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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항로표지는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형상·색채·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

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표지, 형상표지, 음파표

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을 포함한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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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

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b).

이에 동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

으며,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와 선박사고 현황 및 항행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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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항로표지는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항수역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이다. 항로표지가 가

항수역의 한계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역을 처음 이용하는 항해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수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좁은 수로를 따라 IALA 해상부표식에 따른 측방표지 및 방위

표지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좁은 수로에 배치된 항로표지가 양식장 개발 등의 해상교통 환경 변화 이후, 선

박운항 안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한 실증 사례 연구이다. 서남해안의 5가지 좁은 수로에 대한 사례 검토 결과, 항

로표지가 표시하는 가항수역 상에 양식장이 분포하여 항로표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로, 해당 항로표지의 종별 혹은 위치 변경, 양식장 표지의 설치, 해도상 양식장 위치 표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항로표지, 좁은 수로, 국제항로표지협회, 측방표지, 방위표지, 양식장

Abstract : AtoN is an acronym for aids to navigation that indicate the position or direction of navigable areas and obstructions. AtoN should be 

arranged in consideration of unfamiliar navigator’s convenience when it is indicated as the limits of navigable areas. Several narrow channels exist on 

the SW coast of Korea owing to the geographical effect, and the lateral or cardinal marks by the IALA maritime buoyage system are arranged along the 

narrow channels. This is an actual case study that analyzed the AtoN’s role for safety navigation after changes in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owing 

to aquarfarm’s development on narrow channels in the Korean SW coast. The analysis results of 5 narrow channels indicated that certain marks did not 

function properly as lateral or cardinal marks owing to the aquarfarm’s location on navigable areas. Therefore,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to improve 

AtoN on narrow channels: changing the position of marks, installing aquafarm’s marks, and expressing the aquafarm’s position on the nautica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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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조사·분석 등의 사항을 고려한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c;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a).

2004년 제1차 항로표지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2015

년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15년 ~ 2024년)이 수립되어 시

행 중에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 항로표지 인프라 구축, 항

로표지 관리운영 효율 제고, 항로표지 기술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국제사회 위상강화 및 남북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

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이러한 주요 정책과

제는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항로표지 서비스 제

공, 주요국과 대비한 항로표지의 양적 확충, 노후 항로표지

의 개량, 항로표지의 품질 관리 개선 등 주로 항로표지 자체

에 대한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항로표지 시행계획에서도 항로표지 증설, 개량, 스마트 항로

표지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d).

그러나, 기존 설치된 항로표지가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혹은 새로운 항행 위해요소의 출현 등으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고유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노력은 상기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최근 항로표지와 관련한 학술 연구에서, Moon et al.(2018), 

Kim and Moon(2018), Moon and Kim(2019) 등은 선박과의 충돌 

등의 원인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이 정지되는 항로표지 사고

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및 항행위험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모

델을 개발하여 항로표지의 동시다발 기능 정지 시 선박의 

안전운항과 경제적 비용손실을 고려한 항로표지 정비의 우

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Park and Gug(2016)은 유인등대를 중심으로 항로표지의 효

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항로표지 기능, 광역관리 

기능, 국가정책 기능, 해양문화공간 기능의 4가지로 선정하

고 이를 다시 5가지의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전국 37기 유인

등대의 종합적 효용성을 AHP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효용성이 낮은 유인등대에 대하여 다기능화 및 중장

기적 무인등대화 등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Kim et al.(2014)은 항로표지 신설 및 재배치 계획 시 전자

해도 상에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고, Jeon and Lee(2013)는 

항로표지 시설에 도입할 수 있는 최적 서비스수준(LOS)을 

고려하여 해역이나 항로의 중요도에 따른 운영관리 시스템

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기 항로표지와 관련한 연구들은 모두 우리나라 주요 항

만 및 항로 등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항로표지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항

로표지가 설치된 이후 실제 해당 해역에서 그 목적인 해상

교통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사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형선박 등의 해상교통량이 많은 국내의 주요 항만이나 

항로 등에 설치된 항로표지는 선박의 운항 능률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의한 지

속적인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주요 항만이나 항로 외에 주로 

어선이나 소형 선박들이 이용하는 좁은 수로에 설치된 항로

표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설치된 항로표지가 설치 이후 해

상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로표지법에서 도모하고

자 하는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효율

적으로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리적 특성

상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좁은 수로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

며, 서남해의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식장 개발 

등으로 해상교통의 환경 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

러한 해역에 배치된 항로표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항로표지

의 역할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좁은 수로 및 항로표지의 정의, 현황

2.1 좁은 수로의 정의 및 현황

해사안전법에서는 항로에 대해서 제31조(항로의 지정 등)

와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등에서 수역의 범위 및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b), 좁은 수로에 대해서

는 그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제67조(좁은 수로 등)에서 좁은 수로나 항로에서의 선박 항

행 안전을 고려한 항법만을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c). 

