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 711 미흑점 상어 관련 건 환경운동 연합 요청자료

ㅇ 정보공개 사항

  1. 미흑점 상어 관련 사건 개요

    1) 2019.9.18  제711오룡호 어기종료 부산 감천항 입항

    2) 2019.9.20  본선 통신장이 해양경찰서에 미보고된 상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

    3) 2019.9.30  선장, 항해사가 해경에 출두하여 조사받음  

    4) 2019.10.30 부산출항(어기교체 - 선원 교체 완료, 선장 동일)

    5) 2019.11.18 부산해양수산청에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1차통지(견책,원산법 위반) 

                      부산지사로부터 완료 연락받음

    6) 2020.1.3    부산해양수산청에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2차통지

                      면허정지60일, 관할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중대한 위반

    7) 2020.2.27   해양수산부에서 청문회 실시 공문 접수(2020.3.13)

                      원양어업허가 정지 60일 행정 처분에 대한 청문회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청문회 연기(현재 미개정)

    8) 2020.3.4   선장 탄원서 제출(선장 모친) - 해수부 장관, 해수부 원양정책과, 해양경찰

  2. 조업일지(첨부파일 #1)

    - 상어 어획이 있는 날짜의 일지 첨부

  3. 옵서버 승선 여부

    - 오룡 711호에는 옵서버 미승선

    - 옵서버 커버리지(WCPFC, IATTC 수역 내 조업 선박 중 5% 이상 옵서버 승선)는 

      한국선단에 적용

  4.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와 어획물)보고 현황

    - FMC(동해지방어업단)의 전산 단말기를 통하여 참치 및 부수어종 어획 보고 완료

ㅇ 공개 질의사항

  1. 조업 시 포획금지어종,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첨부파일 #2)

    - 승선 전 선장 및 선원 교육 시 멸종위기종 상어에 대한 교육 실시

    - 상어 사진 및 외형에 대한 설명 기재

     → 승선기간이 오래된 선원이라도 비슷한 외형의 상어로 인하여 파악 어려운 경우 발생

  2. 정상 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받침대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어획물은 없음

    - 폐기 대상 어획물에 대하여 선박 내에서 어체 손상을 막기위해 토막내어 사이에 끼움

  3.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받침대 용도로 사용된 어획물은 토막 및 눌림으로 인하여 상품가치 없음 → 폐기

  4.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받침대로 사용한 상어토막에 대하여 당시 선장은 상품성이 없는 어획물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반입보고를 하지 않았음

  5.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 금번 건에 대한 증거물인 상어 토막 전량 해경에서 압수하였으며, 폐사에서는 전체 토막이

      미흑점 상어인지 어종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증거물에 대한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임

       2020.4.17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