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술대회 및 자료집은 2020년 해양경찰청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최 ․ 발간되었음(과제명: “연안활동장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 체계 개발”)

존경하는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학회회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그 동안 학술대회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회의 학술활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2020년 하반기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는 “연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적 대응방안”이란 대주제를 다루는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8일 태안군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한 학생 중에 5명이 파
도에 휩쓸려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
습니다. 이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1일에 제정되어 시행되
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 위험성 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점검실시, 연안안전지킴
이 시범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연안안전문화 확산 등의 노력으로 연안사고 감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9년의 경우 연안해역 발생사고는 721견, 사망자는 129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는 5%(38건)
감소, 인명피해는 4%(5명) 상승하였으며, 이는 여가활동의 다변화와 맞물려 연안해역의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에서 기인되어지기도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놀이, 수중레저활
동, 해녀사고 등 익수로 인한 사망자는 68명(52%)로 가장 많았으며, 방파제・갯바위 실족 등 추락 57
명(44$), 고립 2명(1%)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적 범위로 보면 크게 사고발생 이전 예방적 활동과 사
고 발생 후 구조・구급 등 대응활동으로 볼 수 있다. 사고발생 이전 예방적 활동으로는 연안해역 순
찰활동, 위험구역설정,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안전점검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해온 연안안전관리 활동은 물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상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이후 국민모두
가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발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 등이 도출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에 귀중한 옥고를 발표하시는 발제자 여러분, 고견을 내어주시는 토론자분들에
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연구이사, 총무이사님 등께
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2011년에 창간되어 9년을 맞이하게된 우리학회의 “한국해양경찰학회보”가 2020년 학술지평가
에서 등재지 등급을 유지하는 큰 경사를 맞이하기까지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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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해운과 어업의 장으로 활용하여 왔다. 해상보안청은 일본 국토면
적의 약 12배, 약 447만㎢에 달하는 광대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해양의 질서유지, 해난사고의 구
조, 해상방재,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조사, 해상교통의 안전확보 등에 종사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안
전과 평온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해상보안청, 2014 일본 해상보안청 백서 번역본: 1).
일본 해상보안청의 통계에 따르면 해변사고 총 발생 인원수는 1,706명이고, 사망 또는 실종은
856명이다. 사고발생 1,706명 중 85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것은 사고 발생인명 중 51%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변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대비
사망 또는 실종이 매우 크다.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보다 매우 높은 사망률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 해양경찰백서」에 따르면 연안 사고는 721건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129명
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수중레저활동, 해녀
사고 등 익수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68명(52%)로 가장 많았으며, 방파제・갯바위 실족 등 추
락 57명(44%), 고립 2명(1%)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연안사고란 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② 갯벌・갯바위・
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③연
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한국의 연안사고와 유사한 일본의 개념은 해변사고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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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개념과 대응조직, 해변사고 현황과 대
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해변사고 개념과 대응 조직
1. 개념적 측면
1) 일본의 海浜事故(かいひんじこ)

해변 사고는 해난 사고 중 해변 지역에서 사고를 일으킨다. 주로 해양레저(유영, 낚시, 서핑, 보
드세일링, 스쿠버다이빙) 중 사고를 일컫는다. 어업이나 선박, PWC(수상오토바이) 등의 사고는 해
변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전국의 해난 사고에서 1년 동안 사망자 실종
자 1,400명 안팎 가운데 약 60%(800명 안팎)가 해변 사고에 해당한다. 2004년 도는 유영 중 사고
자 320명을 필두로 낚시 중 243명, 서핑 중 54명, 스쿠버다이빙 중 48명 등 총 835명이 사망・실
종되고 있다(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2020. 11. 3. 검색).
[그림 2-2-1]은 해양관련 사고에 대한 일본의 개념정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일본에서 해난은 크
게 선박사고와 인신사고로 구분된다.
먼저 선박사고란 선박의 충돌, 전복, 침수, 폭발, 화재 및 기관고장, 운항저해(배터리 방전 또는
연료부족 등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추진기 장애, 방향타 장애 등을 말한다.
인신사고는 다시 선박사고 이외의 승선사고, 해양레저에 관련 해변사고, 해양레저 이외의 해변사
고로 구분된다. 선박사고 이외의 승선사고는 어선에서의 조업 중 발생하는 추락, 부상 또는 선박에
승・하선 중 발생하는 추락 및 정비작업 중 부상 사건들을 포함한다. 해양레저관련 해변사고는 해
수욕, 낚시, 수상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를 의미한다. 또 해양레저 이외의 해변사고는 암벽 등에서
추락, 음주로 인한 실족사건, 조작실수에 의한 자동차 추락사건 등을 말한다.
일본의 해양관련 사고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우리의 ‘연안사고’와 유사한 개념은 ‘海浜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해변사고 중에서도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율을 받는 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사고를 연
안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본도 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해변사고에서 제외
하므로 일본의 ‘해양레저관련 해변사고’와 ‘해양레저 이외의 해변사고’ 개념이 우리의 ‘연안사고’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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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일본의 해난관련 사고 개념

※ 출처: 해상보안청 통계연보 제65권

2) 2018년 해난의 개념 정의 변경
해상보안청에서는 평성 30(2018)년부터 보다 효과적인 해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해난의 정
의를 재검토하여 변경하였다(平成 30年 海難の現況と対策, p. 1). 선박사고를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손해와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선박사고(accident: 중대사고)와 그러한 손해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incident: 경미사고)로 분류하고, 人身 해난을 해상 또는 해중에서 활동 중 사상자가 발
생한 사고를 ‘人身事故’,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기타 人身과 관련된 trouble’로 분류하는
새로운 정의로 변경했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난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구조단체
에서 구조한 경우도 선박의 척수・인원를 파악하여 해난 선박척수・인원으로 산입하여 통계로 작성
하기로 했다.
<표 2-2-1> 일본의 새로운 해난 정의
해난(海難)
선박해난(船舶海難)
선박사고(船舶事故: accident)

선박해난과 인신해난을 말한다.
船舶事故(accident) 및 incident를 말한다.
선박해난 중에 선박의 운항에 관련하여 손해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경미사고(incedent)

선박사고(accident)이외의 선박해난을 말한다.

인신해난(人身海難)

인신사고 및 그 외의 인신에 관련된 trouble을 말한다.

인신사고(人身事故)

선박해난에 의하지 아니한 해상 또는 해중에서 활동 중 사상
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자살, 질병 등 제외).

기타 인신(人身) 관련 trouble

인신사고 이외의 인신해난을 말한다.

※ 출처: 해상보안청, 平成 30(2018)年 海難の現況と対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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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박사고(액시던트) 척수는 1,896척, 인시던트는 683척이었고, 선박사고의 사망자・실종
자 수는 75명이었다(민간구조기관에 의한 해난척수 포함). 또한 인신사고는 1,359명, 그 외의 인신
에 관련된 trouble은 1,267명, 인신사고에 의한 사망자・실종자 수는 479명이었다(민간구조 기관에
의한 의 해난자 수는 포함되지 않음)(해상보안청, 平成 30(2018)年 海難の現況と対策, p. 3). 해난
유형을 검토해 해난방지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알기 쉬운 명칭으로 <표 2-2-1>와 같이 변경하였다.
2019년의 해난 정의는 아래의 <표 2-2-2>와 같다(해사보안청, 令和元年 海難の現況と対策, p.
1). 2018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표 2-2-2> 2019년 해난 정의

선박사고

해상에 있어 선박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태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충돌・승양・전복・침수・폭발・화재・실종

기관, 추진기, 방향타 등의 손상 또는 고장 기타 운항 불능 등

인신사고

해상 또는 해중에 있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태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선박 사고에 의하지 않는 승선자의 해중 추락, 부상, 질병, 중독 등

해변 등에 있어서 발생한 승선자 이외의 자의 부상, 익수, 귀환 불능

※ 출처: 해상보안청, 令和元年(2019) 海難の現況と対策.

2019년 선박사고 척수는 2,058척이고 선박사고에 따른 사망자・실종자 수는 64명이었다. 또한,
인신사고자 수는 2,616명이고 인신사고에 따른 사망자・실종자 수는 1,058명이었다(해상보안청, 令
和元年(2019) 海難の現況と対策, p. 3).
2018년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난 종류는 <표 2-2-3> 과 같이 변경되어 2020년 현재 활용되
고 있고, 종류에 따른 해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되
었다.

<표 2-2-3> 일본의 해난 종류 변경
검토 전

검토 후

종류

종류

세분류

충돌

충돌

-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것을 말함.

좌초

단독
충돌

-

선박이 물체에 접촉하여 선박 또는 물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함.

좌초

-

선박이 육지, 암초, 얕은 여울, 사석, 침몰선 등 수면 아래의 땅에
직・간접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물건에 올라타서 항행에 지장 발생
한 것.

침수

전복

-

선박이 외력, 과적, 화물의 무너짐, 침수, 전타 등으로 인해 거의
90도 이상 전복하여 복원되지 않는 것.

추진기
장애

침수

-

선외에서 해수 등이 침입하여 항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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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검토 전

검토 후

종류

종류

세분류

타장애

화재

-

선박 또는 화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기관
고장

폭발

-

선박에서 화물, 연료, 폭발성 물질이 인화하여 폭발한 것을 말한다.

추진기
장애
방향타
장애

추진기 및 추진축이 탈락 또는 파손되거나 그물, 로프 등을 감아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생긴 것을 말한다.
조타장치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 탈락 또는 파손에 의해 항행에
지장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주기기 등 추진기계가 고장나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생긴 것을
말함.
기관은 고장나지 않았으나 취급부주의로 인해 항행불능 상태가
된 것.
기관 운전에 필요한 배터리가 과방전되어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생긴 것을 말한다.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가 결핍되어 항행에 차질이 생긴 것을
말함.
선박 양측의 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항행에 지장이 발생한 것을
말함.

기관고장
기관취급
부주의
밧대리
방전
연료부족

화재

노 상실
운항
불능

계류 줄의 풀어짐 또는 절단에 의한 선체의 표류 등을 말한다.

무인표류
(해중추락)

운항자의 바닷속 추락으로 인한 선체의 표류 등을 말한다.

유인표류
선체
기울음

행방
불명
운항
저해
안전
저해

荒天難航

기타

선체행방불명
船位喪失
기타

走錨

기타
기타

용

무인표류
(계류불비)

운항기능부족

폭발

내

카누, 요트 등 운항자의 조종능력 부족으로 표류하는 것을 말함.
승선 중인 운항자가 선박 해난이 아닌 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하
여 표류하는 것을 말함.
선체가 기울어서 항행에 지장이 생긴 것을 말한다.
배가 닻을 내린 채로 강풍이나 강한 조류 등에 의해 떠내려가서
항행에 지장이 발생한 것을 말함.
악천후 기후의 영향으로 항행에 지장이 발생한 것을 말함.
운항 불능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박이 실종된 것을 말한다.
자선의 선위가 불분명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출처: 해상보안청, 平成 30(2018)年 海難の現況と対策.

3) 우리나라의 연안사고 개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연안사고란 ①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②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
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③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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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연안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 연안사고의 개념을 정리하면, 연안사고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
선착장・무인도서 등을 포함한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바
닷가’와 ‘바다’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
개념이다. 여기서 ‘바닷가’와 ‘바다’란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해안선으로부
터 영해(領海)와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또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시행규
칙｣ 제2조의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상형 체험활동’(동 규정
제2조 제1호),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수중형 체험활동’(동 규정
제2조 제3호),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이외의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동 규
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동조 제1호)을 의미하며, ‘수상레저기구’란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상레저안
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 중의 사고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서 말하는 연안체험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연안사고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또 ‘연안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사고로서 다음 <표 2-2-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표 2-2-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해양사고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이상에서의 법률적 개념을 종합하여 연안사고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안사고”란 연
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
도서・해수욕장 등 바다 근접지역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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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또한 연안사고의 범위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관련 해양사고는 제외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활동도
제외된다. 연안사고의 공간적 범위에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이므로 바닷가와 바다를 포함
한다. 바닷가란 해안선으로부터 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바다란 해안선으로
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해변사고 대응 조직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의 외국으로서 설치되어 있고, 본청(東京都) 아래에 일본 전국에 관구해
상보안본부(管区海上保安本部), 해상보안부(海上保安部) 등을 배치하여 일원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본청에는 장관의 아래에 내부부국(内部部局)으로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
통부의 5개 부를 설치하고 있다. 본청은 기본적인 정책의 결정, 법령의 제정과 개정, 다른 성청과의
조정 등을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중앙조직은 아래 <그림 Ⅱ-2>에서 알 수 있듯이 장관 밑에 차장, 해상보안
감이 있고, 내부부국으로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 등 5개의 부로 구성
되어 있다. 교육훈련기관은 장래의 해상보안관의 양성, 현장의 해상보안관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기관으로 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등을 설치하고 있다.
2020년 11월 현재 기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직원의 정원은 14,328명이고 2020년에 전략적 해
상보안체계의 구축 181명,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업무기반을 충실・강화를 위해 255명의 증
원 등 436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선박으로는 순시선, 특수구난정이 있으며, 경
비구난업무용 선박, 해양정보업무용 선박, 항로표식업무용 선박이 있다. 항공기에는 비행기와 회전
익항공기가 있다.

