4조(어선의 구매와 임대)
제25조(임대 어선의 보관 및 운영)
제26조(어선 관리대장)
제27조(사후관리)
제28조(해외진출의 지원)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조의3(결격사유)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어선의 거래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제5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제34조(신기술 어선)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청문)

제6장 보칙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43조(수요조사 등)
제44조(자금 지원)
제47조(벌칙)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의 준용)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3조(과태료)

어선법에 있던 건조, 검사 조문을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이전함에 따라 건조 및
검사 조문의 삭제하며 나머지 조문은 (가칭)어선관리지원법으로 분법화하며 최대한
조문의 내용은 유지하여 기존 어선법의 의도에 반하지 않게 함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기계화 촉진 지원 조문을 수정하여 (가칭)어선관리지원법에 도입
함으로 어선관리지원에 대한 법령 개정(안) 마련

- 110 -

2.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주요내용
가. 정비 방향 및 방안
어선법의 분법화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는 후에 조문수의 증가로 이해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어선법의 안전에 관한 법이 분법화 됨에 따라 어선법의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나 관리지원에 대한 조문을 추가함으로 어선법에 역할을 정비하고자 함
어선법에 관리지원 조문을 추가함에 따라 어선법의 법률명을 변경함
어선법의 분법화 여부는 단순히 입법론적 측면에서의 체계성, 실용성, 즉응성 또는
적응성 간의 우선 순위, 조문의 수와 분량의 증가 추이뿐만 아니라 국회 등의 상황,
정부의 입법정책 방향성, 분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입법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햐 함
(가칭)어선관리지원법(개정), 어선안전관리법(제정)의 2개의 법률로 분법화 하는 것으
로 현행 어선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현 어선법을 구성함
논리상으로 어선의 기본법에 관한 부분, 건조에 관한 부분, 등록에 관한 부분, 검사에
관한 부분, 거래에 관한 부분 조사·연구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함
어선법의 등록, 거래, 연구, 말소, 벌칙으로 (가칭)어선관리지원법을 구성하며 관리지원
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시함
기존 어선법의 분류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조문의 인용을 통해 각 조문에 대한
등록, 말소, 검사, 거래, 지원 등을 구성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자 회의를 거쳐 지속적 검토와 방향 설정함
(가칭)어선관리지원법은 총칙, 어선관리, 어선 기본계획의 수립, 어선의 등록, 어선의
거래, 어선 연구·개발, 보칙, 벌칙으로 주요내용을 구성
<표 4-15> 분법화 방안 및 주요내용
법률명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주요내용
총칙, 어선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항
어선의 거래에 관한 사항
어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보칙 사항
벌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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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논의사항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포괄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 하지만 다양한
조문은 국제규격의 안전에 대한 허술한 부분이 있으며 어선법만으로 국제규격에
대응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조문의 구성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못함.
어선법 제1조(목적)는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문이 부족
앞에 자료에 어선의 탑승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을 노후화되고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 어선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어선법에서 어선안전에 대한 조문은
아직도 부족함.
o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사항
목적 (법 제1조)
- 어선법에 있던 건조, 검사조문을 (가칭)어선안전관리법에 이전함에 따라 제1조(목적)의
내용에 있던 ‘건조’, ‘검사’단어를 삭제하도록 함
- 어선안전에 해당한다고 정하여 이전하려는 건조, 검사 조항을 이전함 또한 등록, 설비,
거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
<표 4-16> 제1조(목적)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제1조(목적) ----------- 등록ㆍ설비ㆍ지원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한다.

-------------------------------.

정의 (법 제2조)
- 어선에 대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어선 및 자동화사업 이후 자동화사업을 정의하며
어선에 지원을 도입함
- 어선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어업의 기술을 향상과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 자동화사업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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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제2조(정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5. “어선 및 설비 자동화사업(이하 “자동화사업”이라
<신 설>

한다)”이란 어선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어업의 기술 향상과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법 제19조)
- 입증위를 거쳐 일부개선되어 이번 어선법 구조개편에 기입하기 위한 조문
-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31조의3(결석사유)
<표 4-18> 입증위 결과 반영 조문
현

행

개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정

안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 존재여부가 불명할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4. ------「어선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1조의3(결격사유) -----------------------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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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조)
- 분법화를 진행하며 준용하여 사용하던 내용을 어선법에 조문을 직접 적용하며 준용할 필요가
없는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함
<표 4-19>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개정(안)
현

행

개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생 략)

정

안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②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 제69조, 제73조 및 제74조--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청문 (제38조)
-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
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의 (가칭)어선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제38조(청문) 내용 수정

<표 4-20> 제38조(청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제38조(청문) ---------------------------------------------------------------------------------------.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삭 제>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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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어선법에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선 및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노후화된 어선 및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어업의 생산성과 경영에 이바지함
또한 구입이 어려운 어선 및 설비를 임대함으로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기계화율
을 제고하여 어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함
어선법은 어선에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이
미비하였으며 지원에 따른 운영을 위한 정책심의회가 필요함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지원 조문을 인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조문 도입(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 농업기계화 정책심의
회,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제8조 공동이용,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3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의4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제8조의5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제8조의6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11조 사후관리, 제13조의2 해외진출의 지원, 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제6조의2
수요조사 등, 제4조 자금지원)
<표 4-21> 농업기계화촉진법 인용 및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조문
농업기계화촉진법 입법례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어선 및 설비 자동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건조 및 설비제작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어선 및 설비의 안전과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어선 및 설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어선 및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건조, 설비제작 및 정비에 관한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어선 및 장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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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입법례

