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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 of marine accident and disaster rate of crew of Korean fishing vessels by vessel type, 
and checked the Australia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t regulation in Korea to suggest measures to build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oastal/offshore fishery. As a result, the power and 
production amount of Korean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is consistently decreasing while marine accident is increasing. 
Disaster rate of crew was higher than land industry, especially, the disaster rate of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was very 
high (100.0‰). Australia applies safety management system differed by vessel type and operation waters which full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pertinent vessel. The average accident rate of fishing vessels with gross tonnage over 20 tons among 
the Korean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was 13.6%,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ishing vessels with gross tonnage 
below 20 tons (1.4%). Such result indicates it is urgent to implement safety management system to fishing vessel with 
gross tonnage over 20 tons and introduce fishing vessel safety supervisor. Establish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will contribute to consistent industrial development by achieving the general goal of reducing 
marine accident and spreading saf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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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선원의 구인난 및 고령화, 재해율 높은 근로 환경

의 노출 등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

다(KMI, 2017).
정부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차(2012~2016) 기본계획 기간 중 전체 

해양사고의 91.4%가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으로 나

타났으며, 어선의 해양사고는 2012년 1,315건에서 2016
년 1,794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어선분야는 선박의 노

후화, 선원의 고령화 및 외국인 선원 증가 등으로 안전관

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국가해사

안전기본계획에는 어선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세부과제

로 설정하였다(MOF, 2017).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인적과실(Human error)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ISM  Cod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시행을 강제화하

였다. 2012년에는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STCW-F협약이 발효되었고, 케이프타운 협정을 통

하여 어선안전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 발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어선 안전관리를 위

한 별도의 체제 운영 또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본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6; Ryu, 2018). 
그러나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운항 관련 규정에는 운항 

및 조업 통제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에 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재되어 있는 어항 분포 특성과 연근해어선의 운항여

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선박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비어선(여객선, 화

물선)에 적용되는 ISM Code를 중심으로  Noh and 
Chong(2005)의 내항선안전관리규약(CSM Code)의 도

입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수립에 관한 연구, Noh and 
Kim(2006)의 ISM Code의 국내도입 성과에 관한 연구, 
Yang and Noh(2010)의 ISM Code 도입에 따른 국내 해

양사고 및 보험율 변화에 대한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어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원양어선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로 Lee et al.(2016)이 있

으나 원양어선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 선박 척수가 많고, 

사고율이 높은 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와 어

업경영 환경 악화의 어려움 속에서 1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연근해어

업의 해양사고 및 선원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환경을 고려한 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제 구

축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및 방법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안

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KMST, 2017)를 분석하였다. 
선종별 선원의 재해현황과 사고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선원통계연보의 선원사고·재해보상 및 보험가입현

황 통계(KSWEC, 2016)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연근

해어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관리체제 방안 도출을 위하

여 선종별·운항해역별로 안전관리체제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호주의 선박국가표준 및 안전관리체제

(AMSA, 2016)를 확인하고, 국내의 연근해어선의 운항

과 관련된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선박

통제규정 및 어선안전조업법(안)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근해어선 현황

어선세력 및 생산량

Table 1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근해어선 척수 

및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MOF 2018). 2016년 연근해 

Years Vessels Catch(M/T)
2005 87,554 1,097,041
2006 83,358 1,108,815
2007 87,796 1,152,299
2008 78,280 1,284,890
2009 75,247 1,226,966
2010 74,669 1,132,536
2011 73,427 1,235,489
2012 72,922 1,091,034
2013 69,326 1,044,697
2014 67,191 1,059,173
2015 66,234 1,058,319
2016 66,067 929,814

Table 1. Number of Korea costal & offshore fishing vessels and
product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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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량은 약 92만 M/T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1986년
(173만 M/T) 대비 46.5%가 감소하였고, 2011년 이후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생산량 감소 경향의 고

착화와 추가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전까지 연근해 등록 어선척수는 80,000여 

척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6년 말 

기준 66,067척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연근해 어선

의 감소는 정부 주도의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감척 

사업과 수산 자원량 감소 및 출어경비 상승으로 인한 

어업경영 여건의 악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사고 현황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선과 비어선의 등록선박 척수 및 해양사고 발생 척수, 
사고율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등록선박 척수는 2012년 

75,031척에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선박 척수 및 사고율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 선박척수 중 어선의 비중

은 평균 71.9%로, 2016년의 경우 사고 선박 2,224척 중 

어선이 1,794척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하였다. 해양

사고 통계상에서는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사고 건수

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지만, 원양어선의 척

수(2016, 289척)를 감안한다면 통계상의 어선 해양사고

는 대부분 연근해어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선에 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파급력이 크게 나타나는 비어선의 