1) 본청
(1) 경비구난부(警備救難部) 구난과(救難課)
해상보안청의 조직구성 중 해난에 대한 구조의 기획조직은 경비구난부 구난과라고 할 수 있다.
경비구난부 구난과는 해난 시의 인명, 적하 및 선박의 구조, 천재지변과 그 외의 구제가 필요한 경
우 원조에 관한 사무, 해난선박의 구조와 표류물 및 침몰품의 처리제도에 관한 사무, 해상보안청
소속 이외의 자가 해상에서 인명, 적하 및 선박의 구조를 행하는 것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
당하고 있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22조). 또 우리의 연안사고 개념과 유사한 해변사고의 대응에
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구난부 구난과에 해변사고대책관(海浜事故対策官) 1인을 두어 담당하도
www.maritimepolice.kr❚9

록 하고 있다. 해변사고대책관은 해변에 있어서 소형선박에 관계된 해난이 있을 때 인명, 적하 및
선박의 구조 및 천재사변과 그 외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원조에 관계된 기획 및 입안을 하고, 관
계행정기관과 관계자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또 해상보안청 소속 이외의 자가 해변에
서 인명 및 소형선박에 관한 적하 및 선박의 원조를 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도 해변사고 대책관
의 직무로 하고 있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47조).

<표 2-2-2> 해상보안청 본청 조직도

(2) 교통부(交通部)
교통부에 기획과(企画課), 항행안전과(航行安全課), 안전대책과(安全対策課), 정비과(整備課)를 둔
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31조).
기획과는 다음에 사무를 담당한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32조).
① 교통부의 소장 사무에 관한 종합 조정, ② 해상교통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획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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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③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제신호소 및 항칙법에 따른 신호소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
④ 등대와 항로 표지의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 ⑤ 등대 및 항로 표지 및 기상
통보 업무를 위한 통신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 ⑥ 등대, 항로 표지의 운용
에 관한 사무, ⑦ 해상보안청 이외의 자의 등대와 항로표지 건설, 보수 또는 운용의 감독, ⑧ 그 외
에 교통부의 소장 사무에서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한다.
항행안전과는 다음에 사무를 담당한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32조의 2).
항행안전과는 ① 선박 교통 장애의 제거에 관한 사무, ② 해상보안청 이외의 자가 행하는 선박교
통에 대한 장애물 제거 또는 해역에 있는 폭발물 등의 인양 및 철거의 감독사무, ③ 항법과 선박
교통에 관한 신호에 관한 사무, ④ 항칙에 관한 사무, ⑤ 선박교통이 혼잡한 해역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무, ⑥ 제어 신호국과 같은 개선 계획에 관한 사무, ⑦ 무력 공격 사태 등 특정
공공 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항행제한에 관한 사무, ⑧ 선박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의 통보 사무, ⑨ 선박 통항 신호소의 정비 계획에 관한 사무, ⑩ 선박 통항 신호소의 운용
에 관한 사무, ⑪ 위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안전대책과는 ① 運輸安全委員会 및 海難審判所에서 행하는 것을 제외한 해난에 대한 조사업무,
② 해난 및 그 방지에 관계된 시험 및 개발 관련 사무, ③ 해난방지에 관한 계획, 해난 방지 및 기
타 해상에 있어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계발에 관한 사무, ④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통보에 관한 것으로서 해양정보부 및 항행안전과의 업무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 사무, ⑤
GPS 운용에 관한 사무, 등대와 ⑥ 항로 표지 시설에서의 기상 관측 및 그 통보에 관한 것 등을 담
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변사고의 개념을 해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교통부
안전대책과에서 해변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작성・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海上保安庁
組織規則｣ 제33조).
정비과는 다음에 사무를 담당한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34조).
정비과는 ① 관제 신호의 건설 및 유지보수(기획 및 항해 안전과의 업무에 속하는 것 제외)에 관
한 사무, ② 등대와 항로 표지의 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무(기획 및 항해안전과에 속한 사무
제외), ③ 등대 및 항로 표지 및 기상 통보 업무를 위한 통신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기획과에
속하는 사무 제외), ④ 등대 및 항로 표지 및 그 업무용 선박에 사용하는 물품의 정비 계획에 관한
사무, ⑤ 등대와 항로 표지의 운영을 위한 선박의 개선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안전대책과에 안전정보제공센터 및 수석해난조사관, 해난방지대책관 각각 1명을 둔다(｢海上保安
庁組織規則｣ 제54조). 안전정보제공센터는 다음에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박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수행하는 것(해양정보 부서 및 항해 안전 부서의
관리자에 속한 사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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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PS의 운영 실행에 관한 것.
③ 등대와 항로표지 시설에서 측정한 기상 관측 및 그 통보의 시행에 관한 것.
안전정보 제공센터에 소장을 배치하고, 수석해난조사관은 해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해난방지대책관은 해난 및 예방에 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
항, 해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기타 관계자와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기획과에 해상교통기획실 및 국제・기술개발실을 두고, 해상교통기획실은 해상교통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획 및 입안과 조정에 관한 사무(국제・기술개발실의 업무 제외)를 관장하고, 해
상교통기획실에 실장을 두며, 해상교통개발실은 해상교통 업무와 관련된 국제 관계 사무에 관한 중
요한 사항에 대한 기획 및 입안 및 조정에 관한 것, 제어신호 지점과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것, 등대와 항로 표지의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관한 것, 등
대 및 항로표지 및 기상 통보 업무를 위한 통신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 국
제기술개발실에 실장을 둔다(｢海上保安庁組織規則｣ 제53조).
항행안전과에 항행지도실 및 교통관리실과 항행안전기획관 각 1인을 두고, 항행지도실은 선박 교
통 장애 제거의 실행에 관한 것, 해상보안청 이외의 자가 선박교통에 대한 장애물 제거 또는 해역
에 있는 폭발물 등의 인양 및 해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것, 항법 및 선박 교통에 관한 신호, 항칙
에 관한 것, 선박교통이 폭주하는 해역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무를 담당한다(｢海上保
安庁組織規則｣ 제53조의 2).
(3) 해양정보부
본청의 해양정보부(海洋情報部)에는 다음의 6과를 둔다. 6개의 과는 기획과(企画課), 기술・국제
과(技術・国際課), 대양조사과(大洋調査課), 정보관리과(情報管理課), 정보이용추진과(情報利用推進
課)이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24조).
기획과는 해양 정보부의 소장 사무에 관한 종합 조정에 관한 것, 해양정보업무의 시행에 관한 계
획 및 감사에 관한 것,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획 및 계획 (기술 및 국제부서
의 업무 제외)에 관한 것, 해양정보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의 개선 계획 및 운영에 관한 것 등을 담
당한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25조).
기술・국제과는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 중 기술에 관한 것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해양정보업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해양정보업무에 대한 기술개선에 관한 것, 수로측량 허가에 관
한 것, 해양정보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의 실행에 관한 것,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기관의 다른 외국 관계자와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26조).
연안조사과는 연안에서의 수로 측정(기술 및 국제과의 관리에 속한 것 제외)에 관한 것, 연안에서
해상(海象)의 관측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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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조사과는 지형, 지질구조 및 기타 특성에 대한 측량은 대륙붕 범위의 확정・개발・보전・활
용 및 관리에 관한 것, 수로 측량에 관한 것(기술・국제과 및 해안조사과 소장 소속의 것 제외), 해
상의 관찰(연안조사과 업무제외), 수로 측량 및 해상의 관측과 관련하여 수행된 해양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과학적 조사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28조).
정보관리과는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정보 및 이와 관련된 해양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 및 보관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29조).
정보이용추진과는 수로 도표 및 항공 도표의 준비 및 공급에 관한 것, 수로신고・항행 경보 및
해상에 관한 정보의 신고에 관한 것,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정보 및 이와 관련된 해양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것, 해양정보 업무에 관한 국제 의 정보 교환에 관한 것, 국제기구의 결의・권고 기타
결정에 따라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국제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정보이용추진과는
일본해양데이터센터라는 명칭을, 정보이용추진과장은 일본해양데이터센터 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30조).
기획과에 해양정보조정관 1인을 두고, 해양정보조정관은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 기타 관계자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기술・국제과에 해양연구실 및
국제업무실에 해양정보섭외관, 지진조사관 및 화산조사관 각각 1인을 둔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
49조, 제49조의 2).
연안조사과에 해양방재조사실을 두고, 해양방재조사실은 지진, 화산현상 및 쓰나미로 인한 선박
에 대한 피해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안 수로 측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해양방재조사실에
실장을 둔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50조).
정보관리과에 해양정보관리관, 해양정보분석조정관 및 대륙붕정보관리관 각각 1인을 둔다(海上保
安廳 組織規則 제51조). 해양정보관리관은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정보 및 이에 관한 해양에 관한 정
보의 수집・정리 및 보관에 관한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해양정보분석조정관 및 대륙붕정보관리
관의 소장에 속한 것을 제외), 해양정보분석조정관은 해양정보업무에 관한 정보 및 이에 관한 해양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 및 입안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대륙붕정보관
리관은 대륙붕 범위의 확정・개발・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형・지질구조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보이용추진과에 수로통보실 및 해양공간정보실을 두고, 수로통보실은 수로통보, 항행경보 및 해상
에 관한 정보통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수로 통보실에 실장을 두며, 해양공간정보실은 해양정
보업무에 관한 정보와 이와 관련된 해양에 관한 정보의 일체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에 관한 사무(수로
통보실에 속하는 것 제외)를 담당하고, 해양공간정보실에 실장을 둔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제52조).

2) 지방조직
지방의 경우 해상보안청은 전국을 11개의 관구로 구분하여 지방부서인 관구해상보안본부를 두고
www.maritimepolice.kr❚13

관할 수역을 정하고 있다. 관구해상본부에는 해상보안부, 해상보안서, 항공기지 등의 사무소를 배치
하고, 순시함정과 항공기 등을 배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무소와 함정,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구
조, 치안의 확보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에는 11개의 관구해상보안본부가 있고, 71개의 해상보안(감)부, 61개의 해상보안서로 구성되
어 있다(2020년 11월 현재). 관구해상보안본부에는 대체로 총무부, 경리보급부, 선박기술부, 경비구
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 등의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海上保安廳 組織規則, 第57조).
해상보안업무을 집행하는 현장의 관구해상보안본부 사무소에는 해상보안감부(海上保安監部)・해
상보안부(海上保安部) 71개, 해상보안항공기지 2개, 해상보안서 61개, 해상교통센타 7개, 항공기지
12개, 국제조직범죄대책기지 1개, 특수경비기지 1개, 특수구난기지 1개, 기동방제기지 1개, 수로관
측소 1개를 두고 있다(2015년 6월 현재).
대판 해상보안감부는 부장 밑에 관리과, 경비구난과, 교통과, 항행안전과, 항내관제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해상보안부의 조직은 부장(部長) 밑에 2명의 차장(次長), 관리과, 경비구난과, 교통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보안서는 대체로 경비구난계, 항무계, 항내교통관제관으로 되어 있다.