개

정

안

또한 같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어선 정책심의회) ① 어선 및 설비 자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인, 어선 및 장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동화사업 촉진의무)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 자동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제8조(공동이용)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선 및 설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어선 및 설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어선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임대사업자(어선 및 설비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어선 및 설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어선 및 설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어선 및 설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어선및설비임대사업자는 여성어업인 및 고령어업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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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사람을 우선하여 어선 및 설비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어선및설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선 및
설비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어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따라자금을지원받는어선및설비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설비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어선 및 설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어선및설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어선및설비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중고어선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어선 및 설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중고어선및설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제공
2.중고어선및설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중고어선및설비의 유통 실태조사
4.그밖에중고어선및설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고어선 및 장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선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어선 및 설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②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구매한어선및설비를 어선 및 설비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따른어선및설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임대 어선의 보관 및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어선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어선 및 설비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임대사업단"이라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 사업단의 운영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6조(어선 관리대장)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설비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설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선 및 설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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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입법례

개 정 안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①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되는 어선 및 설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선 및 설비의 수리에

제11조(사후관리 등)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 및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해외진출의 지원)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자동화사업의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관련정보의제공,
해외진출에대한상담ㆍ지도,국제어선및설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신기술 어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신기술을이용한어선 및 설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어선 및 설비를 신기술 어선 및 설비로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신기술어선및설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수요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어선 및 설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의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제6조의2(수요조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개발ㆍ보급된어선 및 설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제4조(자금 지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어선의 건조업자 및 설비의 제조업자에게 어선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 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어선법 시행령 제16조(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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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무 등을 어업관리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어업관리단별 관할구역이 광활하여
효율적인 등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함
부동산 공인중개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에 권한을 위임하여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나, 어업관리단의 부족한 지역 네트워크로 인해 등록 및 관리 등에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힘듦
이에 각 지역 시·군·구에 권한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후관리 가능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해당 시·군·구에서 어선중개업의 효율적인 관리 기대
<표 4-22> 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대비표
현

행

개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정

안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o 전자증서 시행
(가칭)어선관리지원법에서도 (가칭)어선안전관리법과 동일하게 전자증서 시행에 대
한 내용을 명시함.
<표 4-23>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전자증서
현행

개정안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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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기계화촉진법 인용 및 적용 조문 방안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어선법에 인용하여 개정함에 따라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인용 또한 필요함
시행령에서는 제3조의2(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3(어선
및 장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임대 어선 보관소 운영의 위탁)의 조문의 개정(안)을 제시
시행규칙에서는 제1조의3(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2조의2
(어선 및 장비의 임대사업), 제2조의3(임대용 어선 및 장비 수요조사 등), 제2조의4(중고
어선 및 장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5(어선 및 장비의 구매 등), 제2조의6(임대
어선 및 장비 보관소 시설기준 등), 제2조의7(어선 및 장비 관리대장), 제16조(사후관
리),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의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

3. (가칭)어선관리지원법 개정(안)
가. 개정법(안)
(가칭)어선관리지원법은 어선의 등록, 지원, 설비, 거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보도함으로
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표 4-24> (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법은 어선의 등록ㆍ지원ㆍ설비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제1조(목적)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어업,어획물운반업또는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종사하는선박
나.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 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제2조(정의)

라. <삭제>
2."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주요치수"라한다)를 변경하는것
나.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추진기관의종류또는출력을변경하는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 120 -

(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선박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복원성"이란「선박안전법」제2조제8호에따른복원성을말한다.
5. "어선 및 설비자동화사업(이하 "자동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어선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어업의 기술 향상과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어선 및 설비 자동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건조 및 설비제작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어선 및 설비의 안전과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어선 및 설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어선 및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건조, 설비제작 및 정비에 관한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어선 및 설비 자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어선 정책심의회)

2.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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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인,
어선 및 설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자동화사업
촉진의무)
제5조의2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7조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자동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
국제협약의적용을받는어선의경우그협약의규정이이법의규정과다를때에는해당국제협약의
규정을적용한다.
삭제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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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제11조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삭제

제12조

삭제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제13조의3(압류등록)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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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존재여부가 불명할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제2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1조(공동이용)

어선 및 설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어선 및 설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어선 및 설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어선 및 설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어선 및 설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어선 임대사업의
촉진)

②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는 여성어업인 및 고령어업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선 및 설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어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어선 및 설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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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사업용 어선 및 설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어선 및 설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어선 및 설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중고어선유통센터
의 설치·운영 등)

1. 중고 어선 및 설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어선 및 설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어선 및 설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어선 및 설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고어선 및 설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어선 및 설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어선의 구매와 임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어선 및 설비를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설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제24조의3

삭제
삭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어선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어선 및 설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제25조(임대 어선의 보관 및
운영)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설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6조(어선 관리대장)

어선 및 설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및 설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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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되는 어선 및 설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선 및 설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제27조(사후관리)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 및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제28조(해외진출의 지원)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어선 및 설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제30조

삭제
삭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어선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2. 「어선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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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3(결격사유)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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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
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장기간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어선 및 설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어선 및 설비를 신기술 어선 및 설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신기술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어선 및 설비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소에
관한 기준을 함께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어선 및 설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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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제73조 및 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 하기위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ㆍ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제2항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지도ㆍ단속ㆍ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 중인 어선에 대하여 확인·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2. 항행·조업·정박 및 계류 중인 어선에 대하여 확인·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어선안전관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어선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어선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어선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제38조(청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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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어선안전관리법」제20조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어선 및 설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요조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어선 및 설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제44조(자금 지원)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건조업자 및 설비의 제조업자에게 어선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삭제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제49조(벌칙의 준용)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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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제50조(벌칙의 적용)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어선안전관리법」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안전관리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안전관리법」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어선안전관리법」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53조(과태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어선안전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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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나. 시행령(안)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령(안)은 어선관리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표 4-25>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령(안)
(가칭)어선관리지원법 하위법령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

이 영은 「어선관리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ㆍ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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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문서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 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5.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
9.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 그 밖의 약정내용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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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하위법령 시행령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어선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제11조(임대 어선 보관소 운영의 위탁)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장비 수리장비를 갖출 것
제3조의2(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어선 및 장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어선 및 장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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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