Lee(2017)는 좁은 수로의 정의와 항법 문제에 관한 그의 

연구를 통해 해사안전법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좁

은 수로의 의미를 따로 정하지 않아 국내외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왔음을 밝히고, 해외자료를 인용 일반적으로 

수로는 “양측에 천수역이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혹은 준설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심이 깊은 수역이며 일반적으로 부표로 

표시된다.”라고 정의하여, 양측에 천수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넓은 수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항로와 구분

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례를 정리하여 좁은 수로는 다음 ①

~④ 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제시하였다.

① 해당 수로의 물리적 조건(수로의 수심, 가항 수역의 폭

이 해당 선박 길이의 16배 이내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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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항 선박의 크기(길이, 흘수, 폭 등) 및 종류와 교통량

③ 항행관습으로 보아 항해자들의 이 수역을 좁은 수로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④ 해당 수역의 자연적 조건(조류의 속도와 세기, 조석의 

차. 굽은 곳의 존재, 기타 모래톱과 같은 천수 구역의 

존재 등을 포함한 항해상의 위험 요소)

좁은 수로는 지정된 항로와 같이 수역의 범위를 고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좁은 수로 개수 등의 현황을 정

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Kang(2020)은 좁은 수로에서의 항

법 적용에 관한 그의 연구 서문에서 인천항과 평택항 방향

으로 이어진 영흥수도 주변 수로, 신안 임자도 주변 수로, 

목포 율도 - 달리도 간 수로 등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좁은 

수로로 보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 12월 영흥수도에서 발생한 급유

선과 낚시어선 간 충돌사고 이후,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 통

항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위해요소를 개선하고자, 

2018년에는 영흥수도/횡간수도/금오수도/견내량수도, 2019년

에는 인천 신도수도/대초지도 - 무의도 간 수로/완도항 수로/

여수 송도 - 군내리 간 수로/통영 조도수도, 2020년에는 여수 

대경도 - 야도 간 수로/목포 상조도 - 하조도 - 나배도 간 수

로/목포 상사치도 수로/목포 율도 - 달리도 간 수로/보령 오

천항 - 선촌항 간 수로, 2021년에는 안산 누에섬 - 화성 제부

도 간 수로/완도 화흥포항 수로/목포 우도 - 장좌도 간 수로/

고현항 수로/소안수도/원산 안면대교 수로를 검토한 바 있으

며, 2022년 이후에도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좁은 수로를 

지속적으로 선정 및 검토하여 선박 통항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 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d).

우리나라의 서해안 및 남해안은 드나듦이 복잡하고 다도

해로 이루어진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외해에서 내륙의 항·포

구로 왕래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좁은 수로가 곳곳에 형성

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좁은 수로들이 주로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2.2 항로표지의 정의 및 현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항로표지의 종류)에서 항로표

지의 종류를 광파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특수

신호표지의 5가지로 구분하고, 광파/형상/음파/전파 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공사용/교량/해저케이블/양식장/해

양풍력발전단지 표지 등을 포함한 14가지의 특수항로표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을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2).

동법 동시행규칙 제4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서는 이

러한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 사항으로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23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동 기준은 국

제항로표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이하 IALA라 한다.)의 기

준 준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IALA 해상부표식(Maritime 

Buoyage System) 등을 우리나라의 법체계 안에 수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좁은 수로에 설치된 항로표지가 해당 수로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배치되어 기

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IALA 해상부표식 

및 국내 기준에서 가항수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측방표지와 

방위표지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만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IALA 해상부표식 B지역의 측

방표지 중 좌현표지는 표지의 우측에 가항수역이 있고, 표

지의 좌측에는 암초·천소·침선 등 장애물이 존재하여 선박

의 통항 항로 좌측 한계를 표시하며, Fig. 1과 같이 도색 및 

등색은 녹색, 두표는 원통형 1개로 나타낸다.