Ⅲ. 해변사고 현황과 대책
1. 해난사고 통계 분석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난의 90% 이상이 연안으로부터 20해리(약 37km) 미만의 해역에서 발생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해역에서 활동하는 소형어선과 레저선박 등의 선박
사고 대책, 해양레저에 관련된 해변사고 대책 등 연안에서의 안전추진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연안해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
관과 연대・협력하고 있다.
요구조해난(要救助海難)과 인신사고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海上保安統計年報 第70巻 凡例). 요구
조해난이란 해상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할 경우로 사태 발생 당시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① 선박충돌, 좌초, 화재, 폭발, 침수, 전복, 실종, ② 선박의 기관, 추진
기, 방향타 손상, 기타 선박의 손상이다. 본 통계는 선박의 안전이 저해된 사태로써 일본 주변 해역
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조사한 것이다.
인신사고(人身事故)란 해상 또는 해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박 해난에 상관없는 승선자의 해중
추락, 부상, 질병, 상해, 중독 등 사고를 말하고, 해변 등에 있어 발생한 승선자 이외의 자의 유영
중, 작업 중, 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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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요구조해난 발생 상황 비교(전년대비)
구 분

2019년
척

총톤수

1,679

928,186

당청구조(당청이외와
협력 포함)

510

78,110

당청이외의 구조

690

자력입항

2018년
척

총톤수

1,704

711,303

1,369

441

178,585

262,169

2,057

807

261

575,081

2,017

전손・행방불명

218

12,826

-

해난에 의한
사망・행방불명

-

-

요구조해난
발생수

명
5,507
(5,523)

％

％

98.5

130.5

1,257

115.6

43.7

108.9

251,985

1,979

85.5

104.0

103.9

209

189,177

2,190

124.9

304.0

92.1

247

91,556

-

88.3

14.0

-

-

-

-

-

64
(80)

전년대비
명
5,501
(5,516)

75
(90)

％
100.1
(100.1)

85.3
(88.9)


요구조해난종류별 비교표

구

분

2019년

2018년

합계

1,679

충돌

194

161

120.5

50

30

166.7

좌초(乗揚)

278

233

119.3

전복

105

151

69.5

침수

118

131

90.1

화재

56

47

119.1

폭발

2

1

200.0

858

928

92.5

18

22

81.8

단독충돌

운행불능
기타

척

1,704

전년대비
척

98.5

％

※ 출처 : 해상보안청 통계연보, 제70권.

<표 2-3-1>을 분석하면 2019년 요구조 해난 발생척수는 1,679척이고 총톤수 928,186톤, 관련
인원 5,507명이다. 구조된 선박의 평균 총톤수는 553톤이고, 1척을 구조할 때마다 평균 승선 선원
은 3.3명이다. 해상보안청 구조한 선박(협력 포함)의 척수는 1,679척 중 510척, 해상보안청 이외의
구조척수는 1,679척 중 690척이다. 해상보안청이 구조한 선박보다 다는 구조세력에 의하여 구조한
선박이 180척이나 많다. 그 만큼 민간해양구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의 요구
조 해난 종류별로 분석하면 운행불능이 858척으로 가장 많고, 乗揚(선저의 고체물질에 좌초된 것)
이 278척으로 두 번째로 많고, 충돌 194척, 침수 118척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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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사망자・행방불명자수 비교(단위 명)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합 계

1,122

1,115

100.6%

요구조해난(要救助海難)

64

75

85.3%

해난에 의하지 않은
승선자(해중추락)

202(76)

200(73)

101.0%(100.5%)

해변사고 등

856

840

104.1%

소 계

1,058

1,040

101.7%

인신사고
(人身事故)

※ 출처: 해상보안청 통계연보, 제70권.

<표 2-3-2> 에 따르면 요구조해난은 64명, 인신사고 1,058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인
신사고 중 해난에 의하지 않은 승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수는 202명이고, 202명 중 해중추
락은 76명이었다. 2019년 전체 사망자・행방불명자 1,122명 중 856명이 해변사고이다. 전체 사망
자의 76%가 해변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의 <표 2-3-3>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해변사고 총 발생 인원수는 1,706명이고, 사망 또
는 행방불명은 856명이다. 사고발생 인명 1,706명 중 85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것은 사고
발생인명 중 51%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변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대비 사망 또는 실종이 매우 크다.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보다 매우 높은 사망률로
평가된다. <표 Ⅲ – 1>, <표 Ⅲ – 2>에서 알수 있듯이 2019년도 선박의 해난사고 1,679척(5,507명)
중 64명이 사망한 경우와의 비교해도 너무나 높은 사망비율이다. 요구조 해난사고 인명의 사망비율
은 1.2%에 불과하다.
해변사고의 인명 손실이 높은 순은 자살 452명(348명, 77%), 압벽등 추락 353명(229명, 65%),
수영 중 269명(78명, 29%), 낚시 중 259명(107명, 41%), 서핑 중 87명(16명, 18%), 스쿠버 다이빙
중 41명(14명, 34%), 보드 항해 18명(1명, 6%)이다. 사망・행방불명 비율이 높은 순은 ① 자살
452명 대비 348명, 77% → ② 압벽 등 추락 353명 대비 229명, 65% → ③ 낚시 중 259명 대비
107명, 41% → ④ 스쿠버 다이빙 중 41명 대비 14명, 34% → ⑤ 수영 중 269명 대비 78명, 29%
→ ⑥ 서핑 중 87명 대비 16명, 18% → ⑦ 보드 항해 18명 대비 1명, 6%이다.
관구별 가장 많은 인명손실이 가장 많은 관구는 3관구이고 295명 관련되었고, 그 중 149명이 사
망 또는 행방불명되었다. 두 번째 인명사고가 많은 곳은 5관구이고 223명이 해변사고를 당하였고
그 중 113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다. 세 번째로 많은 곳은 6관구이고 193명이 해변사고를 당
하였고 그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은 1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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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2019년 해변사고의 관구별・월별 통계〔단위: 명, ( )은 사망・실종자 수〕


관구별
내용별

합계

수영중

낚시중

서핑중

보드
항해중

스쿠버
다이빙중

암벽 등
추락

자살

기타

합계

1,706
(856)

269
(78)

259
(107)

87
(16)

18
(1)

41
(14)

353
(229)

452
(348)

227
(63)

第1管区

85(51)

1(-)

17(7)

3(-)

1(-)

1(1)

22(15)

30(23)

10(5)

第2管区

105(58)

12(4)

15(9)

3(1)

-(-)

-(-)

33(23)

24(17)

18(4)

第3管区

295(149)

55(19)

42(20)

26(5)

5(1)

21(8)

51(39)

61(46)

34(11)

第4管区

139(65)

26(7)

11(3)

19(2)

1(-)

-(-)

20(12)

43(35)

19(6)

第5管区

223(113)

13(3)

42(14)

21(1)

3(-)

1(-)

52(36)

75(59)

16(-)

第6管区

193(107)

11(3)

21(6)

-(-)

1(-)

-(-)

54(32)

74(58)

32(8)

第7管区

173(104)

8(2)

34(18)

1(-)

1(-)

1(-)

45(30)

62(49)

21(5)

第8管区

150(53)

49(10)

29(6)

1(-)

1(-)

1(1)

23(10)

30(22)

16(4)

第9管区

89(42)

21(3)

12(5)

2(-)

1(-)

-(-)

13(6)

23(20)

17(8)

第10管区

127(74)

17(9)

20(11)

9(7)

1(-)

1(-)

32(23)

24(16)

23(8)

第11管区

127(40)

56(18)

16(8)

2(-)

3(-)

15(4)

8(3)

6(3)

21(4)

합계

수영중

낚시중

서핑중

보드
항해중

스쿠버
다이빙중

압벽 등
추락

자살

기타

합 계

1,706
(856)

269
(78)

259
(107)

87
(16)

18
(1)

41
(14)

353
(229)

452
(348)

227(
63)

１月

95(63)

2(2)

15(6)

4(2)

2(-)

3(2)

34(24)

31(24)

4(3)

２月

120(85)

2(1)

21(7)

1(-)

-(-)

1(1)

30(25)

51(41)

14(10)

３月

102(61)

3(2)

16(6)

2(1)

5(-)

3(1)

23(13)

42(35)

8(3)

４月

121(70)

5(2)

25(12)

3(1)

-(-)

3(-)

32(18)

33(29)

20(8)

５月

134(66)

11(6)

23(7)

7(-)

-(-)

7(2)

35(20)

37(27)

14(4)

６月

118(63)

9(4)

15(6)

6(1)

1(-)

6(2)

28(15)

35(30)

18(5)

７月

175(72)

39(9)

11(6)

13(1)

2(-)

2(-)

26(16)

41(31)

41(9)

８月

353(123)

167(38)

30(15)

17(-)

3(-)

7(4)

32(23)

48(33)

49(10)

９月

157(76)

25(11)

18(5)

12(5)

1(-)

2(-)

30(24)

42(28)

27(3)

１０月

103(52)

2(1)

20(7)

14(5)

2(-)

2(1)

20(13)

31(21)

12(4)

１１月

117(61)

2(2)

34(16)

6(-)

1(1)

3(-)

33(20)

27(20)

11(2)

１２月

111(64)

2(-)

31(14)

2(-)

1(-)

2(1)

30(18)

34(29)

9(2)

관구별


월 별
내용별
월별

※ 출처 : 해상보안청 통계연보, 제70권.

월별로 가장 발생하는 달은 8월로써 353명이고 사망 또는 실종은 123명이다. 해변사고 중 가장
사망이 많은 자살의 경우 매달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압벽 등 추락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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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인 11월・12월・1월・2월에 다른 달과 비교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고, 4월・5월・8월・9월에
다른 달과 비교하여 다소 많이 발생한다. 수영 중은 8월에 집중하여 269명 중 167명이 발생하여
62%를 차지한다.
낚시 중은 8월・11월・12월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서핑중의 해변사고는 7월・8월・9월・10월에
집중하여 발생한다. 보드 항해중은 3월에 5명으로 가장 많고, 스쿠버 다이빙 중은 8월에 7명이 사
고를 당하고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5월에도 7명이 사고를 당하여 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
었다.

2. 해상보안청의 대책
일본 해상보안청은 「令和元年 海難の現況と対策」에서 수영중, 낚시 중, 스쿠버 다이빙중, 스노클
사용중, SUP 중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海上保安廳,
2019: 令和元年 海難の現況と対策, pp. 46 – 58).
<표 2-3-4>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대책
구 분

현 황

대 책

수영 중

•2019년 사고 269명(사망자・실종자
78명)
•20대 5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사고자 50명(19%) 순
•유영 중 사고자 269명 중 음주가 인정
된 사고자는 23명
•해수욕장 이외 195명(73%), 해수욕장
밖 유영금지 장소에서 사고 다수 발생

•관계기관・민간단체와 의견교환회 개최
•수영 표준 교본 공표
•마린스포츠재단의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후원
•청소년의 해양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의수행.
•자치체・경찰 등과 연계 수영금지구역간판설치
등을 의뢰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과 연계 강화
•생활안전협회와 협력 및 사고정보 공유협정체결

낚시 중

•’19년 낚시 중 사고자 259명(사망자・
실종자 107명).해중추락 211명(82%)
가장많음.
•해중 추락자 211명 중 방파제 가장 많
고, 해변, 갯바위의 순서. 구명조끼 착용
률 각각 방파제 14%, 해변 58%, 갯바
위 7%.
•행동 형태: 복수활동 114명(사망자・실
종자 26명, 23%), 단독활동 145명 중
사망자・실종자는 81명(56%), 복수 활
동보다 단독활동이 사망・실종률 2배이
상.