삭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다. 시행규칙(안)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안)은 어선관리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표 4-26>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규칙은 「어선관리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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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ㆍ사양서ㆍ계산서ㆍ표ㆍ자료 등 어선의 치수ㆍ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조의2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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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소유자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2. 삭제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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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 삭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어선 및 장비 자동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여성어업인 및 고령어업인 등 해양수산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어선 및 장비의 임대사업)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어선 및 장비 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장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어선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임대용 어선 및 장비 수요조사 등)

1. 관내 어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어업인
2. 관내 어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어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고어선 및 장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어선 및 장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제15조(중고어선 및 장비유통센터의 설치
등)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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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어선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어선 및 장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어선 및 장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제16조(어선 및 장비의 구매 등)

50점 이상일 것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장비의 시장가격은 해당 어선 및 장비의
실제 구입가격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어선 및 장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 및 장비의 시장가격은 해당 어선 및 장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대 어선 및 장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장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7조(임대 어선 및 장비 보관소 시설기준
등)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어선분양 또는 장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6조에 따라 어선 및 장비 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장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 및 장비 관리대장에

제18조(어선 및 장비 관리대장)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장비 관리대장은 어선 및 장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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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③ 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장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어선 및 장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어선 및 장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어선 및 장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어선 및 장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어선 및 장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어선 및 장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어선 및 장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제19조(사후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어선 및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제21조(등록의 신청등)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5. 삭제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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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7. 삭제
②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2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ㆍ출항하는
항ㆍ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ㆍ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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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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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③ 삭제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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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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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ㆍ허가기관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4. 중앙전파관리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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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2조의2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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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

삭제

제59조의4

삭제

제59조의5

삭제

제59조의6

삭제

제59조의7

삭제

제60조

삭제

제60조의2

삭제

제60조의3

삭제

제60조의4

삭제

제60조의5

삭제

제60조의6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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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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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1.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ㆍ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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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제69조의7(휴업·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ㆍ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ㆍ어선건조(건조
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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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어선관리지원법 시행규칙 구성(안)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해당 증서등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증서등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2. 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3조의2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

삭제

Ⅴ

어선안전 고도화를 위한 어선법 구조개편 연구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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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연구소

제5장 부 록
제1절 (가칭)어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 구조문 대비표
<표 5-1>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

제1조(목적) ----------- 등록ㆍ설비ㆍ지원ㆍ

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거래 ----------------------------------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

---------------------------------------

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어선 및 설비 자동화사업(이하 “자동화사
업”이라 한다)”이란 어선의 연구, 조사, 개
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어업의 기술 향상
과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은 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다.

마다 어선 및 설비 자동화 기본계획(이하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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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정

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어선건조 및 설비제작 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2. 어선 및 설비의 안전과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어선 및 설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
항
4. 어선 및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정비 등에 관
한 사항
5. 어선건조, 설비제작 및 정비에 관한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어선 및
장비 자동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어선
및 설비 자동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
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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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정

안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

<삭

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
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
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
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
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
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
여야 한다.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제4조(어선 정책심의회) ① 어선 및 설비 자동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선 및 설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

자동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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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
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

정

안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촉진
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
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
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어선 및 설비 자동화와 자동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
업인, 어선 및 장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
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
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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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
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
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
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

<삭

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
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
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
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
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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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
<신 설>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

정

안

<삭 제>
제2장 어선의 건조 및 등록
<삭 제>
<삭

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
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
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

①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

-------------------------.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 존재여부가 불명할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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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
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
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
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
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
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생 략)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신 설>

정

안

----------------------------------------------------------------------------------------------------------------------------------------------------------------------

.
1. ∼ 3. (현행과 같음)
4. ------------- 「어선안전관리법」제17
조제1항제1호ㆍ제2호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어선의 지원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

제21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

및 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

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선 및 설비의 공동이

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용사업자에게 그 어선 및 설비의 구입과 부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
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
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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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
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
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
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22조(어선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어선

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

및 설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어선 및 설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어

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

선 및 설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

어선 및 설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

하지 아니하다.

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
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
(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
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
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

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②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는 여성어업인 및
고령어업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
람을 우선하여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의 대
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 임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선 및 설비 전문
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어업
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어선 및 설
비 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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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
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
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
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
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
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
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에 따라 미리 임대용 어선 및 설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어선 및 설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
업 시행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어선 및 설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제23조(중고어선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

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어선 및 설비유통

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

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

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

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신 설>

1. 중고 어선 및 설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
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어선 및 설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어선 및 설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어선 및 설비의 유통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고어선 및 장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

제24조(어선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

치단체는 어선 및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어

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

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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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

해당 어선 및 설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

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

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

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
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
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
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
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
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
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
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
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
매한 어선 및 설비를 어선 및 설비 임대사업
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 및 설비의 시장가격 산
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삭

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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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
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
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
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
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
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

<삭

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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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제25조(임대 어선의 보관 및 운영) ① 국가나

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어선 및 설비를 효

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

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

임대 어선 및 설비 보관소(이하 “보관소”

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
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
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
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
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
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
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
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
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
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
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
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
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
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
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
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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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
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
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
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
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
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

제26조(어선 관리대장)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

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선 및 설비 임대사업자는 어선 및 설비의 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선 및 설비를

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

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및 장비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
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
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
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
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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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
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
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
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삭

제>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
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
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
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
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

제27조(사후관리) ①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되

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는 어선 및 설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발급한다.

판매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
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
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
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
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

따라 그 어선 및 설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
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 및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
로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시
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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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
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
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
우에는 예비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
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
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
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
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
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
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

제28조(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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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
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삭

제>

<삭

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
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
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
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
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
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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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

---------------------------------------

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

--「어선안전관리법」제9조--------------

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

---------------------------------------

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

--------------------------------.

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ㆍ4. (생 략)
④ ∼ ⑥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1조의3(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어선안전관리법」제17조----------3.ㆍ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

할 수 없다.