사고 발생율이 어선 사고율 대비 2배 이상인 점은 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이 비어선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사망자의 72.8%가 어

선에서 발생하였고, 어선에서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한 

인명피해의 원인으로는 충돌, 인명사상, 화재 및 폭발, 
좌초 순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원 사망사고의 원인은 

인명사상, 충돌, 침몰 순서로 나타났다(KMST, 2017). 
해양사고 통계 원인 분류상의 인명사상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일반적

인 선박운항 외에 어로작업 및 어획물 처리 작업이 부가

되는 어선의 운용 특수성에 따라 인명사상의 원인이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해율 현황

산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상자 수를 나타내는 천인율을 구하여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발표된 2015
년과 2016년 선종별 승선원 수 및 재해 현황을 구분하였

고, 재해보상 인원에 선종별 선원수를 이용하여 선종별 

재해 천인율(‰)을 구하여 Table 3으로 나타내었다.
2015년도 업종별 직무상 재해 천인율은 연근해어선

에서 1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취업어선, 내
항선, 원양어선 등의 순으로 전체 재해 천인율 평균은 

69.3‰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연근해어선이 10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62.4‰로 확인되

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16년 전체 산업 재해 

천인율 평균이 4.9‰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원은 선종에 

관계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연근해어선의 재해 천인율이 10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협의 보험지급 현황을 

통한 연근해어선 선원 재해 현황을 연구한 Kim et 
al.(2014)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선원 사고 사망률은 10.
6‰로 다른 산업의 전체 사망률 1.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와 재해 저감

Year
Fishing vessel Non-fishing vessel Total

A B B/A A B B/A A B B/A
2012 75,031 1,315 1.8 % 9,435 539 5.7 % 84,466 1,854 2.2 %
2013 71,287 839 1.2 % 9,360 467 5.0 % 80,647 1,306 1.6 %
2014 68,417 1,029 1.5 % 9,313 536 5.8 % 77,730 1,565 2.0 %
2015 67,226 1,621 2.4 % 9,274 741 4.9 % 77,691 2,072 2.7 %
2016 1,794 9,182 755 4.7 % 2,224

A : Number of registered vessels     B : Number of vessels occurred marine casualties

Table 2. Status of occurred marine casualties in recent 5years in Korea



68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rs and Ocean Technology

■ 류경진ㆍ김형석ㆍ이유원ㆍ안영수

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도입의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선종에 따라 근로의 환경은 상이하지만, 해당 선박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ISM Code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체

제(Ship Management System: SMS)를 시행하고 있는 외

항선의 2년 평균 재해율이 17.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안전관리체제 시행이 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보여 준다. 또한 선행된 Yang and Noh(2010)의 

연구에서 ISM Code 도입에 따른 국내 해양사고 및 보험

율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 해양사고와 보험요율이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호주의 어선 안전관리

호주는 해상안전법(Marine Safety National Law Act 
2012)에 자국 내 상업 선박(Domestic Commercial 
Vessels)의 운항, 설계, 구조 및 장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선박의 안전, 선박과 해상 안전 장비 및 

선박 운영을 보장하고, 선박 소유주와 선장에 대한 안전 

의무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여 선박

의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
을 구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AMSA, 2014). 2002년에

는 선박 운영, 설계 및 건조에 관한 상업 선박의 국가표

준(National Standard for Commercial Vessels: NSCV)이 

도입되었고, 선박의 종류에 따라 여객선, 여객선 이외의 

선박, 어선, 개조나 수리의 목적으로 임대된 선박 등 4개
의 범주로 구분하고, 운항 해역에 따라 적용 Code를 다

르게 적용하고 있다. 

어선분야 안전관리

호주해사안전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에서는 선박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

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상에서의 안전문화의 개발

과 유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어선의 

운항해역에 따라 적용되는 SMS는 Fig. 1에서 나타내

고 있다.
호주 당국은 각 어선 마다 운항 및 조업 환경이 다양

하고, SMS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운영 환경에 맞게 조

정하고 운영 위험을 고려해야하므로, 운항해역에 따라 

SMS 요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육지로부터 

200해리 이상, 200해리 이내 근해에 운항하는 어선은 

High Level SMS를, 30해리 이내 연안 수역에서 운항하

는 어선은 Medium Level SMS,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어선은 승객의 승선 여부에 따라 Medium 또는 Low 
Level SMS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Year Item
Employed 
Seafarers

