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2.10.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심판원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
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유형

근거

과태료

법조문

금액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정당 법 제90조제 150만원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항제1호

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법 제90조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항제2호

1)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고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해일지

100만원

등의 기재사항 및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고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박의 손

50만원

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법 제90조제
다음의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1항제3호
경우.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50만원

질문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100만원
100만원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라.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제

50만원

2항제3호
마.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 법 제90조제 150만원
는 기피한 경우

1항제4호

바.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법 제90조제 100만원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1항제5호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경우
사. 법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

법 제90조제 100만원
1항제6호

아.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법 제90조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항제1호

자.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 법 제90조제
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2항제2호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