1. (생 략)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3.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4조(신기술 어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
기술을 이용한 어선 및 설비의 개발과 보급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
용에 적합한 어선 및 설비를 신기술 어선 및
설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
정ㆍ고시된 신기술 어선 및 설비를 생산하
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
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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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제6장 보칙
략)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
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
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
다.
③ (생 략)

② ---------------------------------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

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

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행여부를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

확인 하기위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ㆍ안전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제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

69조, 제73조 및 제74조--------------------. ---------------------------.
③ (현행과 같음)

항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지도ㆍ단속ㆍ안
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 중인 어선에 대하여 확인
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2. 항행ㆍ조업ㆍ정박 및 계류 중인 어선에 대
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어선안전관리법」제45조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
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어선안
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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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어선안전
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
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어
선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어선
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
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
면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ㆍ감독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제38조(청문) -----------------------------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
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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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
지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
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
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
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
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
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
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
하는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
는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
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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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
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
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
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
는자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
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
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
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
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

<삭

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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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

<삭

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
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
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
측정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
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
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
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
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
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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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삭 제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
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
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
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
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
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
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
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
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6조제1항, 제17

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조, 제18조, 제19조 및 「어선안전관리법」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

제20조 규정규정------------------------

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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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 -----------------------------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

---------------------------------------

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5. (생 략)
제9장 벌칙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3조(수요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동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어선 및 설

의 벌금에 처한다.

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
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
무를 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어선 및
설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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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그 이
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건조업자
및 설비의 제조업자에게 어선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조(자동화사업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단체는 어선 및 설비 자동화사업을 촉진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
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
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
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
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
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
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
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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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
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
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
한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
사증서ㆍ 임시항행검사증서ㆍ 건조검사증
서 ㆍ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
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
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9.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
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
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삭

제>

<삭

제>

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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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
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

제50조(벌칙의 적용) -----------------------

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

---------------------------------------

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 「어선안전관리법」제52조에서 같다--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

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

------------------------ 「어선안전관리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

법」제52조에서 같다-------------------.

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
가,

<삭

제>

<삭

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3조(과태료) ①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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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
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
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
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
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
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
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
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
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 11. (생 략)
③ (생 략)

정

안

1. 「어선안전관리법」제7조제2항---------------------------------------------------------

2. -------------- 「어선안전관리법」제9
조제2항------------------3. -------------- 「어선안전관리법」제1
0조제1항 -------------------------------

4. -------------- 「어선안전관리법」제1
0조제3항--------------------------------------------------------------------------------------------------------------------

② ---------------------------------------------------------------.
1. 「어선안전관리법」제8조제4항 ----------------------------------------------------------------------

2. ∼ 6. (현행과 같음)
7. ------------- 「어선안전관리법」제17
조제1항------------<삭 제>
<삭 제>
8. 「어선안전관리법」제25조------------------------------------------------------------------------------------------

9.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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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타분야 분법 사례
1. 항공법
분법으로 항공법 규정 이관 및 구성 내용
<표 5-2> 항공법 규정 이관 및 구성 표
항공법

제2장 항공기
제3장 항공종사자
제4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제14116호, 2016. 3. 29., 제정]제14113호, 2016. 3. 29., 제정]
제2장 항공기 등록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제2절 공항
제3절 공항운영증명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제2장 항공운송사업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7장 항공기취급업 등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8장 외국항공기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장 외국항공기

제8장의2 삭제 <2005. 11.
8.>
제9장 경량항공기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9장 보칙 <개정 2009. 6.
9.>
제10장 벌칙
부칙<법률
제14114호,2016. 3. 29.>

제7장 보칙

제11장 보칙

제5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법률
제14115호,2016. 3. 29.>

제12장 벌칙
부칙<법률
제14551호,2017. 1. 17.>

제6장 벌칙
부칙<법률
제14113호,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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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으로 항공법 규정 이관 및 구성 내용 상세
<표 5-3> 항공법 규정 이관 및 상세 구성표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제14116호, 2016. 3. 29., 제정]제14113호, 2016. 3. 29., 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제2조의2(임대차 항공기에

수립)

적용 특례)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적용 특례)

적용 특례)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제2조의4(국가기관등항공

수립)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기의 적용 특례)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이양의 적용 특례)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

획의 수립)

획의 수립 등)

제2조의6(항공정책위원회
의 설치 등)
제2장 항공기 <개정 2009.

제2장 항공기 등록

6. 9.>

제7조(항공기 등록)

제3조(항공기의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4조(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5조(소유권 등의 등록)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7조

제12조(항공기

제8조(등록 사항)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9조(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제10조(변경등록)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제11조(이전등록)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12조(말소등록)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제13조(등록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발급청구 등)

제17조(항공기

제14조(등록기호표의 부착)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5조(감항증명)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표시)

감항승인)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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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형식증명)

형식증명 등

제17조의2(수입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제20조(형식증명)

제17조의3(제작증명)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18조(감항증명

제22조(제작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제19조(수리ㆍ개조승인)

유지)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제24조(감항승인)

형식승인)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명)

변경에 따른 요구)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27조(기술표준품

제21조

형식승인)

제22조(항공기등의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정비등의 확인)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2(항공기 등에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의 변경신고 등)
제23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제24조(경량항공기 등)
제3장 항공종사자 <개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2009. 6. 9.>

제34조(항공종사자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자격증명 등)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제36조(업무범위)

제27조(업무 범위)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9조(모의비행장치를

제29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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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지정ㆍ육성)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제한)

정보수집ㆍ관리의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

전산처리)

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30조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교육증명)

제31조의2(항공전문의사의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

지정 등)

증명)

제31조의3(항공전문의사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지정의 취소 등)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제32조(항공신체검사명령)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제33조(자격증명ㆍ항공신

지정 등)

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제34조(계기비행증명 및

지정 등)

조종교육증명)

