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설명회
2017. 12. 2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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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선박평형수

船舶平衡水 / Ballast Water

ㅇ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또는 선체 응력을 통제하기
위해 선박에 싣고 있는 부유물질을 포함한 물(水)

화물양하 &
평형수 주입

공선항해

화물적재 &
평형수 배출

해양생물 유입

유입상태로 항해

다른 해역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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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항해

평형수 없이 항해

ㅇ 협약 적용 대상
- 협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 협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은 없으나, 협약 당사국의 권한
하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박
ㅇ 협약 적용 제외
-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
-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해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 당사국의 관할수역 내와 공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 선박
(정부의 비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 선박의 밀봉된 탱크에 적재된 배출할 수 없는 영구적인 평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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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 배출 관련 규정 요약>
ㅇ 국제항해선박은 항만내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이 가능
가. 교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 기선으로 부터 거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만, 지형적 여건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준에 맞게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다.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라. 교환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되지 않은 선박평형수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 또는 다른 배에 이송하는 경우 등
마. 상기 가 및 나의 경우 외에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ㅇ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하는 선박의 계획된 항로에
교환 수역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4 규칙에 따라 법 시행
전처럼 운항이 가능
(한중일 만 운항하는 BWTS 미설치 선박은 평형수 교환 없이 운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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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입항보고 요령
ㅇ PLISM 시스템 개선 요구 중
- 비고, 반려, 반려취소, 부선, 연락처, 자동입력 등

- 4 -

ㅇ PLISM 시스템 개선 전까지 임시 적용 방안
① 비고 : PLISM 25번 칸을 활용
(기존) 한중일 선박, 해당없음 등으로 입력
(임시 활용 예시) 한중일 선박, 평형수 배출 없음, OT 적용 선박,
부선 무궁화호(1500톤) 예인 입항
② 부선을 예인하여 입항하는 경우
- 선박 제원 및 증서 등의 내용 : 예선을 기준으로 입력
- 평형수 관련 내용 : 예선과 부선의 합계값으로 입력
- 부선의 선박 정보는 PLISM 25번에 선명과 톤수 입력
- 부선의 평형수 이력은 예선의 평형수 이력을 입력 후 행추가
하여 계속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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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컨테이너선 및 근거리 출항 선박
- 선박정보 탭을 입력 후 입항 보고 전송
- 초기 전송 시, 항만내에서 선박평형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배출량을 함께 입력
ㆍ1개 행에 총 배출 예상량 위주로 입력
- 평형수작업계획 확정 후, 실제 계획에 맞게 선박평형수 이력
탭을 수정 입력
ㆍ수원, 탱크별로 구분하여 기재
* 평형수 배출이 취소된 경우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 수정(통계)

④ 컨테이너선의 Heeling Tank
- 배출 없이 좌ㆍ우 탱크의 평형수를 이동하여 선체 경사 조절
- 선박평형수 이력 탭에는 배출예정인 탱크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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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ample procedure(departure from Fukuoka Japan, BWTS not installed)
- Send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before departure
* If the Ballast Discharge Plan is not fixed before departure,
input ballast water history(reporting form item no.4) as expected
** Send revised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as soon as
possible, once the Ballast Discharge Plan is fixed,

- Not be required to deviate or delay, in order to EXCHANGE
ballast water
- Ship can discharge ballast water even it was taken at
Fukuoka according to revised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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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ample procedure(departure from Mexico, BWTS not installed)
- Send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before 24 hours of
arrival
- Required to EXCHANGE ballast water according to BWM
Convention Annex regulation B-4(Ballast Water Exchange)
* conduct Ballast water exchange at least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earest land and at least 200 metres in depth

- Ship can discharge only EXCHANGED ballas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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