•위험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자!, 복수로 행동하자!,
구명조끼를 착용하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의견교환회 개최
•주의사항을 기술한 낚시안전 가이드 발간 게시
•방파제와 갯바위 등 추락방지를 위해 지자체・
경찰 등과 연계, 지역특성 안전대책추진, 지자
체에 위험구역을 알림용 간판설치 등을 의뢰
•관계기관과 합동순찰실시, 해상보안관등이 직
접 낚시꾼에 대해 안전계발 활동 전개.
•낚시용품점 등에 안전가이드 리플릿 배포

스쿠버
다이빙 중

•스쿠버 다이빙 중 사고자 수는 41명(사 •기상 해상을 파악하자!, 잠수 전에 장비점검 및
망자・실종자 14명). 사고 내용별로 보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자!, 잠수할 때는
면 익수가 가장 많은 22명(54%), 질병
복수로 행동하자!
11명(27%) 순서.
•일본해양레저안전진흥협회 등 유관단체에 스쿠
•연령층별로 보면 50세 사고자가 가장 많
버다이빙 사고정보 제공, 유관단체 주최 안전
은 13명(32%), 경험 연수별로는 1년 미만
강습회에서 강연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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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대 책

•사고 원인 중 건강상태부주의가 있음, 각 사업
초보자가 17명(42%). 사고 원인으로는
자의 사전 건강상태 점검・이상시 자제권고.
지식・기능부족, 부주의등 ‘개인과실’이
•해외 여행객이 많은 지역 외국인전용 안내책 자
60% 차지
제작, 여객선에 배포 또는 대형 여행사이트 에
안전계발 정보를 게재

스노클 사용
중

•스노클 사용 중 사고자 수는 59명(사망
자・실종자는 24명)
•사고 내용별로 보면 익수가 가장 많은
35명(59%)으로 스노클(호흡관) 안에
해수가 들어옴
•해수가 스노클에 유입되는 것이 스노클
클리어 사고 원인의 약 70% 과실

•스노클링을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자! 스노
클 클리어 기술을 습득하자!, 복수로 행동하자!
•유관기관 및 민간유관단체와 의견교환회 개최
•유영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안전가이드 공표.
•그 내용에는 스노클 사용시 안전조치에 대한
스노클 클리어에 쌓인 물 배출기법, 수중 마스
크에 들어간 물 배출기술, 발찌 사용법

•사고자 32명. 사고내용별 귀환불능이 가 •유관기관 및 민간 유관단체와 의견교환회 개최
장 많은 30명(94%), 경험연수별 ‘처음’, •평성 30년 7월 워터 세이프티 가이드(SUP
SUP(Stand
‘1년미만’ 약 7할을 차지, 원인별로 기상
편) 발표, 荒天時 초보자와 숙련자의 조종기능
-up
해상 부주의나 지식기능부족 등 ‘과실’
을 비교한 안전계발 동영상 유튜브에 공표
100%.
•SUP 판매점, 해상안전지도원 등과 연계해 해
Paddle) 중
•기상・해상 변화에 유의하자. 구명조끼・
난 방지 계발 리플릿 배포 및 SUP 스쿨 등에
서 해난 방지 강습 등 실시
장비를 단단히 착용하고 즐기자!
<그림 2-1-3> 스노클링과 SUP(Stand Up Paddle Board)

3. 沿岸域 情報提栱 시스템(MICS: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해상보안청은 정보파악 부족으로 인한 해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람선, 어선, 낚시, 해수
욕, 낚시 등 해양레저 애호가, 각지에서 조종하는 조종사들과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海上保安廳, 2019: 令和元年 海難の現況と対
策, pp. 64).
전국각지의 등대 등 132곳에서 관측한 풍향, 풍속, 파고 등의 국지적인 기상・해상현황, 기상청
이 발표하는 기상경보・주의보, 미사일 발사 및 대피 권고 등에 관한 긴급정보, 해상공사 및 해상
행사 등 상황에 관한 해상안전정보, 해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 영상 등의 해양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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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한다. ‘해양 안전정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도 기능
을 활용한 ‘스마트폰용 사이트’에서는 GPS의 위치정보를 통해 주변의 기상・해상의 현황, 긴급정보
등을 지도화면 상에 표시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해
상 현황, 기상경보・주의보, 긴급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매일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안전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상게자료, p. 64).
• 긴급정보: 대피 권고, 해난 발생 등 긴급한 알아야 하는 정보(광역 긴급정보, 대피권고, 해난・
사고등 항행제한, 항로장애물 상황, 항로표식의 사고 등)
• 기상현황: 등대 등에서 30분 마다 관측한 풍향, 풍속, 파고 등의 기상・해상현황
• 기상경보 및 주의보 등: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경보 및 주의보 등(특별경보, 쓰나미 경보, 주
의보,기상경보, 주의보, 지방해상경보, 토네이도 주의정보)
• 해상안전정보: 해상공사 정보, 해상행사 예정 등 정보(선박교통 제한 등에 관한 정보, 항로장애
물정보, 해상에서의 공사・작업 등 정보, 어초설치 등의 정보)
• 라이브 카메라: 등대 등에 설치된 라이브 카메라의 동영상 및 이미지
• 해역정보: 해난 발생 주의 해역 정보, 제한 및 금지 해역 정보 등
• 안전계발정보: 항해 전 점검 격려 등 해난 방지를 위한 계발 정보
• 기 타: 항만・항로 등에 관한 정보, 해난 방지를 위한 안전계발 정보
<그림 2-1-3> 해양안전정보(沿岸域 情報提供 시스템의 정보제공)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해양안전정보 L알리미(災難等 公共情報 共有基盤1))로 발신을 시작하고
민간 등 정보제공 사업자의 사이트와 앱을 활용함으로써 해상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수단의 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1) 재난 등 공공정보를 가진 자와 해당 정보를 널리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가진 자가 하나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양
자 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유통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재단법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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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인 해난 방지 조치
1) SNS 등을 활용한 인지계발 활동
해상보안청에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계발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트위터,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海上保安廳, 2019: 令和元年 海難の現況と対策, p. 72 – 73).
(1) Twitter를 활용한 정보 발신
매일의 해난 발생 상황으로부터 얻어진 사고 예방에 유용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트위터를 활용
해 적시에 발신하고 있다.
(2) YouTube를 활용한 안전계발 동영상 발신
안전계발 동영상의 예로 카누와 SUP 애호가들에게, 거친 날씨에 대한 초보자와 숙련자의 조종기
능을 비교한 영상을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을 발신하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이부터 어른
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에 친숙한 아니상기 메이션 동영상을 발신한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따른 다
양한 동영상을 발신하는 등 유튜브를 활용한다.

2) 자기구명책을 확보
해마다 해난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손실되고 있다. 바다에서 고통스러운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기본이 중요하다.
① ‘구명조끼의 상시 착용’,
② 방수 휴대전화에 의한 연락수단 확보
③ 118번 활용으로 구성된 자기구명책 확보
해상보안청에서는 지역 지자체, 수산관계단체, 낚시 유관단체 등과 연계・협력한 강습회 개최나
낚시터 순회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 자기구명책 확보에 중점을 두고 주지와 계몽을 한다.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해상보
안청에 긴급 신고가 가능해지는「NET118」운용을 시작했다(海上保安廳, 2019: 令和元年 海難の現況
と対策,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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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도부현(都道府縣) 자치단체의 해양안전 제도
일본은 도도부현 단위로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찰자치의 경우 마찬가지로 도도부현 단위로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다. 해수욕장에서의 수영과 레저의 경우 자치경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
안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각 지역의 경찰이 해수욕장의
질서유지와 안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복정현(福井県)의 유영자(遊泳者)의 사고방지에 관한 조례2)의 경우 해수욕장시
설을 설치하여 해수욕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복정현 공안위원회규칙(福井県 公安委員会規則)에
정한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 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에는 복정현 공안위원회(福井県 公安委員会)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제3
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해수욕장에서 유영자의 수난사고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① 해수욕장의 구역을 간판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함과 함께 유영장의 부표, 입표(立標) 또는 기(旗) 등으로 표시할 것,
② 해수욕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유영자 등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간판을
게시하고 또는 당해 준수사항을 방송설비에 의한 방송에 필요한 홍보를 하는 것, ③ 부륜(浮輪), 로
프, 보트, 그 외의 수난구조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구를 비치하는 것 등을 의무화 하고 있
으며, 수난구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공안위원회는 해수욕장 개설자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해수
욕장 개설자에게 해당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고, 해수욕장 개설자가 당해 해수욕장에서
특정해수욕장으로서 필요한 수난사고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통지
를 취소하고, 그 해수욕장개설자에게 특정해수욕장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공안위원회의 특정해수욕장 지정에 대한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중총, 타인의 신체에 위해한 기구를 유영장에 휴대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라고 지시할 수 있
다고 하여 위험한 기구에 대한 경찰의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8조).
유영자와 선박이 혼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는 그러한 혼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영자와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 유영자가 받을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안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당해 해수욕장 중 특정구역을 유영자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
안위원회가 유영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해수욕장 개설자과 관계 시정장(市町長)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제10조).
유영자 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을 항행시킬 수 없으며, 경찰관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난사고 발생시 구조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수난사고의 방지, 바다 등의 관리, 기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
2) 福井県遊泳者の事故防止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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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16조의 허가3)를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영자 보호구역내에서의 선박 항행이
가능하다(제15조).
누구라도 해수욕장에서 유람선보트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① 음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외의 이유에 의하여 정상적인 항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항행하지 아니할 것, ② 주위의
상황에 대응하여 유영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항행할 것, ③ 항행 중 인명이 사
상되거나 또는 물체를 손괴한 때에는 직접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과 함께 신
속하게 가까운 경찰서(交番 기타 파출소 또는 주재소를 포함)에 일시, 장소 및 개요에 관하여 당해
사고에 관하여 강구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8조(유람선 보트 제공사업자의 책무)는 “해수욕장에서 유람선보트의 이용에 동반한 사고의 방
지를 위해 유람선보트 提供業者(임대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 또는 마리나 업자는, ① 유람선
보트 이용자에게 유영장 및 유영자보호구역의 위치와 그 외의 유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유람선 보트 이용자가 음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외의 이유로 정
상의 항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에게 유람선보트에 탑승시킬 수 없다는
것, ③ 구명부환(浮輪), 로프, 보트, 그 외의 수난구조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를 비치하는
것, ④ 유람선 보트 이용자에게 유람선보트 이용 중에 인명의 사상된 경우 또는 물체를 손상된 경
우 직접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과 함께, 신속히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경찰관
에게 보고하라고 지도할 것, ⑤ 유람선 보트 이용자에 관계된 수난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직
접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Ⅳ. 시 사 점
1. 개념적 측면
법령상의 개념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 Ⅳ -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해난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한국은 조난사고가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 「2019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서문
에 따르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수상에서 선박의 안전 또는 사람의 생
명・신체가 위험에 처한 상태를「조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연보에서의 해상조난사고는 선박
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고, 비선박사고・응급환자 통계는「해상조난사고 통계」
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참고용으로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비선박사고란 해양조난사고

3) 유영자 보호구역내에서 불꽃축제, 수상퍼레이드, 보트경쟁, 수영경주대회 등의 개최시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회 개최 10일전까지는 허가신청서를 공안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안위원회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영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하여야 하며,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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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의 사고와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인명이 위험에 처한 사고(익수・추락・고
립・표류 등)를 말한다. 응급환자는 도서지역, 선박(선박의 운용과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한 환
자), 비선박사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말한다. 해상조난사고 통계 중 ①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현
황 총괄(최근 3년), ② 구조기관별, ③ 선종별, ④유형별, ⑤ 원인별, ⑥ 거리별, ⑦ 기상별 해상조
난사고 통계 등 7종은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하고, ① 사람의 익
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②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기술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가승인통계가 7종만이어야 하는
지고 의문시된다. 비선박사고는 연안사고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2019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
보」에 따르면 2019년에 비선박사고인 연안사고는 1,707명이 사고를 당하여 그 중 165명 사망, 17
명 실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망・실종이 총 182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2019년 해상
조난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선박사고는 2019년에 3,820척(20,422명)이 발생하여 58명 사망, 실종
30명, 부상 29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실종이 88명이다. 연안사고의 사망・실종이 182명, 선
박사고의 사망・실종이 88명인 것이다. 연안사고의 사망과 실종이 100명 정도 많다. 그 만큼 인명
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안사고 통계는 중요도가 높으므로 국가승인통계가 되어
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해난을 선박해난과 인신해난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선박중심의 해난과 사람 중심의
해난으로 나 눈 것이다. 세부적으로 선박해난을 선박사고(accident), 경미사고(incident)로 구분하
며, 인신해난을 인신사고와 Trouble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사고를 포함하
는 조난사고라는 상위개념이 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사고의 정의를
선박사고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개념 정의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해양사고’라
하면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고 조난사고와 동위의 개념
이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해양사고는 선박사고를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해양사고는 선박사고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선박사고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은 적용대상 수상레저활동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해야 할 것이다(예를들면 패들보드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 스노클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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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일본과 한국의 개념 비교
일 본

해난(海難)

선박해난 +인신해난

선박해난
(船舶海難)

船舶事故(accident)+
incident

한 국
조난사고
(수색구조법)

선박사고
(船舶事故:
accident)

선박해난 중에 선박의 운
항에 관련하여 손해와 구
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고

해양사고
(해심법)

경미사고
(incedent)

선박사고(accident)이외
의 선박해난

준해양
사고
(해심법)

인신해난
(人身海難)

인신사고 및 그 외의 인
신에 관련된 trouble

인신사고
(人身事故)

선박해난에 의하지 아니한
해상 또는 해중에서 활동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자살・질병 등 제외).