측방표지 중 우현표지는 표지의 좌측에 가항수역이 있고, 

표지의 우측에는 암초·천소·침선 등 장애물이 존재하여 선

박의 통항 항로 우측 한계를 표시하며, Fig. 1과 같이 도색 

및 등색은 홍색, 두표는 원뿔형 1개로 나타낸다.

     Port-hand Marks                 Starboard-hand Marks

(Image Source: IALA, 2017a)

Fig. 1. Description of Lateral Marks used on Region B.

한편, IALA 해상부표식의 방위표지 중 동방위표지는 표지

의 동측에 가항수역이 있고, 표지의 서측에는 암초·천소·침

선 등 장애물의 존재를 표시하며, 도색 및 두표의 형상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등색은 백색이다.

동방위표지와 같은 방식으로 서방위표지는 표지의 서측

에 가항수역을, 남방위표지는 표지의 남측에 가항수역을, 북

방위표지는 표지의 북측에 가항수역을 각각 표시하며, 표지 

명칭과 반대의 방향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낸다. 서방위표

지, 남방위표지, 북방위표지의 등색은 동방위표지와 마찬가

지로 모두 백색이며, 각 표지의 도색 및 두표의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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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IALA, 2017b)

Fig. 2. Description of Cardinal Marks. 

Table 1은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의 2020년 항로표지 설치 현황을 각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제

주해양수산관리단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 포함) 별로 나타

낸 것이다(Statistic System of M.O.F, 2022). 부산/인천/마산/여

수 등 대형 항만이 위치한 해역이 다른 해역보다 많은 수의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잡한 해안선과 다도해로 형

성된 좁은 수로가 밀집해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

로표지사무소 포함) 관할 항로표지도 456개로 부산 다음으

로 많은 수의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Region Visual Shape Audible Radio Special Total

Busan 465 8 2 6 28 509

Jeju 175 1 3 9 16 204

Incheon 294 43 3 14 48 402

Yeosu 274 9 4 12 23 322

Masan 322 2 3 9 49 385

Ulsan 93 2 4 3 16 118

Donghae 127 1 6 4 23 161

Gunsan 146 1 2 4 24 177

Mokpo 200 7 4 11 18 240

Jindo 172 4 5 8 27 216

Pohang 178 0 6 7 29 220

Pyeongtaek 115 2 2 3 18 140

Daesan 144 1 2 8 22 177

Total 2,705 81 46 98 341 3,271

Table 1. The State of Korean AtoN               (Year: 2020)

3. 좁은 수로의 항로표지 배치 사례 검토

3.1 소안수도의 항로표지 배치 사례 검토

소안수도는 전라남도의 완도 남측 해역에 위치한 노화도/

보길도 - 소안도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자연적인 지형에 의

해 형성된 수로이다. 내륙의 항구에서 노화도 및 소안도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과 수로 인근 양식장 작업선 및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이며, 이외 부정기적으로 카페

리 형태의 화물선 및 예인선 등이 이용하고 있다.

소안수도를 통항하는 최대 크기의 선박은 완도 화흥포항 

- 노화도 동천항 - 소안도 소안항(오지각) 구간을 왕래하는 

여객선 민국호이며, 제원은 Table 2와 같다.

Gross Tonnage L.O.A(m) Breadth(m) Max. Draft(m)

811 80.4 16.5 2.4

Table 2. Ship’s Particular of Passenger Ship “Minkook”

소안수도의 가항 수역 폭(수심 5 m 이상)은 Fig. 3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250 m ~ 600 m로, 소안수도를 이용하는 최대 

크기 선박인 민국호 전장의 16배(1,286.4 m) 이내이며, 2.1절

에서 정의한 좁은 수로의 요건 ① ~④ 항에 모두 해당한다.