제50조(항공전문의사

제34조의2(항공영어구술능

지정의 취소 등)

력증명)
제35조(항공기의 조종연습)
제36조(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제37조
제4장 항공기의 운항 <개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2009. 6. 9.>

제51조(무선설비의

제37조의2(항공안전기술개

설치ㆍ운용 의무)

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제53조(항공기의 연료)

제38조의3(공역위원회의

제54조(항공기의 등불)

설치)

제55조(운항승무원의

제38조의4(항공교통안전에

비행경험)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협조)

제57조(주류등의

제38조의5(전시 상황

섭취ㆍ사용 제한)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제39조(국적 등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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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선설비의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설치ㆍ운용 의무)

제60조(사실조사)

제40조의2(경량항공기의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무선설비 설치ㆍ운용 의무)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제41조(항공계기 등의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64조(모의비행장치를

제42조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42조의2

제65조(운항관리사)

제43조(항공기의 연료 등)

제66조(항공기

제44조(항공기의 등불)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45조(운항승무원의 조건)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제46조(승무시간 기준 등)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제47조(주류등)

금지행위 등)

제48조(신체장애)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등)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제49조의2(항공기사고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지원계획서)

용기의 검사 등)

제49조의3(항공안전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의무보고)

교육 등)

제49조의4(항공안전

제73조(전자기기의

자율보고)

사용제한)

제50조(기장의 권한 등)

제74조(회항시간

제50조의2

연장운항의 승인)

제5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를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52조(운항관리사)

제77조(항공기의

제53조(이착륙의 장소)

안전운항을 위한

제54조(비행규칙 등)

운항기술기준)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등

제56조(긴급항공기의 지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제57조

등)

제57조의2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제58조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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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험물 운송 등)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협조)

용기의 검사 등)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공역관리)

교육 등)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61조의2(전자기기의

제공 등)

사용제한)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제62조

지시의 준수)

제63조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제64조

등)

제65조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의 취소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69조의3(수직분리축소공
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제5장 항공시설 <개정 2009.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6. 9.>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제1절 비행장과

수립)

항행안전시설 <개정 2009.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6. 9.>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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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비행장 및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원회)

제75조의2(이착륙장)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6조(고시 등)

제7조(실시계획의

제77조(비행장 및

수립ㆍ승인 등)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8조(비행장 및

등)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79조(비행장 및

등)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휴지ㆍ폐지ㆍ재개)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제80조(비행장 및

등)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12조(토지등의 수용)

제80조의2(항행안전시설의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성능적합증명)

위탁)

제80조의3(항공통신업무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1조(허가의 취소)

제16조(비용의 부담)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제82조의2(항공학적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검토위원회)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설치 등)

제20조(준공확인)

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

제85조(금지행위)

의 귀속 등)

제86조(사용료)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제87조(비행장설치자 등의

제23조(재정지원)

지위승계)

제24조(공항시설 및

제88조(명령에의 위임)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절 공항 <개정 2009. 6.
9.>

제25조(이착륙장)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제89조(공항개발 중장기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제90조(종합계획 등의 변경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등)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91조(종합계획 등의 고시)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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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행위제한 등)

등의 권리 변동)

제93조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제30조(관리대장의

시행자)

작성ㆍ비치)

제95조(실시계획의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수립ㆍ승인 등)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제97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등)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98조(토지등의 수용)

제35조(항공학적

제99조(국유지의 처분제한

검토위원회)

등)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제99조의2(토지의

설치 등)

매수청구)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제99조의3(매수청구의

등화의 제한)

절차 등)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제99조의4(비용의 부담)

제39조(공항운영규정)

제100조(토지매수업무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등의 위탁)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제101조(부대공사의 시행)

등)

제102조(공항개발사업의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대행)
제103조(파손자 부담금)

지위승계)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104조(준공확인)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사용료의 면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05조의2(공항시설관리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권)

완성검사)

제105조의3(공항시설관리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권의 성질)

변경)

제105조의4(저당권 설정의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특례)

관리)

제105조의5(권리의 변동)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제106조(공항시설

비행검사)

관리대장)

제49조(항행안전시설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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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행위)

제50조(항행안전시설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사용료)

제108조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

제108조의2(저소음운항절

자등의 지위승계)

차 등)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제109조

성능적합증명)

제109조의2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제110조(감독)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1조(준용 규정)
제3절 공항운영증명 <신설
2003. 7. 25.>
제11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
제111조의3(공항운영규정)
제111조의4(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111조의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111조의6(과징금의 부과)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
의 운항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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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
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제2장 항공운송사업

<개정 2009. 6. 9.>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기준)

공개)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제112조의3(운송약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제113조(면허기준)

결격사유 등)

제113조의2(면허 관련 의견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수렴)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지원계획서)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

여부 조사)

의 운항증명)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및 요금의 인가 등)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제116조(운항규정 및

배분 등)

정비규정)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배분 등)

인가 등)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제118조(운수권의 배분 등)

배분 등)

제118조의2(영공통과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이용권의 배분 등)

운항개시 의무)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를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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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대여금지)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자 보호 등)

양도ㆍ양수)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

제22조(법인의 합병)

스 평가 등)

제23조(상속)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자 보호기준)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120조(사업계획)

제26조(항공운송사업 면허

제120조의2(사업계획의

등의 조건)

준수 여부 조사)

제27조(사업개선 명령)

제121조(운수에 관한 협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등)

면허의 취소 등)

제122조(사업개선명령)
제123조(면허대여 등의

제29조(과징금 부과)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금지)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제124조(사업의

보호 등)

양도ㆍ양수)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제125조(사업의 합병)

등)

제126조(상속)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제127조(휴업ㆍ휴지)
제128조(폐업ㆍ폐지)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평가 등)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130조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
제133조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35조(면허 등의 조건 등)
제136조
제7장 항공기취급업 등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개정 2009. 6. 9.>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137조(항공기취급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제137조의2(항공기정비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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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