인신(人身)
관련 trouble

인신사고 이외의 인신해난

연안사고
(연안사고법)

수상에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①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②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
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①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
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②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
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③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④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
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⑤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
생한 사고
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세일링요트(돛・기
관이 설치된 것)・호버크래프트・수면비행선박
에 의한 사고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
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 제외).
①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
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으로 발생한 사고
②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2. 조직적 관점
우리의 연안사고 개념과 유사한 해변사고의 대응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구난부 구난과에 해
변사고대책관(海浜事故対策官) 1인을 두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부에 기획과(企画課), 항행안전과(航行安全課), 안전대책과(安全対策課), 정비과(整備課)를 둔
다). 특히 안전대책과에 안전정보제공센터를 두고, 이 안전정보제공센터는 ① 선박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수행하는 것, ② GPS의 운영 실행에 관한 것, ③ 등대와 항로표지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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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기상 관측 및 그 통보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안전정보제공센터와 같은 부서는 우
리나라 해양경찰에 두고 있지 않다.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海洋情報部)에는 다음의 6과를 둔다. 6개의 과는 기획과(企画課), 기술・
국제과(技術・国際課), 대양조사과(大洋調査課), 정보관리과(情報管理課), 정보이용추진과(情報利用
推進課)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안전에 관한 조직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분산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의 연안사고 관련 조직으로는 구조안전국이 있다.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수색구조
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연안사고의 담당부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과, 각 해양경찰서의 해양
안전과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조직은 더 많고 포괄적이다. 해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사안전국에 해사안전정책과・해사산업기술과・해사안전관리과・항로표지과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첨단해
양교통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해양수산부 소
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일본은 해양안전조직이 해상보안청에 집중되어 관련 정보가 망라되어 해양안전을 위해 활용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안전조직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상호 유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대책 측면
「2019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비선박사고 통계를 유형별에서 익수자, 고립자, 표류
자, 추락자, 기타로 구분하고 있고, 장소별에서 갯바위, 갯벌, 방파제, 테트라포트, 항포구, 해안가,
해수욕장, 해상,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2019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pp. 221 - 222).
「2020 해양경찰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해양경찰청, 2020: pp. 139 – 140). 2019년
연안해역 발생 사고는 721건, 사망자는 129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는 5% (38건) 감소, 인명피해는
4%(5명) 상승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놀이, 수중레저활동, 해녀사고 등 익수로 인한 사망자는
68명(52%)로 가장 많았으며, 방파제・갯바위 실족 등 추락 57명(44%), 고립 2명(1%)순으로 사망사
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추락사고는 부주의에 기인한 테트라포드 낚시객 실족과 항포구 차량추락이
대표적이고, 장소별로는 해안가에서 42명(3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항포구 23명(17%), 해
상 18명(13%), 갯바위 14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50대,
기대수명 연장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6・70대 비율이 사망자 중 85명(79%)으로 나타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안안전 홍보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물놀이・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6~8월)에 사망자가 59명(45%)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였으며, 낚시객과 행락객
이 많은 가을철이 41명(31%)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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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해변사고의 인명 손실이 높은 순은 자살 452명(348명, 77%), 압벽등 추락 353명(229
명, 65%), 수영 중 269명(78명, 29%), 낚시 중 259명(107명, 41%), 서핑 중 87명(16명, 18%), 스
쿠버 다이빙 중 41명(14명, 34%), 보드 항해 18명(1명, 6%)이다. 사망・행방불명 비율이 높은 순은
① 자살 452명 대비 348명(77%) → ② 압벽 등 추락 353명 대비 229명(65%) → ③ 낚시 중 259
명 대비 107명(41%) → ④ 스쿠버 다이빙 중 41명 대비 14명(34%) → ⑤ 수영 중 269명 대비 78
명( 29%) → ⑥ 서핑 중 87명 대비 16명(18%) → ⑦ 보드 항해 18명 대비 1명(6%)이다. 이에 비
교하여 한국의 경우 자살자 통계가 없다. 일본은 1,706명이 해변사고를 당하여 856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였다. 자살은 452명이 시도하여 348명이 사망하였다. 자살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수영중, 낚시 중, 서핑중, 스쿠버 다이빙
중 그 행위별 통계를 산출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
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형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책에서 “낚시 중”, “스쿠버 다이빙 중”, “스노클 사용 중”에서 “복수로 행동
하자”라는 대책이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대책이나 권고가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스
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해상보안청에 긴급 신고가 가능해지는「NET118」운용을 시작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4. 정보시스템 활용 관점
일본 해상보안청은 沿岸域 情報提栱 시스템(MICS: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정보파악 부족으로 인한 해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람선, 어선, 낚시, 해수욕, 낚시 등 해양레저 애호가, 각지에서 조종하는 조종사들과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국각지의 등대 등 132곳에서 관측한 풍향, 풍속, 파고 등의 국지적인 기상・해상현황, 기상청
이 발표하는 기상경보・주의보, 미사일 발사 및 대피 권고 등에 관한 긴급정보, 해상공사 및 해상
행사 등 상황에 관한 해상안전정보, 해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 영상 등의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 안전정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도 기능
을 활용한 ‘스마트폰용 사이트’에서는 GPS의 위치정보를 통해 주변의 기상・해상의 현황, 긴급정보
등을 지도화면 상에 표시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해
상 현황, 기상경보・주의보, 긴급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매일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국의 경우도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서의 해양정보제공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가 있다. 해로드(海Road)는 안드로이드 2.2 버전 이상 스마트폰에 누구나 손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양정보 어플리케이션이다. 참고용 전자해도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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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저장 및 다시보기, POI(관심지점, Point of Interest) 설정, 내 위치 전송, 긴급구조 요청
등 해상 활동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2014. 8.1부터 9.30 까지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 중에 있다. 소형선박, 레저선박에 유용하고 구조요청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안전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해로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의 안전대책과에 안전정보제공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 부서의 역할은 ①
선박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통보수행, ② GPS의 운영 실행에 관한 사무, ③ 등대와 항로
표지 시설에서 측정한 기상 관측 및 그 통보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도 안전정보센터의 신설이 요청된다.
또한 SNS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할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트위터,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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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노호래 교수님의「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대책과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보고.....

김 성 기 소장 (한국해양안전협회)

노호래 교수님께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대책과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통하여,
일본 해변사고에 초점을 둔 해상보안청의 조직과 해양에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 해변
사고관련 해양경찰청의 역할 및 대응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
립니다.
우선 조직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 해상보안청에서 현장과 기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해
양경찰청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과 대책업무를 기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
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관련 기획업무와 현장 업무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
성 있는 현장업무를 이끌어내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낚시어선 사고 대책관련 낚시어선의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낚시어선에서 구명벌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의 시행을 앞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법, 제도를 제개정하는 경우 현장의 상황
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사고에 대한 결과물로 연결하고자 현장검증과 시행착오를 고려하
는 절차 없이 시행하여 실효성 없는 조급한 결과물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경우 거
의 대다수가 FRP라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또한 서해안의 경우 조석차가 크고 조류의 흐름이 빠르
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선박이 일정 수심 이상 침몰하였을 때 팽창하여 수면상에 떠오르는 구명벌
이 침몰 선박 이용자들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낚시어선 사고 시
FRP소재 특성 상 침몰하기보다는 전복된 채 부유하는 경우가 많고, 침몰한다고 해도 구명벌이 떠
오르는 과정에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떠내려가기 때문에 조난자가 이를 붙잡
고, 승선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법안시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양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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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으로 이원화 된 조직구조에서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자살자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를 분석, 대응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해양경찰에서도 연안사고관련 통계관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계관
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님 논문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살자를 해양사고의 개념에 포
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구조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해양경찰서 내에서도 안전과, 경비과, 수사과에서 다루고 있
는 통계가 다른 경우가 많고, 통계는 피드백 없이 통계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과
의 경우 사망자가 발견되면, 그 경위를 파악하여 자살자인지, 사고사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결과를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틀 안에서 큰 변화 없이
업무를 반복하고, 사고에 대해서도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반복되는 과오를 답습하며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는 체계가 아니라,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해양경찰청 내에 통계를 통합하여 전문
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선박사고와 비선박사고, 사고별로 ①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총괄(최근 3년, 5년, 10년), ② 구조기관별, ③ 선종별, ④유형별, ⑤ 원인별, ⑥ 거리별, ⑦ 기상별
해상조난사고 통계 등으로 세분하고,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
론,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정보제공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해양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선박출입항제도의 인적정보
를 활용하여 지역별,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활용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박 출입항 시 선박의 위치와 승선원의 인적사항에 기록
하는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여 항포구 출항 시 선장과 승선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여 항포구, 해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의사항, 최근 주변해역 사고동향, 기상정보 등을 알려주고
구조기관과 선박 종사자, 승선원 등이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사고예방 및 대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밀입국 등 치안상황 등에 대하여 민간선박 종사자 및 승선원 등을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자료에서도 언급된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구조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양경찰 함정과 인력을 무
제한으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민간 선박에서 구조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

34❚한국해양경찰학회

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관련 민간 협력조직 즉 전문적인
안전협회, 구조협회 등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이 그렇지 않은 민간을 교
육, 홍보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실”의 경우 민간 협회에서 주도를 하여 해양종사자와 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0만명 교육목
표로 해양안전 지식과 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양종사자의 경우
심화된 지식과 최근의 사고동향 등의 교육을 통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일상적인 반
복업무를 통해 무뎌진 안전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비종사자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고,
바다에 빠졌을 때 생존수영법, 심페소생술 등 간단한 초동대응요령을 전달함으로서 사고예방 및 사
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안전사고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과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념, 대책 등의
차이에 대해 교수님이 발표자료에서 집중분석하고, 시사하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상
치안 현장에 적용하여, 해양종사자 및 비해양종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 및 연안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안전협회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내용입니다.

해양종사자 교육
지방청 협의하에 선주・선원, 여객선・급유선 등 선박업종사자, 어촌계, 해양레저스포츠업자,
외국인 선원 등

교육 목표 : 45,000명 내외(지방청별 약 4,000명 이상 / 월 약 600명 내외)
선원들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 종사자들의 비상대응 능력향상, 관련분야 종사자의 해기 능력
증진,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 교육시간 1일(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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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비고

1.해양안전관련 법령 법규
- 해사안전법 등 운항기초 관련 법규 취급
50분

이론 및 적용(분석)

2. 해양사고 이해 및 관리체계

이론

- 선사의 리스크성향과 리스크 경감사례
- 해양안전교육의 문제점 이해 및 해결방안

선박
종사자

1. 비상상황시 연락체계 및 안전장비 사용법
2. 최근 선박사고 현황 및 사례 발표
3. 선박 화재시 대처법 및 소화기 사용법
1. 비상상황시 연락체계 및 안전장비 사용법

어촌계

3. 선박 화재시 대처법 및 소화기 사용법

분야별
100분

2. 최근 어선사고 사례 분석

특화
교육

실습
레저

1. 비상상황시 연락체계 및 안전장비 사용법

스포츠

2. 레저선박 사고사례 및 대응 요령

사업자

3. 선박 화재시 대처법 및 소화기 사용법

외국인
종사자

1. 의사소통 역량강화 방법
2. 선박(소형번박 포함)의 이해 및 장비활용방법
3. 선박 화재시 대처법 및 소화기 사용법

1. 응급구조 실습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제세동기 실습
120분

사고시 생존법
및 응급처치

2. 사고시 생존법
- 수상에서 뜨는법(새우등 뜨기, 해파리 뜨기,

실습

누워뜨기, 엎드려 뜨기, 입새뜨기, 팔 저어나가기)
3. 비상장비 작동법
- 구명동 착용법, 구명벌 작동법
- 구명벌 올라타기, 비상신호기 작동법 등

30분

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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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실습평가
2. 설문작성 등

이론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일반인(기업, 단체 등)

학생(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50,000명 내외

안전의식 함양, 인간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대응 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 교육시간 3시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목은 동일하되, 난이도를 조정하며
(Level 1, Level 2로 구분) 수료자에 한해 해양안전교실 교육이수증 발급 (초등학교 4학년 이
상 응급처치 자격증 발급)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비 고

 교육과정 소개
20분

시작하기

 해양사고의 이해

영상활용

 해양안전교실의 이해
 선박내 비상통로 식별법
 비상시 선박내에서 탈출법
40분

선박사고 대응

 선박사고 시 행동요령

도상실습

 소화장비 사용법
 화재진압 실습
 CPR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40분

응급처치교육

 부상자 처치법

현장실습

 부상자 운반법

 입수법, 물과 친해지기
 수중 눈뜨기, 숨내쉬기
40분

생존수영 교육

 수상에서 뜨는법
 새우등 뜨기, 해파리 뜨기

현장실습

 누워뜨기, 엎드려 뜨기
 입새뜨기, 팔 저어나가기

 구명의 착용법
40분

해양안전교육

 구명벌 작동법

현장실습

 구명벌 개방 및 탑승법

www.maritimepolice.kr❚37

토 론 문

일본 해보의 해변사고 대책과 시사점 토론문

김 은 아 실장 (통영해양경찰서)

