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6 - 95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

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

35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년

2016

월

6

양 양 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

22

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이하

법” 이라 한다)제35조

“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 오염의 방지

․선원 이하 어선업자 라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어선업자

(

“

”

한다)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낚시어선업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7

제5조(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어촌 어항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 간출암,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명
구조 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6.

· ·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 통신 기관 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승객 준수사항)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항 시부터 입항 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수산물의 불법 포획 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

6.

해상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7.

낚시어선에서 음주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금한다.

8.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제6조에 의한 승객의 준

․

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 시장·군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에 의한 고시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고시
제2013-130호(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 고시)는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