제138조의2(정비조직인증

의 운항개시 의무)

의 취소 등)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8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39조(상업서류 송달업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

양도ㆍ양수)

제140조(항공기대여업)

제35조(법인의 합병)

제140조의2(항공레저스포

제36조(상속)

츠사업)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

휴업)

용사업)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제142조(준용 규정)

폐업)

제143조(한국항공진흥협회

제39조(사업개선 명령)

의 설립)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과징금 부과)
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의 등록)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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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
업의 등록)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
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

제8장 외국항공기 <개정

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

제8장 외국항공기

2009. 6. 9.>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00조(외국항공기의

제144조(외국항공기의

제54조(외국인

항행)

항행)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101조(외국항공기의

제145조(외국항공기의

제55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국내 사용)

유상운송)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제146조(군수품 수송의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

금지)

유상 운송 금지)

송사업자에 대한

제147조(외국인

제57조(외국인

운항증명승인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제147조의2(안전운항을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위한 외국인

제59조(외국인

의 준수사항 등)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

사항 등)

취소 등)

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제148조(외국항공기의

제60조(외국인

정지 등)

유상운송)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

제149조(외국항공기의

준용규정)

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국내 운송 금지)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유상운송에 대한

제151조(증명서 등의 인정)

운항안전성 검사)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8장의2 삭제 <2005. 11.
8.>
제9장 경량항공기

- 194 -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제14116호, 2016. 3. 29., 제정]제14113호, 2016. 3. 29., 제정]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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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제14116호, 2016. 3. 29., 제정]제14113호, 2016. 3. 29., 제정]
변경신고 등)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제9장 보칙 <개정 2009. 6.

육성)
제7장 보칙

제11장 보칙

제5장 보칙

9.>

제70조(항공보험 등의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55조(출입ㆍ검사 등)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가입의무)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제56조(금지행위)

제153조의2(재정 지원 등)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57조(시정명령 등)

제154조(권한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134조(청문)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위임ㆍ위탁 등)

제72조(수수료 등)

제135조(권한의

제59조(과징금의 부과)

제154조의2(청문)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위임ㆍ위탁)

제6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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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제14116호, 2016. 3. 29., 제정]제14113호, 2016. 3. 29., 제정]

제155조(수수료 등)

등)

제136조(수수료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제15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74조(청문)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제62조(청문)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무원 의제)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제76조(벌칙 적용에서
제10장 벌칙 <개정 2009. 6.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12장 벌칙

제6장 벌칙

9.>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제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위험 발생의 죄)

관한 죄)

등의 죄)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등에 관한 죄)

위험 발생으로 인한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위험 발생의 죄)

제79조(외국인

치사ㆍ치상의 죄)

제158조(항행 중 항공기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위험 발생으로 인한

업무 등에 관한 죄)

등의 죄)

치사ㆍ치상의 죄)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제141조(미수범)

제159조(미수범)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제160조(과실에 따른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권리행사 방해의 죄)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82조(양벌규정)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이탈의 죄)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84조(과태료)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제161조의2(공항운영증명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에 관한 죄)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제161조의3(주류등의

위반에 관한 죄)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46조(주류등의

제162조(무표시 등의 죄)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63조(승무원 등을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위반에 관한 죄)

제164조(무자격자의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65조(무자격 계기비행

제149조(과실에 따른

등의 죄)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65조의2(수직분리축소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제151조(승무원을

운항한 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권리행사 방해의 죄)

등의 죄)

제167조(기장의 항공기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이탈의 죄)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68조(기장의 보고의무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운송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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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67조(업무방해 죄)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정]제14116호, 2016. 3. 29., 제정]제14113호, 2016. 3. 29., 제정]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직무에 관한 죄)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170조(비행장 불법 사용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죄)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1조(항행안전시설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

무단설치의 죄)

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죄)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58조(기장 등의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불법 사용 등의 죄)

죄)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직무에 관한 죄)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제175조(운항증명 등에

사용 등의 죄)

관한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제176조(외국인

불법 사용 등의 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등에 관한 죄)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제164조(양벌규정)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78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66조(과태료)

제178조의2

제167조(과태료의

제179조(양벌 규정)

부과ㆍ징수절차)

제180조
제181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81조의2(과태료)
제182조(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제183조(과태료)
제183조의2(과태료)
제183조의3(과태료)
제183조의4(과태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부칙<법률

부칙<법률

부칙<법률

부칙<법률

제14114호,2016. 3. 29.>

제14115호,2016. 3. 29.>

제14551호,2017. 1. 17.>

제14113호,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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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법
분법으로 철도법 규정 이관 및 구성 내용 상세
<표 5-4> 분법 철도법 규정 이관 및 구성 상세 내용 표
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설치와운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운송)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공용철도와
전용철도 <개정 2003. 12.
31.>)
제6조 (인가)
제7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의 고시)
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등)
제8조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제9조 (부당취급에 대한
이의)
제9조의2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2장 여객운송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10조 (운송의무)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조성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제10조의2

고시)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

제11조 (승차권의

제5조 (면허 등)

및 추진체제

제7조 (안전관리규정)

소지확인)

제6조 (면허의 기준)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제8조 (비상대응계획)

제7조 (결격사유)

제5조

제9조 (종합안전심사)

운임의 반환)

제8조 (운송개시의 의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제13조 (승차권검사)

제9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14조 (역이외의

등)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지역에서의 하차금지)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15조

제11조 (철도사업약관)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제12조 (승차권의 교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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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16조 (부가운임의 징수)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확대)

제17조 (열차안에서의

제13조 (공동운수협정)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여객의 금지행위)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제9조

제18조 (객차내에의

등)

(철도산업전문인력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제15조 (사업의

교육ㆍ훈련 등)

휴지ㆍ폐지)

제10조

제16조 (면허취소 등)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제17조 (과징금처분)

등)