1. 서

론

일본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많은 국민들이 바다와 관련된 생업을 하고 있으며, 레저객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많
은 피해를 입어온 일본은 해양안전을 중요시 해 해양사고에 대한 많은 대책 등을 연구해오고 수립
해 오고 있다.
‘일본 해보의 해변사고’자료가 만들어진 이유는 연안에서의 사고율이 전체 사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안에서의 사고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 해보의 해변사고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2. 본

론

일본은‘해변사고’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다. 통계자료가 상세히 분류가 되었
을 때 지역과 계절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자살’을 해변사고로 넣었다는 점이 신선했으며, 우리나라도 ‘자살’을 따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를 만들어 자주 발생되는 지역과 시기를 특정하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
료로 활용되면 좋을 듯하다.
다만 통계자료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해양사고 건수가 수치로만 표시되어 있어,
일본의 건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체 국민수가 얼마이고, 레저 등 해
양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 대비하여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정확한 통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뒤지지 않는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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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강점을 해양사고 안전대책에 적극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점을
부각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 책을 제시하고 발전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

[대안책 예시]

다중이용선박 승선신고의 디지털화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선원 신고를 디지털화하면 아주 획기적이고 효율적
인 행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은 QR코드 등을 찍는 등 개인정보를 남긴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여 신분증을 사진
으로 찍거나 QR코드가 스캔되어 지면 승선원 명부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전송을 눌렀을 때
해양경찰에 전송되는 시스템 등이 개발 된다면 빠르고 쉬운, 그리고 정확한 승선신고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지명수배자 조회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면 지명수배자 등도 쉽게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법률개정 및 앱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


재난문자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역별 해양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코로나로 인해여 시‧도를 이동할 때 자동으로 그 지역의 코로나 정보가 문자로 들어온다.
만약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해안가 특정지역의 기상정보와 갯벌에서의 탈출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 진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로드’앱을 활용한 다양한 연안안전 정보 제공
연안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해로드’앱을
개발시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도 예전에 긴급구조 번호 ‘122’를 시행해
보았으나 수많은 긴급번호로 국민들이 헷갈려해 결국 ‘119’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마찬
가지로 해양에 관한 너무 많은 앱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현재 ‘해로드’ 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므로, 이 앱을 더욱 발전・개발 시켜 다양한 연

안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추진하였으면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해양안전 교육(의무화) 추진
2021. 2. 19.부로 시행되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양교육과 문
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법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해양교육이 실시되도록 마련된 지침
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해양교육시설과 기관이 생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을 위한 교재
와 프로그램도 개발될 것이다.
해양경찰은 이에 맞춰 어린이 해양안전 교육을 위하여 ‘해양안전동화’를 집필하는 등 효과
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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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이번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대책과 시사점’은 우리나라 ‘연안사고’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 일본의‘해변사고 대책’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연안사고’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
도록 받아들일 부분은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의 현지 실정에 맞는 제도도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
이다.
해양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연안사고’가 예방 될 수 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
이 지켜질 수 있다. 학계와 실무자 간 소통이 원활히 되어 선진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수립되고 시
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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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대책과 시사점

윤 희 중 박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교수님의 발제는 우리나라 연안과 유사
한 일본의 해변(海浜) 사고에 대해 개념, 대응조직, 현황, 대책을 기술하고 결론에 시사점을 논의하
는 등 적절한 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하면서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해변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관광 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연안해역에서의 인명을 해치는 사고나 연안에
서 체험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발제문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양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역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고, 연안에서의 체험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연안 지
역의 안전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 점도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발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난사고와 해변사고의 개념은 발제문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본문에 그 개념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 제2조 1호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를 비교하면, 연안사고의 범위에서 해양
사고를 제외하고 있어 연안사고는 갯벌, 방파제, 항구나 포구, 해안가, 무인도서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과 연안에서의 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해양사고는 선박사고와 인신사고로 구분하는 해난사고를 말하며 해양레저를
포함한 점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해변사고의 경우에는 선박사고보다 사람 중
심의 인신사고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2019년 일본의 해난 발생 정보를 보더라도 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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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해양에 의한 해변사고와 해양 이외의 해변사고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제문
에는 해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일본의 해난사고를 해변사고와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대응조직을 보면, 교통부 안전대책과를 제외하면 해변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전대책과의 경우에도 해변사고를 해난사고의 한 부분으로
규정할 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안전대책과 외의 부서는 생략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방조직의 경
우에는 중앙조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각 관구해상보안본부 소속의 교통부에서는 경비구난부의
소관 업무를 제외하기도 하므로 거의 경비구난부를 중심으로 해변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합니다. 다만, 경비구난부의 소관 업무에는 연안수역에 대한 순시경계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
어 있으나 경비구난부의 각 부서는 구체적으로 해변사고 업무를 담당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해난사고의 현황과 대책에서도 해난사고와 해변사고를 유사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제문에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연안에서의 안전추진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고 명시하지만, 모든 해난사고가 해변사고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넷째, 해상보안청의 대책에서 적극적인 해난 방지조치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마련한
연안역 정보제공 시스템(MICS)의 활용문제는 향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에 적극적
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안사고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감시시스템이나 정보
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연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방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정보통
신 기반시설이 확보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양질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섯째, 시사점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사고의 정의를 선박사고라
고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해양사고는
선박사고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는 주장이 일관성 없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재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명확히 구
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본과 달리 해양레저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수면과 내
수면을 포함하고 있는 수상레저는 해양사고와 연안사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추가적
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안 안전관리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연안사고 예방에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토론자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조직, 현황, 대책 등에 대해서 한
국 해양경찰청과 심도 있게 비교했으면 더 의미 있는 발제이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통계산출 카테고리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카테고리보다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시사점에 연안 관리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도 좋을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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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문

토론문을 읽고

노 호 래 교수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1. 윤희중 박사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① 지방조직의 경우에는 중앙조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각 관구해상보안본부 소속의 교통부에
서는 경비구난부의 소관 업무를 제외하기도 하므로 거의 경비구난부를 중심으로 해변사고를 담당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경비구난부의 소관 업무에는 연안수역에 대한 순시경계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경비구난부의 각 부서는 구체적으로 해변사고 업무를 담당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② 해상보안청의 대책에서 적극적인 해난 방지조치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마련한 연안
역 정보제공 시스템(MICS)의 활용문제는 향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안사고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감시시스템이나 정보를 관리하
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연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방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됨.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확보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양질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③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조직, 현황, 대책 등에 대해서 한국 해양경찰청과 심도 있게 비교했으
면 더 의미 있는 발제이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음.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통계산출 카테고리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카테고리보다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시사점에 연안 관리의 전문
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도 좋을 것 같음.

2. 김성기 과장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①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 해상보안청에서 현장과 기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청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과 대책업무를 기획할 것으로 생각함.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
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관련 기획업무와 현장 업무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
www.maritimepolice.kr❚45

있는 현장업무를 이끌어내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봄. 예를 들
면, 낚시어선 사고 대책관련 낚시어선의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수산
부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낚시어선에서 구명벌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
음. 이러한 사례제시에 감사드립니다.
② 해양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해
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된 조직구조에서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라고 생각함.
③ 일본의 경우 자살자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를 분석,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해양경찰에서도 연안사고관련 통계관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자살자를 해양사고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구조 전
문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같은 해양경찰
서 내에서도 안전과, 경비과, 수사과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가 다른 경우가 많고, 통계는 피드백 없
이 통계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수사과의 경우 사망자가 발견되면, 그 경위를 파악하여 자
살자인지, 사고사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결과를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임. 과거
에 했던 방식대로 틀 안에서 큰 변화 없이 업무를 반복하고, 사고에 대해서도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반복되는 과오를 답습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체계가 아니라,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해양경찰청 내에 통계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선박사고와 비선박사고,
사고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함.
④ 해양정보제공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해양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선박출입항제도의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음.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즉 선박 출입항 시 선박의 위치와 승선원의 인적사항에 기록하는 전화번
호 등을 활용하여 항포구 출항 시 선장과 승선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항포구,
해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의사항, 최근 주변해역 사고동향, 기상정보 등을 알려주고 구조기관과
선박 종사자, 승선원 등이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사고예방 및 대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⑤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밀입국 등 치안상황 등에 대하여 민간선박 종사자 및 승선원
등을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임. 교수님 자료에서도 언급된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구조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양경찰 함정과 인력을 무
제한으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민간 선박에서 구조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연안안전사고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과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념, 대책 등의 차
이에 대해 교수님이 발표자료에서 집중분석하고, 시사하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상치
안 현장에 적용하여, 해양종사자 및 비해양종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 및 연안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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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은아 실장님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① 일본은‘해변사고’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다. 통계자료가 상세히 분류가 되
었을 때 지역과 계절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봄. 특히
일본은 ‘자살’을 해변사고로 넣었다는 점이 신선했으며, 우리나라도 ‘자살’을 따로 분류하여 통계자
료를 만들어 자주 발생되는 지역과 시기를 특정하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함.
② 통계자료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해양사고 건수가 수치로만 표시되어 있어,
일본의 건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체 국민수가 얼마이고, 레저 등 해
양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 대비하여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정확한 통계가
될 것으로 생각됨.
③ 다중이용선박 승선신고의 디지털화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선원 신고를 디지털화하면 아주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QR코드 등
을 찍는 등 개인정보를 남긴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여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QR코드
가 스캔되어 지면 승선원 명부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전송을 눌렀을 때 해양경찰에 전송되는 시스템
등이 개발 된다면 빠르고 쉬운, 그리고 정확한 승선신고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지명수배자 조회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면 지명수배자 등도 쉽게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법률개정 및 앱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
④ 재난문자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역별 해양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코로나로 인해여 시‧도를 이동할 때 자동으로 그 지역의 코로나 정보가 문자로 들어온다. 만약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해안가 특정지역의 기상정보와 갯벌에서의 탈출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 진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매우 커
질 것으로 보인다.
⑤ ‘해로드’앱을 활용한 다양한 연안안전 정보 제공
연안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해로드’앱을 개발
시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도 예전에 긴급구조 번호 ‘122’를 시행해 보았으나
수많은 긴급번호로 국민들이 헷갈려해 결국 ‘119’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해양에
관한 너무 많은 앱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현재 ‘해로드’ 앱이 많
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므로, 이 앱을 더욱 발전・개발 시켜 다양한 연안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업그레이드 추진하였으면 한다.
⑥ 학교에서 배우는 해양안전 교육(의무화) 추진
2021. 2. 19.부로 시행되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양교육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법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해양교육이 실시되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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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많은 해양교육시설과 기관이 생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도 개
발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술지에 게재할 때에는 대폭 수정하여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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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토론사항 및 질의사항

박 찬 석 교수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 토론 및 제안사항
연안사고와 해양사고등의 구분개념이 불명확하다면 “‘해양 및 그 연안에서의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함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와 같이 연안사고와 관련한 법률과 해양사고와 관련한 법률을 굳이 구분하여 운영할 이유
와 취지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건대, 과거의 해병대 체험캠프사건의 후속조치로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수사(Poltical
Rhetoric)에 불과한 법률제정의 결과가 연안사고예방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법이라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유사법률과의 통합을 통
한 법률적 효율성과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에 2018년의 74건의 신고건수의 급감 이유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에 기인하다면 불필요하고 중
첩적인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속히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되어 법률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였으면 합니
다. 예를 들어 재난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거의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법조항들을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과 관련한 기본법을 만들어 법률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
던 사례들을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 척도 관련 질의
현재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은 사고예방시설(0-3), 정보전달시설(0-2), 구난시설(0-2), 사고대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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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0-2), 이용객 증감(0-1)의 5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셨는데, 이러한 정량적 지
수를 활용하는 이유와 5가지 지수가 선정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정량적 지수들이 실제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라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들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지수들이 보다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지수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 연안체험활동 신고 의무 관련 질의
신고의무의 예외로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단
체가 운영하는 경우 (참가자 20명 이상의 수상형 체험활동 및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에는 신고의무 부과), 체험활동 유형별로 일정 인원 미만의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집단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입법과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와
향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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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및 방안

임 석 원 교수 (부경대학교)

안녕하세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맡은 부경대학교
임석원 교수입니다.
먼저 위의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고 논리 있게 좋은 발표해 주신 배재대학교의 김은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학 및 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중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 연안사고의 개념에 대한 관련 선행 연구들이 부족하다
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논문의 주제가 매우 독창적이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학술적 기여도 역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발표자께서 작성하신 발표문의 완성도가 학술적으로 훌륭하고, 쟁점별로 제시해 주9신 이
론 정리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이슈들에 대한 흐름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
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대면 토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표문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 사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본 토론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3 가지입니다.