Injuries on duty Injuries other than duty
Persons N/A Persons N/A

2015

OGV 8,023 148 18.4 155 19.3
CV 7,743 470 60.7 184 23.8

DFV 1,492 74 49.6 28 18.8
COFV 15,328 1,734 113.1 40 2.6

FMV-K 2,657 17 6.4 11 4.1
FFV-K 331 24 72.5 0 0

Sub total 35,574 2,467 69.3 418 11.8

2016

OGV 7,337 124 16.9 151 20.6
CV 7,776 440 56.6 200 25.7

DFV 1,393 57 40.9 14 10.1
COFV 14,692 1,469 100.0 46 3.1

FMV-K 2,808 26 9.3 12 4.3
FFV-K 375 31 82.7 1 2.7

Sub total 34,381 2,147 62.4 424 12.3

 * OGV : Ocean-Going Vessel, CV : Coastal Vessel, DFV : Deep-Sea Fishing Vessel, COFV :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FMV-K 
: Foreign-flag Merchant Vessel Employing Korean crew, FFV-K : Foreign-flag Fishing vessel employing Korean crew, N/A : Number 
of Accident per year in thousands(‰)

Table 3. Status of Crew injuries by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book(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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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호주의 어선에 적용되는 SMS Level별 요

구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High level SMS는 ISM Code
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Medium Level
과 Low Level SMS는 해당 운항수역 어선의 특성을 고

려하여 일부 항목을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본선 탑재 

장비의 작동 절차 및 비상 상황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본선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선

박에서 발생하는 주요 작업과 선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 모든 행위의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여, 명확하게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Fig.2는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선박에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인 상황, 비상상황, 어로 작업, 어획물 취급 작업, 선박의 

상가수리 등에 대한 초기 위험성을 발생 가능성과 결과

에 따라 평가하고, 초기 위험성에 따른 위험성 관리

(Risk control)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 후의 위험성을 평

Fig. 1. Flow chart to aid in determining what level SMS is needed in Australia.

Operational Requirements Low level SMS Medium level SMS High level SMS
Vessel and contact details ○ ○ ○

Risk assessment ○ ○ ○

Owner’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statement X X ○

Designated persons X ○ ○

Master’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statement X ○ ○

Resources and personnel ○ ○ ○

Procedures for onboard operations＊ ○ ○ ○

Emergency preparedness＊ ○ ○ ○

Follow-up on hazardous occurrences and non-conformances X X ○

Maintenance of vessel and equipment ○ ○ ○

Log book ○ ○ ○

Crew documentation X ○ ○

Revisions page X ○ ○

Review X X ○

＊Keep on the fishing vessel

Table 4.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each level of SM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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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모든 어선에서는 

신규 승선자에 대한 교육절차와 선내의 일반적인 작업

절차 및 예측되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하

도록 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계 도입 방안

도입 방안

현재 연근해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

부고시), 선박통제규정(해양경찰청훈령)이 있으나, 대
부분 행정적 통제 관리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 연근해어

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현재 이들 규

정을 통합한 상위 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안)이 국회

에 계류되어 있으나, 법안의 내용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문이 없으므로, 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제 운영에 관

한 조문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

(Ryu, 2018). Table 5는 최근 5년간(2012~2016) 우리나

라 총톤수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록어선의 척수와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KMST, 2017).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어선 척수

는 66,970척이고, 이 중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이 

64,110척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어선 대부분이 소형어선이다. 
최근 5년간 사고율 평균은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1.4%,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은 13.9%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사고율은 대체로 증가추세로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사고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 2,860척 중 원양어선 

및 기타선박을 제외한 연근해어선의 척수는 2,166척으

로, 전체 선박 사고 발생률보다 현저히 높은 연근해어

선의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기준이 되고 높은 사고율이 

나타나는 총톤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안전관리체

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Risk rating method that using likelihood and consequence in Australia.

Years
Less than 20 tons More than 20 tons

A  B C A B C
2012 72,194   945 1.3% 2,837 367 12.9%
2013 68,395   532 0.8% 2,892 304 10.5%
2014 65,558   691 1.1% 2,859 332 11.6%
2015 64,386 1,179 1.8% 2,840 438 15.4%
2016 64,110 1,284 2.0% 2,860 508 17.8%

Average 66,929   926 1.4% 2,858 390 13.6%
 A : Number of registered fishing vessels    B : Number of marine accidents  C : Accidents rate per 100 vessels

Table 5. Status of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s rate of less than 20 tons / more than 20 tons fishing vessels 
from 2012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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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관리자(Fishing Vessel Safety Supervisor) 도입

선박소유자가 직접 선장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영세

한 규모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

려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1973
년부터 내항여객선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인 운

항관리자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연근해어선에 어선안전

관리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총톤수 20
톤 이상 연근해어선은 대부분 업종별 조합 또는 지역 