제18조 (철도차량표시)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등)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촉진)

준수사항)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준수사항)
제23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24조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책임)
제25조 (철도차량의 관리에
제3장 화물운송

관한 책임)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제3장 철도종사자의

제1절 통칙

제26조 (철도서비스의

보호

안전관리

제19조 (화물의 구분)

품질평가 등)

제14조 (철도안전)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제20조 (운송수탁의무)

제27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제15조 (철도서비스의

제11조 (결격사유)

제21조 (운송순서)

활용)

품질개선 등)

제12조 (신체검사)

제22조 (화물의 종류 및

제28조 (우수철도서비스

제16조 (철도이용자의

제13조

성질의 명시와 검사)

인증)

권익보호 등)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제23조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제14조

위탁)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지정취소ㆍ정지)

제31조 (철도시설의

제15조 (적성검사)

공동활용)

제16조 (교육훈련)

제32조 (회계의 구분)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33조 (벌칙적용에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

제24조 (화물의 연착)
제25조 (인도불능화물의
소유권귀속)
제26조 (화물의 창고임치)
제27조 (운송계약해제)
제28조 (연대운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법규)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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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29조 (연대운송의 경우의

제20조 (운전면허의

운송장과 화물상환증의

취소ㆍ정지 등)

교부)

제21조 (운전업무수행의

제30조 (운임의 소멸시효)

필요요건)

제2절 대화물운송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제31조 (탁송절차)

필요요건)

제32조 (화물운송장등본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교부)

등의 관리)

제33조

제24조 (철도종사자의

(화물운송통지서교부)

안전교육)

제34조 (화물상환증교부)
제35조
(화물상환증분실시의
화물인도방법)
제36조
제37조 (화물운임의 지불)
제38조 (부가운임징수)
제39조
제40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의 부담등)
제41조 (화물의 도착통지)
제42조 (화물의 멸실,
훼손통지)
제43조 (불수취화물의
처분최고)
제44조 (화물탁송취소에
대한 위약금청구)
제45조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송환,
도착역등의 변경)
제46조 (운송중단시의
운임조치)
제3절 소화물운송
제47조 (소화물)
제48조 (소화물취급의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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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49조 (소화물의 인도)
제50조 (보관료청구)
제51조 (소화물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제4절 수화물운송
제52조 (수화물)
제53조 (수화물운송)
제54조 (수화물탁송의
금지품)
제55조 (보관료청구와 다른
규정의 준용)
제5절 화약류운송
제56조 (화약류)
제57조 (운송금지화약류)
제58조 (운반허가증검열)
제59조 (화약류의 포장)
제60조 (호송인요구)
제61조 (화약류도착후의
조치)
제6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6절 삭제<개정
1993ㆍ12ㆍ27>]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절 삭제<개정
1993ㆍ12ㆍ27>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4장 철도경영자의 책임

제4장 전용철도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제4장 철도시설 및

제72조 (화물의 멸실ㆍ훼손

제34조 (등록)

추진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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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또는 연착으로 인한

제35조 (결격사유)

제1절 기본시책

제25조 (철도시설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제17조

안전기준)

제73조

양도ㆍ양수 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제26조 (철도차량의

제74조

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기본방향)

안전기준)

제75조 (화물불인도시의

상속)

제18조

제27조 (철도용품의

손해배상)

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

품질인증)

휴지ㆍ폐지)

획의 수립 등)

제28조 (품질인증기관)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제19조 (관리청)

제29조 (승계)

개선명령)

제20조 (철도시설)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40조 (등록취소ㆍ정지)

제21조 (철도운영)

등)

제41조 (준용규정)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제31조 (품질인증의

처리

사후관리)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제32조 (표시제거 등의

등)

명령)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제34조 (표준화)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5조 (철도차량의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성능시험)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제36조 (철도차량의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제작검사)

성질)

제37조 (철도차량의

제28조 (저당권 설정의

사용내구연한)

특례)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29조 (권리의 변동)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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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5장 철도보호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제76조

활용ㆍ지원 등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철도보호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제42조 (점용허가)

비용부담)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건축ㆍ굴착공사 등의 제한)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제40조 (열차운행의

제77조

대행)

위탁)

일시중지)

제78조

제44조 (점용료)

제39조 (청문)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철도용지내통행금지)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음주제한 등)

제79조 (공중 또는 여객에

이전)

제42조 (위해물품의

대한 퇴거집행)

제46조 (원상회복의무)

휴대금지)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6조 (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2조 (위원회의 업무)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 (위원의 임기)
제5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56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57조 (회의 및 의사)
제58조 (직무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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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59조 (사무기구)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
제61조 (사고보고)
제62조 (철도사고등의 조사
등)
제63조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제6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65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66조
(철도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67조 (정보의 공개금지)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70조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장 보칙

제72조 (재정지원)
제8장 보칙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48조 (수수료)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7조 (권한의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6장 벌칙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80조 (신호기등에 대한

제4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78조 (벌칙)

벌칙)

- 205 -

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제50조 (양벌규정)

제41조 (양벌규정)

제79조 (형의 가중)

대한 벌칙)

제51조 (과태료)

제42조 (과태료)

제80조 (양벌규정)

제82조 (전염병환자승차에

제52조 (과태료규정의

대한 벌칙)

적용특례)

제81조 (과태료)
부칙<법률 제6955호,2003.

제83조 (범칙화주에 대한

7. 29.>

벌칙)

부칙<법률 제7303호,2004.