1. 연안사고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안사고의 개념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낮고 이로 인하여 국민
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은 발표자께서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연안사고의 개념을 장소나 사고유형 또는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기 보다는 항구
근처에서의 사고와 항구를 제외한 일반해안가에서의 사고로 분류하여 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항구근처는 선박 (상선과 어선)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로서 주로 선박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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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항법(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과 과실의 확정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락이나 고립 등의 사고는
항구를 제외한 일반해안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선박충돌사고를 비롯한 선박의 사고와 비선박의 사고로 나누는 것이 연안에서의 사고를
전문화하여 통계를 잡기도 보다 수월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것도 보다 활성화되고 전문화 됩니다.

2. 사후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의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말 그대
로 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전의 예방에는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사후의 대책에 관한 면에서는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은 행정소송, 민사 및 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본 강행법규내부 혹은 외부에서 면허 자격정지,
과실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면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강행법규로서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는 벌금과 과태료에 관련한 세부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대책
과 관련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연안체험활동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통합법으로서 연안체험활동관리에 관한 법률을 모두 통합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통합시의 장점으
로는 적용대상의 공백 문제점 해소, 중첩으로 인한 범위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
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등은 모두 입법 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입법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의 취지는 각각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입법의 사후정비
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김은기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풍성한 학문적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
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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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토 론 문

최 부 홍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본 논문은 2013년 7월 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학생 197명이 참가하여, 그중 80명이 차례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5명의 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연
안사고예방법」 에 대한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안전
요원의 안전 불감증 및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같은 인적 요인과 잠재적 위험이 많은 곳에서의 부적
절한 체험 캠프 활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해양 체험 캠프 안전사고를 예방 및 방
지하기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본 법령이 제정된
주요 취지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2014년 5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동년 8
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본 법령이 시행된 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의 연안사
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총 361명이며, 그중 2017년도에는 115명, 2018년도에는 124명, 2019
년도에는 122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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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안사고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사망/실종자 평균 인원수는 120명이며, 본 법령이 제정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주요 원인 분석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가 57.3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음주가 11.63%, 안전
미준수가 9.7%, 수영 미숙이 4.99%, 기상 불량이 3.88% 등의 순으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그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동법 제5조~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연안사고 예
방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로서는 다음과 같
다(동법 제6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위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
다(제7조).
그러나 위와 같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안 사고 발
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서 연안체험활동 관리에 관한 통합 법률
필요, 연안체험활동 신고의무의 실질화,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 척도의 정교화 등을 본 논문에서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이 향후 반영되어 연안 해
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현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
우 (참가자 20명 이상의 수상형 체험활동 및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부과), 체험활동 유형별로 일정 인원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어서 연안사고가
감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법인/단체, 종교단체에도 신
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둘째 법인/단체, 종교단체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업체를 통해서만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같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의무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
기서 법인/단체, 종교단체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연안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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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서 여겨지며, 이 예외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단체, 종교단체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업체를 통해서만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경
우, 연안체험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 혹은 어촌어민들의 생계활동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
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소규모 생계형 업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떨지 등을 신중히 고려
하여 규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귀중한 의견과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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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문

토론에 대한 답변

김 은 기 교수 (배재대학교)

[박찬석 교수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1.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 척도 관련 질의
정량적 지표들이 실제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
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에 와서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안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정량지표의 세부기준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지수
도입을 위한 연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연안사고 위험성 척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별표1의 2에 따른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 평가 항목”
평가항목

사고예방시설(3점)

정보전달시설(2점)

구난시설(2점)

사고대응시간(2점)*
이용객 증감(1점)

평가 가이드 라인
사고예방 시설물 미설치
사고예방 시설물 부족
사고예방 시설물 보수・교체 필요
사고예방 시설물 적정
정보전달 시설물 미설치
정보전달 시설물 부족・보수・교체 필요
정보전달 시설물 적정
구난 시설물 미설치
구난 시설물 부족・보수・교체 필요
구난 시설물 적정
30분 초과
10~29분
10분 미만
전년대비 이용객 증가
전년대비 이용객 감소 또는 증감 없음

점수
3
2
1
0
2
1
0
2
1
0
2
1
0
1
0

* 사고대응 시간은 파출소에서 위험구역까지의 대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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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체험활동 신고 의무 관련 질의
연안체험활동 중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집단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선 체험활동 규모와 사
고발생 건수(또는 사고발생 인원)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해 보는 실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입수하는대로 검증하고 필요시 법・제도 개선 방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원 교수님의 토론사항에 대한 의견]
연안사고 개념과 관련하여 개정법률안 도출시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항구근처에서의 사고와 항구
를 제외한 일반해안가에서의 사고”로 정의하는 안에 대해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본 강행법규 내부 혹은 외부에서 면허 자격정지, 과실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면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강행법규로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체험활동 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안에 관해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에 대해,
2차 년도에 개정안 도출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입법의 사후정비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
겠습니다.

[최부홍 교수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법인/단체, 종교단체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업체를 통해서만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연
안체험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 혹은 어촌어민들의 생계활동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소규모 생계형 업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떨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규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귀중한 의견과 방안에 관해
서는 2차년도 연구에 예정되어 있는 법규 개정 관련 수요자(어민, 해양경찰 공무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 조사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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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후 수정본】

www.maritimepolice.kr❚81

82❚한국해양경찰학회

www.maritimepolice.kr❚83

84❚한국해양경찰학회

www.maritimepolice.kr❚85

86❚한국해양경찰학회

www.maritimepolice.kr❚87

88❚한국해양경찰학회

www.maritimepolice.kr❚89

토 론 문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 토론문

박 주 상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이우진 교수님의 “해양안전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발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한국해양경찰학
회 발전을 위해 좋은 주제의 발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연구에 대한 발표문이 17페이지의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고, 직접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토론문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
을 것입니다.
우선, 이 연구는 해양레저 활동자의 관점에서 해양안전과 관련된 법률들 중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률의 제정과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률의 문제점들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발표자료를 읽어보고 개인적인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목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표현이 이 연구의 제목에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
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비정상화의 정상화 목표: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과 관행 그리고
제도의 부정부패를 찾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선 국가,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에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비정상화된 부분인지도 의문이 듭니
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라
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 연구는 해양레저 활동자의 관점에서 해양안전과 관련한 3개의 법률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4페이지의 연구방법 설계에서도 그와 같은 내
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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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심층면담자 집단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
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자 각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청취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명한 인사나 여론의 선도층,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얻기
어려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 식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자료에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첨부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12, 13, 14페이지에서는 앞서 설명한 3개의 법률에 대하여 해양레저 활동자의 관점에서 살
펴보았을 때, 각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이미 개선된 내용들도
있으며, 앞으로 해양경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양경찰조직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에서 제시한 ‘3.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등의 안전관리 전략의 부재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는 이 연구에서 어떠한 근거로 분석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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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 토론문

유 병 후 박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해양 및 연안에서의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커
다란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현재에도 해양 및 연안에서의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타
까운 인명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또는 단
속을 피해 행해지는 행위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 및
연안에서의 사고가 최근에는 줄여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
고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안
전 정책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의 안전 의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
으로 잘 구비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주제의 발표문은 해양안전 법률의 정책 과정과 주요 문제
점을 제시하여 해양 및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주제로 사료되며 계속적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 해양 및 연안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업 및 휴양을 즐기
기를 기대해 본다.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토론과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의무 준수 및 안전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의 안전의무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
시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여 안전의무 위반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 관련 면허시험 및 면허취득자에 대한
각종 교육이 위탁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위탁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
며,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해양경찰도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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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구조와 관련하여 사고 구조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규정 및 매뉴얼이 필요하며,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대
처할 수 있는 매뉴얼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수상구조를 해양경찰이나 소방청에서 모
두 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하여 민간의 수상구조사를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상
구조사의 보상도 적절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상구조 훈련도 해양경찰과 소방청과 같이 실시
하여 사고 구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연안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안내 방송 실시의 확대와 순찰의 강화가 필요
해 보인다. 위험 지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은 많이 볼 수 있으나 위험 지역 침입 시 안내 방송은 실
시하지 않는 곳이 많다. 출입을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안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순찰이 해양경찰만으로는 물리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순찰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활용하여야 것이다. 민간 순찰대가
순찰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활동을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해양 및 연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방법, 즉 SNS 등의 켐페인 같은 방법을 활용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해양안전 법률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자격증이나 민간에 대한 활동에 대한 문
제점을 제시하였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
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해양안전 법률에 대한 문제점이 민간 활동에 대한 문제점 이외에 해양경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해양안전 법률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여기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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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 토론

정 신 교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세월호사건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논문은 해양안전에 관한 특히 중요한 관련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구조사법, 연안사고예방법)의 제정 및 변동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위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해양사고의 경우 육상에서의 사고와는 달리 사고발생시 수반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사고를 예
방하기 위한 법률, 제도, 정책 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수립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기도 한다. 국내 경제성정과 더불어 해운업도 발전하고 있으며 선박통항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양사고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해양안전을 위한 3개의 주요법률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발생과 국제협약이
제정되면서 국내법으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등도 해양사고
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이 논문이 해양안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면 위
의 법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토록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절차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
다.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에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 인・허가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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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확인해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교통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양교통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기관 간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토록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해양사고정
보・수심・항적・해양기상・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의 정보가 통합・표준화되고, 분석 및 정
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그림1>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해수부1)

이 논문에 대해 개선과 보완점에 대해 언급하면 첫째, 논문의 제목이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며 논문제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 저자는
논문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제로 바꾸기를 권고한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목차와 내용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연구방법설계에서
심층면접과 전문가와의 검토가 있으나 논문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다. 연과과제 선정 시 프리젠테
이션에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나 학술대회에 발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용을 요약하고 목차와 주제가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술대회에 발표하기 위한 논문
목차로 수정하여 구성하기를 권고한다.
1) 데일리안, 해양개발, “해양교통안전점검 이행안하면 사업 못한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944352/
?sc=Daum(최종검색일: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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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논문은 해양경찰소관 법률 중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세 개의 법률의 제정과정과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면서 주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
이 빠진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
넷째, 해양경찰소관 법률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
안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부분에서 약간의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논문을 요약하는 과정에
서 생략되었다면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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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문