(Chart Source: KHOA 2470, Published 2016)

Fig. 3. Soan Sudo (Soan Narrow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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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안수도에 배치된 항로표지는 소안수도의 북쪽에

서부터 남쪽으로 Fig. 3의 Ⓐ 대서등표, Ⓑ 석도등표, Ⓒ 딴여

등표이며, 각 항로표지의 종별 및 등질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Index Name Type Light

Ⓐ Daeseo Starboard-hand Mark Fl R 5s

Ⓑ Seokdo East Mark Q(3) W 10s

Ⓒ Ttanyeo Starboard-hand Mark Fl(2) R 6s

Table 3. Types & Lights of AtoN on Soan Narrow Channel

즉, 소안수도에 배치된 항로표지 중 Ⓐ 대서등표는 우현

표지로서 표지의 좌측에 가항수역이 있음을 나타내고, Ⓑ

석도등표는 동방위표지로서 표지의 동측에 가항수역이 있

음을, Ⓒ 딴여등표는 우현표지로서 표지의 좌측에 가항수역

이 있음을 나타내어,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소안수도의 가

항수역 양측 한계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Fig. 4에서 표시한 소안수도의 석도등표 인근 양

식장 현황1)과 같이, 석도등표 동측으로 돌출된 양식장으로 

인하여 동방위표지로서 표지 동측에 가항수역이 있음을 나

타내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Chart Source: ENC for Administration, Version 5.0.0.0)

Fig. 4. Aquafarm near Seokdo Mark on Soan Narrow Channel.

Fig. 5는 소안수도의 딴여등표 인근 양식장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딴여등표의 좌측에는 양식장이 산재하여 있어, 우현

1) Fig. 4, Fig. 5, Fig. 8, Fig. 10, Fig. 11, Fig. 12는 국립해양조사원

(KHOA)에서 제공하는 행정용 전자해도(Version 5.0.0) 상에 국가해

양정보마켓센터(KOMC)에서 제공하는 어장정보도(2020년 08월 갱

신)를 겹쳐서(Overlay) 표시한 것이다.

표지로서 표지 좌측에 가항수역이 있음을 나타내고, 표지가 

선박 통항 항로의 우측 한계를 표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전

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Chart Source: ENC for Administration, Version 5.0.0.0)

Fig. 5. Aquafarm near Ttanyeo Mark on Soan Narrow Channel.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소안수도의 대축척  

항해용 해도인 KHOA 2470(Fig. 3 참조)에는 소안수도를 따라 

산재해 있는 수면상 노출된 양식장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

다. 소안수도는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 및 인근의 양

식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선박들이 주로 이용하는 좁은 

수로이기는 하나, 야간이나 시계제한 시 소안수도 남측의 

외해에서 KHOA 2470 해도를 이용하여 소안수도로 북진하는 

선박이 딴여등표를 가항수역의 우측 한계로 판단하고 표지

에 근접하여 진입할 경우, 양식장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곤

란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Fig. 6은 딴여등표 좌측에 산재해 있는 양식장을 촬영한 

사진으로(사진 내 지도는 촬영 위치를 표시한다.), 딴여등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Fig. 6. Photo of Aquafarm near Ttanyeo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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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수도를 따라서도 이러한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양식

장이 산재해 있어, 실제 가항 수역의 최소 폭은 대상 여객선 

전장의 1.5배 정도로, Fig. 3의 해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

보다 매우 좁은 상황이다.

3.2 사도수도의 항로표지 배치 사례 검토

사도수도는 전라남도의 완도 남측 해역에 위치한 노화도 

- 보길도 사이에 동서 방향으로 자연적인 지형에 의해 형성

된 수로이다. 노화도 - 소안도 - 당사도를 정기적으로 왕래

하는 여객선과 수로 인근 양식장 작업선 및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이며, 이외 부정기적으로 카페리 형태의 화물

선 등이 이용하고 있다.

사도수도를 통항하는 최대 크기의 선박은 노화도 - 소안

도 - 당사도 사이를 왕래하는 여객선 섬사랑1호이며, 제원은 

Table 4와 같다.

Gross Tonnage L.O.A(m) Breadth(m) Max. Draft(m)

158 46.2 9.0 1.7

Table 4. Ship’s Particular of Passenger Ship “Seomsarang No.1”

사도수도의 가항 수역 폭(수심 5 m 이상)은 Fig. 7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200 m ~ 310 m로, 사도수도를 이용하는 최대 

크기 선박인 섬사랑1호 전장의 16배(739.2 m) 이내이며, 2.1절

에서 정의한 좁은 수로의 요건 ① ~④ 항에 모두 해당한다.

(Chart Source: KHOA 2470, Published 2016)

Fig. 7. Sado Sudo (Sado Narrow Channel). 