제84조

12. 31.>

(법령위반위험품탁송자에
대한 벌칙)
제85조 (발포하거나 돌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
제85조의2 (물건방치에
대한 벌칙)
제86조 (보호지역안의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
제87조 (승차여객에 대한
벌칙)
제87조의2 (승차권없이
승차한 자등에 대한 벌칙)
제87조의3
(승차권전매자에 대한 벌칙)
제88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칙)
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등에 대한 벌칙)
제90조
(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91조 (직무태만 또는
의무위반 철도직원에 대한
벌칙)
제92조 (차단, 횡도개통의
태만과 왕래방해에 대한
벌칙)
제93조 (형의 가중)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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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률 제7245호,2004.
10. 22.>

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시행 2005. 1. 1.]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시행 2003. 10. 30.] [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303호, 2004. 12. 31., 제정]제6955호, 2003. 7. 29., 제정]제7245호, 2004. 10. 22., 제정]
타법개정]
제94조 (감독)
제95조 (면허의 효력)
제96조 (전용철도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제96조의2 (수수료)
제9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부칙<법률 제7052호,2003.
12. 31.>(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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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선법 시행령 개정 수요((안 제16조) 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현황 및 문제점)어선법 시행령 제16조(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 업무 등을 어업관리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어업관리단별 관할구역이
광활하여 효율적인 등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
<표 5-5> 어업관리단별 관할구역
구분

해당 지역
경남(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전남(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남해어업관리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제주(제주시, 서귀포시)
부산시(서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울산시(남구, 동구,

동해어업관리단

북구, 울주군),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경상남도(창원시, 거제시)
인천시(남동구청, 강화군, 옹진군, 연수구),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

서해어업관리단

충청북도, 충청남도(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전라북도(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세종시

(개정사유) 부동산 공인중개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에 권한을 위임하여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나, 어업관리단의 부족한 지역 네트워크로 인해 등록 및 관리등에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힒듬
이에 각 지역 시·군·구에 권한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후관리 가능
(개정내용)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기대효과)해당 시·군·구에서 어선중개업의 효율적인 관리 기대
<표 5-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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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자증서 시행 검토(안)
o 전자증서 개요
전자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임.
- MO는 종이증서로 인한 이해관계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증서 사용 지침을 제정함
(IMOFAL.5/Circ.39/Rev.2-Guidelines for use of Electric Certificates, `16.05.06))
- 전자증서 사용 지침의 주요내용 : 전자증서 도입 목적, 정의, 기능, 검증 등

전자증서의 장점
- 쉽고 안전한 전자증서로 이해관계자들은 증서의 관리, 공유 및 저장이 편리해짐

<표 5-7> 전자증서 시행 절차
구분

증서의 발행

증서의 발송

증서의 보관

전자증서는 고유식별번호, QR
code 및 전자서명이 포함된 형태
절차

로 발행
전자증서의 유효성은 Online을

발행(이서)된 전자증서는 본선에

발행(이서)된 전자증서는 e-mail

서 승무원에 의해 PDF 형식의 파

을 통해 전달

일로 보관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장점

증서관련 고객의 업무시간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미발생

이 절감

증서 발행 후, 본선에 실시간 전달

(발송/출력/스캔/저장)

가능

증서관련 PSC 문제 최소화

원본증서의 분실 및 훼손가능성

(Seal불량, 이서누락, 증서분실 등)

제거

유효한 원본증서를 전세계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확인 및
저장 가능
증서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 경감
과 문서의 효율적 관리 가능(No
paper)

국내법 현황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 : `20.6.17., 시행 : `20.12.18.)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 `20.3.7.~5.18/ 법제처 심사 중)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입법예고 : `20.3.20.~5.1. / 법제처 심사 중)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 ‘20.9.2~9.23.)

전자증서 도입의 위한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어선법시행규칙)
<표 5-8> 전자증서 도입(안)
현행

개정안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①(생략)---------------------------------

- 209 -

현행

개정안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②(생략)---------------------------------

1.>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신설> ③ 제1항의 각 호의 서식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
확인증 및 제한하중 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 5. 1.>

o 전자증서 발행 절차 및 검증
검사 완료 후 발행된 최신의 증서는 Online을 통해 제공
- ① 검사 완료 후 증서 발급 ② Online 업로드 ③증서 공유/전달 ④증서 보관

[그림 5-1] 전자증서 발행 절차 및 검증

- 210 -

발행된 전자증서는 문서 위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
호 및 QR코드로 구성됨
증서의 유효성은 고유식별번호와 증서번호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증서검증 웹사이
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그림 5-2] 전자증서 QR코드 사용 및 웹사이트 조회
* 한국선급(KR) 입급선(HYUNDAI FORCE) ILL Cert. 하단 고유식별번호 및 QR코드

- 211 -

제5절 입증책임 리스트(2020년 상반기)
연번

법령명

규제내용(기존)

정비내용(개선)

1

어선법 제2조

2

어선법 제5조의2

3

어선법 제19조

4

어선법 제31조의3

5

어선법 제41조

6

어선법 제42조

7

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의2

8

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

어선 총톤수 측정 시 관련서류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9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

어선 국제톤수증서발급에 따른 서류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0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어선등록시 서류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1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검사 시 서류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2

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3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

특별검사 신청서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4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임시검사신청서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5

어선법 시행규칙 제48조

임시항행검사 신청서등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6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

건조검사 신청서등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7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

농림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일부개선

18

어선법 시행규칙 제53조

별도건조검사 신청서 등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19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

도면승인 신청서등 제출

전자문서 가능

일부개선

20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조기계

단조기계(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기계) (알기 쉬운
법령정비)

일부개선

138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존] 어선 중간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

[개선] 선령계산 기준, 검사증서 유효기간 명시

일부개선

어선에 포함여부가 ‘기능’ 및 ‘등록여부’로 동시에 규정, 지도·단속업무 수행 어선 정의를 등록한 선박으로 일원화하고, 지도·단속 종사선박은 어선에
선박도 어선으로 규정
서 제외 검토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동시에 정하도
조문 명확화
록 규정
어선이 행방불명일 때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어선의 존재여부가 불명할 때로 수정

어선중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 규정

어선중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단에 대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 검사 가능

공단의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명확화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무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 의무는 관련법에서 규정
규정
경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자체의 무게)상태 (알기 쉬운
경하상태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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