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입항보고는 해당 프로그램(프리즘)으로만 해야 하는가요?
Should

the

Ballast

Water

Report

(BWR)

be

reported

using

the

program(PLISM) only?

답변1.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호로 신
고하면 됩니다.
It is the principle to report using the program. However, if the program
is not available, it is necessary to report it as Form 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질문2. 직전항구가 아국항구인 경우에도 다시 입항보고를 해야 하나요?
If the last port of call is the Korean port, should a vessel report the
BWR again?

답변2. 우리항만에 입항하기 직전 항만에서 선박평형수 주입을 하지 않았
어도 입항 보고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평형수탱크에 우리나라 관할수역을 제외한 곳에서 한번이라도
평형수를 주입하고 배출 및 교환을 하였다면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항하는 항만마다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
다.
The BWR is not excluded even if a vessel did not load ballast water at
the last port just before entering the present port. Basically, if ballast
water is loaded, discharged or exchanged into the ballast tank once where
not in the jurisdiction water of the Korean during operation of vesse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ballast water is loa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ort every arrival port.

질문3. 평형수를 싣지 않고 입항하는 경우 또는 평형수를 배출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입항보고를 해야 하나요?
If a vessel arrives at a port without ballast water or there is no plan to
discharge ballast water in a port, should a vessel report the BWR?

답변3. 평형수를 싣지 않은 경우도 탱크내의 고정평형수 및 잔존물이 있으
므로 입항보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형수 탱크가 영구평형수를
사용하거나 신조선인 경우는 평형수 입항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
다. 평형수를 싣고 있지만 배출 계획이 없는 경우는 관련 내용을 입
력하면 됩니다.
Even if ballast water is not loaded, there are fixed ballast water and
remnant in the tank. Therefore, the BWR should be reported. However, if
the ballast tank is a permanent ballast tank or newbuilding-vessel, it is
not necessary to report the BWR. When a vessel is carrying ballast water
and no plan to discharge it, just input th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BWR.

질문4. 한중일과 같이 평형수 교환수역이 없어 평형수 교환을 하지 못한
선박의 경우에도 입항보고를 해야하나요?
If a vessel does not have ballast water exchange area such as KoreaChina-Japan area and not possible to exchange ballast water during a
voyage, should a vessel report the BWR?

답변4. 해당 선박은 기존대로 아국항만에서 평형수 배출을 할 수 있지만, 입
항보고는 절차대로 하여야합니다. 기타 협약관련 서류들도 모두 비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선박은 입항보고 시스템의 선박정보
입력란 중 “25.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기재 ” 부분에

“한중일 항해 선박” 이라고 입력해야 해야 합니다.
A vessel operating in these areas may discharge ballast water in the
Korean port as usual, but should report the BWR. Also, all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Ballast Water Convention must be provided.
However, this vessel should input the remark “navigate in Korea-ChinaJapan area only” on the reporting system “No.25 if none, state reason
why not”.

질문5. 입항보고를 완료하고 수리까지 하였으나,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vessel has sent the BWR and it has confirmed by the regional office.
However, there is incorrect information and it needs to be corrected. How
could correct the BWR?

답변5. 관할 지방청에“수리취소”를 요청한 후 정보를 수정입력토록 하고
다시 수리요청 하시면 됩니다.
Request

the regional

office to cancel the BWR then correct

the

information and send it again.

질문6. 어선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
Should a fishing vessel report the BWR?

답변6. 국제항해를 하는 어선으로 선박평형수 탱크의 총용적이 8세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항보고 대상입니다.
If the total volume of vessel’s ballast tanks is more than 8 cubic meters
and they are engaging in international voyage, it is necessary to report
the BWR.

질문7. 부선도 입항보고를 해야 하나요?
Should a barge vessel report the BWR?

답변7. 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건조된 부선은 입항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선의 입항신고는 시스템 상 입력코드가 없기 때문에 Port-MIS에
예선을 선택하고 부수적으로 부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A barge that has been built to load ballast water should report the BWR,
but there is no input code on the system. So it is possible to select “Tug
or Towing Vessel” in the Port-MIS and input the type of vessel “barge”
temporarily.

질문8. 불개항장에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입항신고를 해
야 하나요?
If a vessel arrives at the closed port (not allow to foreign trade), how
should report the BWR?

답변8.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면
됩니다.
Report the BWR as Form 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질문9. 일본 항구에서 출항하여 본국으로 입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해
시간이 짧아 24시간 이전에 통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f the sailing time is less than 24 hours such as from Japan to Korea,
how should a vessel report the BWR?

답변9. 항해시간이 2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국 항만으로 출항하기 전
에 평형수관련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If the sailing time is less than 24 hours, it is necessary to report the
BWR before departing to the port of Korea.