단체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총톤수 20톤 이상 연근해어

선이 소속된 업·단체에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어선안

전관리자 도입을 하도록 한다. 어선안전관리자는 수협

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임면하게 되고, 필요 경비 

일부를 업·단체에서 일부 부담하여 내항여객선의 운항

관리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안전관리체제의 구성 및 운영

선박소유자는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근해어

선 안전관리규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한다.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연근해어선의 위

치 파악 및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담당하는 어업정보

통신국에 연근해어선 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위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근해어선 안

전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어선원 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근해어선 안전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ISM 

Code 및 호주의 연안어선 안전관리매뉴얼을 참고하여 

Table 6과 같이 제안하였다. 선박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

록한 선박의 명세, 선원의 승하선 이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는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내의 일반작업과 어로

작업 등에 대한 선내작업절차, 출입항 사전 점검 및 정기

적인 선박의 관리를 위한 선체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의 

내용으로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작

성된 안전관리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

는 검토와 평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 현황과 

재해율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환경에 적합

한 안전관리체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호주

의 어선 안전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연근해어업은 어

선세력 및 생산량의 감소, 선박의 노후화와 선원수급의 

어려움 등의 대내외적인 어업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또한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선원 재해율은 연근해어선이 안전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항선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

다. ISM Code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하는 비

어선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를 통하여 체제 시행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바, 연근해어선의 안전

관리체제 도입은 시급하며, 체제의 도입은 해양사고 예

방과 재해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어선 안전관리는 선종별로 상이한 국가기술표

준을 적용시키고, 운항해역별로 안전관리시스템의 단계

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관리하고, 관리 

후의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사고 예방 확률을 높이고, 
주요 작업 절차 및 비상상황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제 구성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어선

안전조업법(안)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상에 조문을 신

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범위는 등록 

어선의 95.7%(64,110척)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

선이고, 1,000여 개의 어항이 산재한 우리나라의 어업 

환경 특성상 전면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업자의 혼란 초래와 행정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방

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양사고 발생

율이 높게 나타나고, 선원법 적용 대상이 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3.8%, 2,602척)에 안전관리체제를 우

No. Section
1 Vessel and contact details
2 Resources and personnel
3 Procedure for onboard operations
4 Maintenance of vessel and equipment
5 Emergency preparedness
6 Owner verification, review and evaluation

Table 6. Suggested Specific details that should be included i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for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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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도입하고, 내항여객선과 유사한 어선안전관리자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서는 

보다 발전된 자율적 안전관리 시행을 유도하며 관련 교

육 강화 및 안전관리 문화 확산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도입은 해양사고 예방

과 저감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선업계의 안정적인 어업경

영과 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어업선진국 위상 제고와 

주변국과의 어장확보를 위한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근해어선의 안전

관리체제 구축은 해양사고를 줄이는 대승적인 목표 달

성 외에, 종사자의 안전조업 역량 및 선사(선주)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지속적인 산

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AMSA). 2014. Sample 
safety management system document for A class 3B 
operation. 1-31 .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AMSA). 2016. A guide 
to your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1-51.

Kim WS, Cho YB, Kim SJ, Ryu KJ and Lee YW. 2014. A 
basic research on risk control measure for reducing the 
fisherman's occupational accidents in offshore and 
coastal fishing vessel. J Korean Soc Fish Technol 50(4), 
614-622. (DOI:10.3796/KSFT.2014.50.4.614)

Korea Maritime Institute(KMI). 2017. Industrial trend analysis, 
13, 1-8.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2017.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 and casualty, 52-64.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KSWMC). 
2015, 2016.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Lee YW, Kim SJ, Park TG, Park TS, Kim HS and Ryu KJ. 
2016. A basic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J Korean Soc Fish Technol 52(3), 281-288. 
(DOI:10.3796/KSFT.2016.52.4.281)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2017. 2017 Maritime 
Safety Implementation Plan, 1-20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2018. Statistical 
system of Oceans and Fisheries, https://www.mof.go.kr/ 
statPortal/.

Noh CK and Chong CH. 2005. A fundamental study on the 
introduction result analysis and activation plan 
establishment of coastal safety management code. Jour 
Kor Soc Mar Envir Safety 12(4), 23-29.

Noh CK and Kim CS. 2006. Empirical study of ISM code 
induction effects by the Korean government. 2006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7-31.

Ryu KJ. 2018.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fishing 
vessels in Korea. Doctor of Science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ang HS and Noh CK. 2010. A study on the Change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and Insurance Rates 
according to Enforcement of ISM Code, Jour Kor Soc 
Mar Envir Safety 16(1), 65-69.

2018. 01. 29 Received
2018. 02. 21 Revised
2018. 02. 21 Accep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