한편, 사도수도에 배치된 항로표지는 노화도의 이목항 동

측에 있는 Fig. 7의 Ⓓ 중리등표이며, 중리등표의 종별 및 등

질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Index Name Type Light

Ⓓ Jungri Port-hand Mark Fl G 5s

Table 5. Type & Light of AtoN on Sado Narrow Channel

즉, 사도수도에 배치된 Ⓓ 중리등표는 좌현표지로서 표지

의 우측에 가항수역이 있음을 나타내어, 동서 방향으로 형

성된 사도수도의 가항수역 좌측 한계를 표시한다.

그러나, Fig. 8에서 표시한 사도수도의 중리등표 인근 양

식장 현황과 같이, 중리등표 남측로 약 170 m까지 설치된 양

식장으로 인하여, 가항수역의 한계를 나타내는 본래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수도의 

실제 가항 수역 최소 폭은 대상 여객선 전장의 1.5배 정도로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사도수도의 대축척  

항해용 해도인 KHOA 2470(Fig. 7 참조)에는 사도수도를 따라 

산재해 있는 이러한 수면상 노출된 양식장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다. Fig. 9는 중리등표 남측의 양식장을 촬영한 사진

으로(동진 선박의 좌현 측), 중리등표가 가항수역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art Source: ENC for Administration, Version 5.0.0.0)

Fig. 8. Aquafarm near Jungri Mark on Sado Narrow Channel.

Fig. 9. Photo of Aquafarm near Jungri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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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서남해안 좁은수로의 항로표지 배치 사례 검토

Fig. 10은 전라남도의 보길도 서측 해안에 배치된 서방위

표지인 Ⓔ 파장각서방등표 부근 양식장 현황 및 위성 사진

을 함께 나타낸 것이며, 가항수역인 파장각서방등표 서측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서방위표지로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Chart Source: ENC for Administration, Version 5.0.0.0)

(Image Source: Google Earth, 20th. Apr. 2021)

Fig. 10. Aquafarm near Pajanggak West Mark.

Fig. 11은 전라남도의 강진군 마량항과 고금도 사이에 배

치된 남방위표지인 Ⓕ 까막섬등표 부근 양식장 현황 및 위

성 사진을 함께 나타낸 것이며, 가항수역인 까막섬등표 남

측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남방위표지로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Chart Source: ENC for Administration, Version 5.0.0.0)

(Image Source: Google Earth, 20th. Oct. 2020)

Fig. 11. Aquafarm near Kkamakseom Mark.

Fig. 12는 전라남도의 해남반도와 진도 사이에 배치된 서

방위표지인 Ⓖ 휘추여등표 부근 양식장 현황 및 위성 사진

을 함께 나타낸 것이며, 가항수역인 휘추여등표 서측에 양

식장이 산재해 있어, 서방위표지로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Chart Source: ENC for Administration, Version 5.0.0.0)

(Image Source: Google Earth, 16th. Nov. 2020)

Fig. 12. Aquafarm near Hwuichuyeo Mark.

4. 좁은 수로의 항로표지 개선방안

제3장에서 우리나라 서남해안 좁은 수로에 배치된 항로표

지가 인근의 양식장 입지로 인하여 가항수역을 표시하는 본

래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또한, 자연 지형으로 형성되거나 항로표지로 

표시하고 있는 기존 수로의 폭이 양식장의 입지로 매우 좁

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도에서 항해에 위험한 양

식장의 표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Im et al.(2013)은 완도권의 여객선 운항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완도권 전 해역에 전복 및 김 양식장이 무분별하

게 산재하여 항로 폭이 좁아져, 어구에 의한 추진기 손상 등

의 운항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여객선 항로 주변 

양식장 정비 및 항로표지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Fig. 13은 3.1절에서 검토한 소안수도의 딴여등표 인근 양

식장의 2012년 현황과 2021년 현황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Im et al.(2013)의 연구 이후 약 10년이 지났으나, 이 연구

에서 제시한 여객선 안전운항 개선방안은 잘 반영되지 않

고, 오히려 소안수도에서는 여객선이 이용하고 있는 가항수

역의 폭이 새로이 입지한 양식장(Fig. 13 우측 어장도 적색 

타원)으로 인하여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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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Image Source: KHOA, 2012)

(Right Image Source: Wando County Office, 2021)

Fig. 13. Aquarfarm Comparison of 2012 and 2021 near Ttanyeo 

Mark.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23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에서는 양식장 표지를 “항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양식장에 해상부표식에 따라 특수표지나 측방표

