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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강화

안전검사 준비사항

구분
소화기

변경

변경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안전설비는 다음과 같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주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음

설비

구명뗏목

· 최대승선인원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한정)

구명조끼

· 성인용 구명조끼 100퍼센트 이상
· 어린이용 구명조끼 20퍼센트 이상

구명부환

·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

무전기

· VHF/DSC 등 통신기기

화장실

·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

쓰레기통

· 용량 40리터 이상 2개

구급약품

·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레이더
AIS
EPIRB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5톤 미만) 간이식 소화기 2개
· (5톤 이상) 휴대식 소화기 2개

이렇게 달라졌어요
선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기관의 연료유, 윤활유,
냉각수의 누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구명조끼ㆍ소화기 등의
안전설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구명뗏목의 정비일자
및 이탈 장치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

· 야간(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
· 선박 자동식별장치
·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비치
·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야간영업을 하는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비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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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3

05

영업구역 설정

안전운항 의무

출항의 제한

기존

신설

기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고지해야 함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등

변경
관할 수역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설정

변경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추가

02

04

06

관리선 허용 금지

선장의 승무경력 신설

새로운 안전기준

기존

신설

신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낚시어선업 가능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함

변경
2024년 2월 28일부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은 낚시어선업 불가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