토론문과 관련된 답변

이 우 진 교수 (한양대학교)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해양경찰학회 정기 학술대회에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발표
한 저자 이 우진 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학술대회가 구두발표가 아닌 자료집 발간으로 대체되어 글로서
인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특히, 17페이지 분량의 짧은 분량으로
연구내용 전부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토론자 분들께서 질
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참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어떠한 이유에서 주제를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정하였는가?
발표자료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해양경찰이 소관하고 있는 법률을 연구사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제6공화국)에 의해 새롭게 부활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을 수행하는 현
장집행자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비판적 시각으로 해양경찰 정책과 방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간조선
뉴스룸(2019, 12)이 보도한 “2019년 해경이 설립 밀어붙이는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의 실체”에 따르
면, 해양경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번 무산된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소관법령
인 수상레저안전법을 일명 청부입법(입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국회의원입법으로 대
신 발의하는 것을 뜻한다)을 통해 개정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는 한편, 2014년부터 2018년의
기간 중 수상레저조종면허 취득자는 7만 4407명으로 늘었지만 사고 발생은 10건에 불과하다며 해
양경찰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를 접하고 재미있는 연구 아이디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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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현재 시점에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은 124개이고, 해양경찰이 소관하
고 있는 법률은 6개 법령인데 이중 해양레저활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에 있는 해양안전법률은 언급한
바와 같이「수상레저안전법」,「수상구조사법」,「연안사고예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사례로 선택하였습
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목적을 해양경찰이 소관하고 있는 해양안전법률(수상레저안전법, 수상구조
사법, 연안사고예방법)을 한정해서 해양레저활동자 관점에서 해양안전법률이 정책적 산물로 탄생한
배경과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상적 궤도위에서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지 그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주제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정한 이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연구결과
해양안전법률 제정 당시 추구했었던 정책의 목적과는 약간 다른 방향의 비정상적 파급효과가 발생
하였기에 해양안전 법률이 지향하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힘차게 정상적 궤도로 나아가라는 바램으로
본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연안사고예방법률」의 경우, 제정 당시 연안해역 안전관
리를 목적으로 연안체험 활동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연안
체험활동 계획서 신고, 보험을 의무가입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이해당사자들(수중레저활동자)로부터
전국적으로 정책불응을 격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책이 제정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의 의미를 첫째, 해경의 소관 법률로서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둘째, 타 행정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리더로서 역할 수
행 셋째, 최초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 방안 관리장치 마련이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수한 어려움속에 제정된 해양안전법률이 현재는 연안사고예방법 제4조 타법률에 의한
감독과 올해 초(2020년 3월) 연안사고예방법보다 뒤늦게 제정된 해양수산부의 소관의 수중레저활성
화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해 연안사고예방법의 적용대상자인 일반형, 수상형, 수중형 모두 정책대
상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양경찰이 보도한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의 의미인 3가지 중 가장 큰 축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에 포함되었던 민간연안안전순찰대가 올해 중순(2020, 7)에 즉, 법
령이 제정된지 5년만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도 앞으로 어떡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해양안전 법률의 비정상적 성장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의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5마력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즉, 조종면허와 요트면허제도를 20년 동안 운용하는 안
정화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한 것처럼 수상레저안전법률의 목적과는 다른 비정상
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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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면허취득자들과 재교육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안전교육교재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안전
경각심을 고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교육교재가 없거나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동안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여 우연치 않게 2020년 5월 20일 해양경찰청이 주관하
는 국민포럼에 참가한 제가 주장하였고, 감사하게도 관계자분들이 이를 받아주어 동년 8월에
2020-102 공고로서 안전교육교재 감수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관 운용체계와 시험채점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시험관은 공정성이 우선인데도 해양경찰이 위탁한 기관 소속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
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장은 2000년 처음으로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률에 따라 전국 시도를 중
심으로 총 15개 시험장으로 위탁되었고, 2006년에 19개 시험장으로 위탁 운용되다가 2012년 해양
경찰청은 면제 면허시험 대행기관을 확대하여 현재는 전국 71곳이 시험장으로 나아가 조종면허 학
원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한
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자만 양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면허학원의 종사자가 시험관으로 운
용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 형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시험 채점표가 2000년도에 처음 제작되어 20년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
습니다. 즉, 실기 채점표는 출발전 확인, 이안, 변침, 사행, 후진, 인명구조, 접안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100점 만점을 갖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1급은 8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처
리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1급과 2급 실기시험 응시자가 모두 같은 실기 채점표로 관행적으로 20
년간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2급 응시생의 경우 감점 9점으로 해당되는 사행항목만 무
사히 통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수를 한다고 해도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구조위에 20
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최초 만들어진 실기 채점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발 전 확인의 항목 중 구명동의 착용불량 감점 3점, 점검불이행 감점 3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감점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전과 현시점의 해양안전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동력수상레저기구 탑승 시 구명동의 착용은 해양안전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조종면허 시험제도를 통해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허시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책의 비정상적 관행의 문제점으로 판단하였습
니다.
셋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수상인명구조요원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상인명구
조 교육과정의 역사의 시작은 대한적십자사 안전사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안전사업
연혁에 따르면 1953년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의 극동지구의 안전교육과장 코론
(Corron)을 초청하여 최초의 수상인명구조 강사 과정을 개최하였고, 1956년에 인명구조 및 수상안
전교재(Life Saving and Water Safety)를 발간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한동안 자체적인 안전사업으로 수상인명구조교육과정(60시간)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해양경찰의 소관법률인 수상레저법상의 인명구조교육단체로 등록신청을 하면서 민간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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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48시간으로 하향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4년 전에 수상구사법률상의 수상구조사 위탁기관으
로 등록하여 국가자격 교육과정으로 64시간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단체들은 해양경찰이 지정한 40시간 만을 교육시간으로 정하고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좀 더 많은 교육과정 시간으로 역량 있는 수
상인명구조원을 배출하던 것이 수상레저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육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전체적인 교
육시간이 줄어 결국, 수상인명구조원의 기능과 역량이 줄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상레저
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1항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
저사업장(래프팅 기구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
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상인명구
조원의 업무와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공유수면 면적 안에서 진행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은 동력과 무동력이 있는 기구를 사용함으로 맨몸 수영구조를 업무로 하는 보편적
수상인명구조원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수상인명구조요원의 역할보다는 수상
레저기구 조종자 또는 보조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운영 측면에서 체력적 능력
과 구조 기술적 역량이 월등한 젊은이보다는 사업주 본인이 인명구조요원으로 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상레저안전법 고시에 인명구조요원이라고 명시하여 기존의 수
상인명구조원들과 능력과 역할이 등치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판단됩니다.
넷째, 보험문제와 관련해서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경제적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에서 비 정상적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수상구조법」의 경우 제정 당시 민간 구조사의 보상문제가 부각되고, 민간 구조
사 자격관리 및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수난구호법의 법제명이 수상구조법으로 변동하면
서 정책이 작동되고 있지만 이 또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
구조법의 변동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구조할 수 있는 역량 즉, 수상구조사제도 보다 수중구조사제
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문제와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존의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국가자격으
로 대체하는 수준으로 머물렀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해럴드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이 주장한 정책의 개념 즉, 정
책은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 수단을 담고 있는 예정된 계획이라는 틀에서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
처럼 해양안전법률이 추구했었던 정책의 목적과는 다른 비정상적 작동과정과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고 그리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해양경찰이 예정한 계획 범위 안에서 현장집행자로서 역
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 주제를 해양안전정책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106❚한국해양경찰학회

2.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등의 안전관리 전략의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이 연구에서 어떠한 근거로 분석된 것인지?
위에서 언급한 정책의 비정상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안전관리 전략의 부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어떠한 근거로 분석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사고예방법률」의 경우 정책제정 과정상에 나타난 해양경찰의 대응 전략과는 달리 언급
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중레저활성화법률 시행규칙 변경과정에서 해양경찰
의 관심과 노력의 부족했었다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전략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안사고예방법은 2014년 5월 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2015년 8월에 하위법령제정 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밝힌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중레저 활성화 법률은
2016년에 국회를 통과되고, 2017년 7월 26일에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요한 점은 뒤늦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진 수중레저활성화 법안 제정 과정상에 나타
난 해양경찰의 대응 전략이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관심 부족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본관 제504호)에서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진술자가 수중형체험활동자는 이미 해양경찰소관의 법률을 따르고 있기에 새롭게 제정될 수
중레저법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특히 안전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기에 대상자가 이
중규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안효대 소위원장은 안전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지요 라고 언급해 안전교육부분은 연안사고예방법을 따르고 수중형
활성화측면에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청회에 무단으로 참석한 국민
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해상안전과 채수준 경정은 “위원장님, 저는 여기 공청회에 참여하러 왔
는데요. 저도 질의를 하나만 했으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해양수산부
에서 제정하려는 수중레저활성화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가지 관점으로 위 상황의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중레
저활성화 법안은 제정 당시부터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이중규제 논란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양경찰 담당 계장이 국회 소위원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발언했었다는 점에서 타법
률 제정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시행되면 유사법령을 소관하는 각
부처 간 의견대립이나 저항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기본적으로 제정법은 옆에 인근
부처 그러니까 소관 부처와 법령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즉,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제정과정은
기존법에 의해서 미비점을 그 법에 의해서 보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이 특징입
니다.
다시 말해 정책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정책의 가치수용성과 현장 적용성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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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자문회의 또는 관련 기관 협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즉, 2020년 3월에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당시 해양경찰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결국
연안사고예방법의 안전교육대상자가 자체교육대상자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에서 관심의 부재 즉, 안
전관리 전략이 부족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해양경찰과 유사하게 조직해체와 부활을 경험한 해양수산부 관리전략을 사례로 설명하겠습
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해양수산 정책실을 신설하고 정책과 관련하여 매년 관리 전략을
“해양 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소관 법률 90개, 2014
년 소관법률 92개, 2016년 소관법률 100개, 2018년 소관법률 104개, 2020년 현재 124개의 법률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사점은 관리전략을 통해 매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리전략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미 위에서 언급한 「수상레저안전법」, 「수상구조법」의 문제점을 모두 고려하여 해양경찰
은 안전관리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의 문제점을 일개 개인자격으로 연구하여 논문화 시킨다는 그
자체에서 해양경찰은 안전관리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학술 발표에서 밝힌 문제점과 관련된 개선방안
2명의 토론자분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문제점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설명하기 전에 발표 자료에
저는 증거사슬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제언 부분
에 약식으로만 진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책결정자도 아니고 더욱이 객관적 근거나 자료없
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연구 기준점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기한 문제점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앞으로 해양안전정책의 발전
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토론자분의 주장에 용기를 받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 주장이라는 점
을 밝힙니다.
첫째, 해양안전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기관(예 :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면허, 수상구조사, 각종 안전교육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처럼 “공단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련 위탁기관
들은 시설, 인력,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기 나뉘어져 위탁기관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레저활동의 활성화와 안전문화 형성에도 한계점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안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종면허 제도와 관련해서 시험관은 전문영역의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고, 해양경찰 소속으
로 전국시험장으로 파견을 시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험채점
표와 기능상의 항목을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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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수상레저기구가 출현되고 있는 실정
을 감안하여 현재의 조종면허 제도뿐만 아니라 수상오토바이(젯트스키) 면허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무동력 보토와 수상오토바이가 결합된 새로운 레저기구가 시장에 나타
나고 있고, 수상오토바이 동호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새로
운 면허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면허증인 만큼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타 국가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의와 제도를 개선해
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인명구조요원이라는 용어를 법률의 목적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기능적 측면에서 맨몸구조가 아닌 다양한 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의 구조법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전교육과정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 판단 됩니다.
다섯째,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보험료와 관련해서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중심이 되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수상레저 사업자들은 인상된 보험료 때문
에 동력보트 10대가 있더라도 1대만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된 보트
로 보상을 받아 전체 보험요율이 오르고 결국, 보험료가 높게 인상되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반영된 사고 발생율을 조사하고,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시스템을 통
합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여섯째, 수상구조법 제도와 관련해서 신설된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1급 전문 수상구조사, 2급
일반 수상구조사로 구분하고,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현장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중구조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연안사고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 연안안전순찰대를 사고 위험지역이나 사고 발생율
이 높은 시기에는 항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박완주(민주당) 국회 의원이 공개적으
로 제기한 것처럼 예산문제와 인력수급문제가 남아 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의용소
방대를 상기할 때,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토론자분이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양경찰학회가 중심
이 되어 또 다른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4. 학술대회 발표자료 구성체계
토론자분이 구두발표용으로 제작된 짧은 PPT 자료만으로 연구내용 전반을 이해하시기 힘드셨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에 본 학술대회 발표자료 구성체계 중 연구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 발표자료의 내용은 크게 해양경찰이 소관하고 있는 안전관련법령(수상레저안전법, 연
안사고예방법, 수상구조법)의 정책제정 과정 분석과 안전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적 문제점의 내용 분석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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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을 미국의 정책학자 Kingdon(1984) 다중흐름모형 이론을 적용하
고, 안전관련 법령의 내용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관련법령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양경
찰, 연안사고예방법 이해당사자, 수중레저안전법 이해당사자, 수상구조법 이해당사자, 수상레저 사
업자로 구분하여 심층면담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 연구참여자 중 몇 분은 질적연구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세밀한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ingdon(1984) 다중흐름모형 이론은 정책제정과정은 정책의제로 대두된 사안이 어떠
한 이유(Why)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으로 확산되고, 어떻게(How) 정책 산출로 귀결되는지 그 과
정을 정책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흐름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정책선도자가 나서 “정책의 창”
을 열어 결국, 정책이 제정되었는지 밝히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수상구조법과 연
안사고예방법을 분석하였습니다. 단, 수상레저안전법의 정책결정과정의 경우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제정과정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의 일부분을
학술대회가 아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0권 4호에 수록하였습니다. 구두발표용으로 제작된 짧은
PPT 자료만으로 토론자분들께 동의와 공감을 얻기 힘들었을 부분은 학회지 10권 4호를 참조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분이 질문하신 해양안전정책의 벌칙이나 과태료 부분의 적절성은 상황별, 유형
별로 벌칙이나 과태료 기준이 달라 제가 감히 언급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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