지, 방위표지 또는 이러한 표지를 적절히 조합한 표지를 설

치하여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 유도와 양식장 시

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 시설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고시 제6장에서는 양식장 

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하여 양식장의 형태나 크기에 따

라 양식장 표지의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식장 설치 시 부근의 해상 교통량의 

밀집상태, 항만과의 근접성, 위험도, 조석과 같은 자연 현상

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양식장 표

지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장 면허의 허가 및 재허가 

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 통항로 

확보 및 양식장 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좁은 수로에서 

안전한 선박 운항과 수산자원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한편, 항로표지법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에서는 누구든

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는 항로표지 출입, 낙서, 

폐기물 투여, 전원 훼손 등을 규정하여 주로 항로표지 자체

의 형상이나 등질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중 “2. 

항로표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

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항이 항로표지가 표시하는 가

항수역에서의 수산물 양식까지 금지하는지는 해석상의 논

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해양자원은 특정한 개인이나 산업계가 전유할 수 없는 국

민 혹은 국가의 공통 자산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서남해안

의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은 수산양식의 보고이자, 도서민

의 연륙 혹은 연도 해상 주요 교통로로서, 수산 및 해운 어

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안전한 뱃길 구축과 도서민의 소

득 증대 모두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좁은 수로 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존 

허가된 양식장의 정비 등을 통한 가항수역 확보와 같은 일

방의 조치보다는, 주로 항로표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양식장의 개발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

3장의 사례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① 좁은 수로 내 무허가 양식장 정비

② 좁은 수로 내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 항로표지의 종별 

변경 혹은 가항수역의 한계 지점으로 위치 이동

③ 좁은 수로 내 허가된 양식장의 외곽 경계에 양식장 표

지 설치

④ 좁은 수로 내 항해에 위험한 양식장 위치 해도에 표기

⑤ 좁은 수로 내 양식장 면허 허가(재허가) 시 지방자치단

체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간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

한 협의체 구성

⑥ 항로표지법 제35조 2호의 내용을 “2. 항로표지 또는 항

로표지가 표시하는 가항수역 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로 개정

5. 결 론

항로표지는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항수역의 위치·방

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가

항수역의 한계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기준으로, 자력으로 처음 이용하는 항해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드나듦이 복잡하고 다도해로 이

루어진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좁은 수로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수로를 따라 가항수역 및 장애물을 

안내하는 측방표지 및 방위표지 등이 IALA 해상부표식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또한, 서남해안의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은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로서, 해안선을 따라 이러한 양식장이 

촘촘히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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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좁은 수로에 배치된 항로

표지가 양식장 개발 등으로 인한 해상교통 환경 변화 이후, 

당초 도모하고자 했던 가항수역이나 장애물의 표시 등 선박

운항 안전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

해 보고자 한 실증 사례 연구이다.

전라남도의 노화도-보길도-소안도 사이에 자연적인 지형

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안수도 및 사도수도에서, 가항수역의 

한계 지점을 표시하는 측방표지 및 방위표지가 표지 부근에 

폭넓게 자리한 양식장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

지 못하고 있음을 어장도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

며, 이외 서남해안의 좁은 수로 3가지 사례에서 어장도와 위

성 사진 분석을 통하여 방위표지가 표시하는 가항수역 상에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혹은 전 연안에 형성된 

모든 좁은 수로의 항로표지 배치 상황을 검토해 보지는 않

았으나, 서남해안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양식장 현황으

로 미루어 본 연구의 5가지 좁은 수로 사례에서와 같은 항

로표지의 기능 상실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양식장 개발 등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좁은 수

로에서의 항로표지 개선방안으로 항로표지의 종별 혹은 위

치 변경, 가항수역을 따라 양식장 표지 설치, 해도상에 항해

에 위험한 양식장 위치 표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로표

지에 관한 법령상에 항로표지의 목적 및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양식장 개발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서남해안의 좁은 수로는 도서민의 주요 교통로이자 수산

양식을 통한 도서민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둘 중 어느 한쪽

에 치우친 정책이나 개발보다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식장 

면허의 허가 시 및 허가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교통 안전과 효율적인 수산

자원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

이다.

이러한 여건 조성으로 향후에는 좁은 수로를 포함한 우리

나라 전 연안의 항로표지 기능 검토와 양식장을 포함한 해

양풍력발전단지 등의 해양 개발 시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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