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의3] <개정 2018. 10.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7조의3 관련)

구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1. 항로 또는 정박지

의 지정ᆞ고시 또

는 변경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항로를 지정ᆞ고시하려는 경우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항로

  3)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항로

나. 가목에 따른 항로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交角) 또는 폭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 또는 폭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박지를 지정ᆞ고시하려는 경우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

는 정박지

  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라. 다목에 따른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

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

려는 경우

  2) 그 밖의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

하는 수역의 설

정 또는 변경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을 설정ᆞ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해도

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채굴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

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3. 수역에 설치되는 교

량ᆞ터널ᆞ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ᆞ부설 

또는 보수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도로법」 등에 따른 

교량을 건설하거나 터널(수심이 변경되거나 해상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한정한다)을 부설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

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교량(교각을 포함한다)이나 터널의 위치, 교량의 수면

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다. 이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에 따

라 지정ᆞ고시된 항로 또는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횡단하는 해

월(海越)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

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다목에 해당하는 해월케이블의 위치 또는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

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마.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교량, 교각, 터널, 해월케

이블, 선박 계류시설, 방파제ᆞ파제제(波除堤)ᆞ방조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되

는 시설물 및 「어촌ᆞ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설치

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수역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

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ᆞ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

용ᆞ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점용ᆞ사용 수역 면적 또는 매립 수역 면적

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ᆞ재개발

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항만을 지정하려는 경우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

항만

  2) 「어촌ᆞ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다.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라. 다목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의 변경

  1) 거대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20퍼센트 이



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마. 이 표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로부터 해당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선박의 길이의 3배 

안의 수역에 방파제ᆞ파제제ᆞ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다만, 사업을 하려

는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마목에 해당하는 방파제ᆞ파제제ᆞ방조제의 길이 또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교

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고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ᆞ지진해일주의보ᆞ태풍주의보ᆞ풍랑

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ᆞ지진해일경보ᆞ태풍경보ᆞ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

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

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

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또는 「신

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ᆞ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

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