질문10. 입항보고시에 평형수 탱크의 수와 평형수 용량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선박 평형수 탱크의 수만 기재하는건지 아니면
선박평형수를 화물창(C/H)에 싣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There is a place to fill in the number of ballast tanks and ballast water
capacity on the reporting system. Does it include the number of ballast
tank only, or include cargo hold(C/H) which ballast water is loaded?

답변10.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는 선박의 경우 그 화물창은 선박평형수
탱크로 보아야 하며, 선박평형수 탱크수 및 용량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탱크의 종류에서 “ CH(Cargo Hold) ” 라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For ships carrying ballast water in cargo holds, cargo holds shall be
regarded as ballast tanks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ballast
tanks’ and ‘ballast water capacity’. In the type of tank "CH (Cargo Hold)"
has been specified to choose from.

질문11. 일시적 자격변경을 해서 운항하는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보고를 해야 합니까?
If a vessel, operating with temporary qualification changes, departures
from the foreign port and enters the Korea port, should it report the
BWR?

답변11. 입항보고 대상입니다.
It is necessary to report the BWR.

질문12. 우리나라에 입항해서 내항선으로 운송면허 자격을 변경하여 국내
항간만을 운항할 경우 입항보고는 계속 하여야 합니까?
An ocean-going vessel entered a Korea port and changed its qualification
as a domestic ship. Since then, if this vessel only operates in the
domestic port, is it necessary to reporting continuously?

답변12. 첫 번째 항만에서 입항 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내항선으로 자격
을 변경한 후에는 내항선으로 간주되므로 다음 항에서부터는 입항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t is necessary to report the BWR at the first port. However, a vessel is
considered to be a domestic vessel since it has changed its qualification
as a domestic ship. In such case, it is not necessary to report the BWR.

질문13. 선박평형수 탱크의 평형수가 여러 항만에서 적재된 경우 선박이력
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If ballast water is loaded at several ports, how should the records be
input?

답변.13 적재되어 있는 평형수의 주입이력을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항만에 입항 전 주입과 배출행위가 있어 주입된 용량에 변동
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된 용량에 따른 비율로서 남아있는 평형수
의 용량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All loading records of the ballast water should be filled in. However, if
there is a change in the ballast capacity due to the loading and

discharging before entering the domestic port, the remaining capacity of
the ballast water should be determined as the ratio according to the
loaded/discharged capacity.

예시) 선수 평형수탱크의 용량을 100으로 가정할 때, A항만에서 2017.09.12. 50을 주
입하고 B항만에서 2017.09.13. 20을 배출 한후 다시 B항만에서 70을 주입한
경우 평형수 이력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ssuming that the capacity of the ballast tank is 100, if 50 tons is loaded
from port A, 20 tons is discharged from port B, and then 70 tons is
loaded from port B, the ballast history is shown below.

Tank/ Cargo

Date

Port or Lat./Long.

Capacity

FT

2017.09.12

A Port

30

FT

2017.09.13

B Port

70

Hold

Temperature

질문14. 총톤수 400톤 이하인 선박은 평형수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vessel(400 gross tonnages or less) does not need to have the Ballast
Management Plan?

답변14. 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될 뿐 협약의 적
용 선박이라면 평형수협약에 따른 서류들을 비치(검인 포함)하고
협약에 따른 평형수 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A vessel(400 gross tonnages or less) shall be only excluded from the
survey. However, if applicable to the convention,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the endorsement) relating to the convention should be onboard
and management of ballast water should be implemented.

질문15. 배출 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를 모두 배출(단, 침전물 미 제거)하고
측심되는 평형수가 없다면 적재탱크와 보유량을 어떻게 신고하여
야 하는지?
All ballast water that possible to be discharged is discharged (but the
sediment is not removed) and there is no remain with sounding by crew.
How to report the tank and capacity?

답변15. 평형수 탱크의 침전물과 평형수를 수리조선소 등에서 완전히 제거
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전물과 데드발라스트(DEAD BALLAST)가
남은 탱크는 적재탱크로 보아야 하며, 잔존량은 선박에서 추정한
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Except that the sediment and ballast water in ballast tank/cargo hold are
completely removed and dried from the shipyard, the tank remaining
sediment/dead ballast shall be regarded as a loading tank. This remaining
amount shall be input as an estimated value.

질문16. 침전물과 평형수가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평형수 탱크가 있다면
관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 탱크의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If there are ballast tanks that sediment and ballast water completely
removed and dried but actually not in use, should they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tanks not managed’?

답변16. 침전물과 평형수가 완전히 제거된 경우는 관리된 선박평형수 탱크
로 보아야 합니다.
If the sediment and ballast water are completely removed and dried, they
should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tanks mana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