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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국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8)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7), 비정부간 기구(17) 등 40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7차 무선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17th Session)

일시/장소 : '13. 1. 21 ~ 25(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 Salgado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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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FP 56

1. 탱커선의 폭발 방지수단(IGS) 설치확대 기준 개정 

불활성가스장치(IGS*) 설치대상 확대(2만톤→8천톤) 시행을 위하여 SOLAS 협약 개정 및 통합 IGS 개정안을 

마련하여 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함

* Inert Gas System : 산소가 제거된 연소가스를 이용, 불활성가스를 얻는 장치 

개정된 IGS 적용 사항은 가스·케미컬운반선박 제외하고 신조 유조선에만 확대 적용하며, 현존선 적용은 개정

된 SOLAS 요건 시행 후 추후 고려하기로 함

① SOLAS 주요 개정사항

 ·SOLAS Reg.II-2/4.5.5의 불활성가스장치관련 개정

- 재화중량 8,000톤 이상의 탱커선에 IGS 설치를 명문화 함(Reg. 4.5.5.1.2)

-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에 통합 IGS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문화 함(Reg. 4.5.5.2.1)

- 재화중량 8,000톤 이상 20,000톤 미만의 탱커선에 설치되는 IGS 동등 장치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함 

   (Reg. 4.5.5.4.2)

·SOLAS Reg.II-2/16의 불활성가스장치 운항요건 신설

- 화물탱크는 가스프리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불연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신조 화학제품운반선의 경우, 화물이 적재된 이후 및 하역 시작 전에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물탱크를 가스프리 하기 전에 모든 가연성 가스를 치환(Purging)할 때까지 계속 사용 

   하여야 함. 이 경우 불활성가스는 질소만 사용하여야 함 

- 불활성 가스의 산소농도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가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② 통합 IGS 개정안(FSS Code의 15장)의 주요 개정사항

 ·각 IGS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을 재분류함

 ·불활성 가스의 산소 농도가 5%를 넘는 경우 자동으로 벤트

 ·이중 블록 밸브 및 블리드 밸브가 설치된 경우, 동력 상실시 블록 밸브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블리드 

    밸브는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함

 ·2개의 산소 센서를 불활성가스장치 설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19% 이하인 경우 

    가시·가청 경보를 발해야 함

 ·송풍기가 2대 설치된 경우, 송풍기의 용량은 전체 요구 불활성가스 용량을 균등하게 분배한 용량 

    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대의 용량은 전체 요구 용량의 1/3 이상이어야 함

 ·N2 Generator용 공기압축기의 수량에 대해 일부 2대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기준과 같이 

     "One or more"로 유지함

 ·N2 Generator가 설치된 장소는 방화 목적상 "기타 기관 구역"으로 고려하며, 해당 구역은 시간당 6회  

    이상의 기계식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N2 Receiver 또는 Buffer Tank의 설치장소를 기관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함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56)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21) 등 26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6차 방화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the Fire Protection, 56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1. 7 ~ 11(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J. C. Cubisino(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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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56

2. 갑판 상부 컨테이너 운송 선박의 소화설비 강화 기준 개정

갑판 상부에 5단(Tier)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선박의 Open-top 컨테이너 홀드 및 갑

판 상 컨테이너 적재 구역에 대한 추가 소화 설비 요건이 포함된 SOLAS Reg.II-2 개정 초안을 아래와 같이 

최종 검토함

물 분무 방사기의 설계·성능·시험 등에 대한 지침(안) 마련

협약 개정안 및 지침안을 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 승인 요청하고, '16. 1월 잠정 시행 예정

·협약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물 분무 창(Water mist lance)은 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모든 선박에 최소 1개를 비치

·이동식 물 분무 방사기(Mobile water monitor) 비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선박의 폭이 30m 미만인 화물선 : 최소 2개

- 선박의 폭이 30m 이상인 화물선 : 최소 4개

- 화재 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화물구역 밖에 설치되고, 모든 관련 장비는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될 것

- 갑판 상부에 2줄기 사수(위험물 적재 시에는 4줄기 사수)가 요구되는 소화수가 컨테이너 최상층까지  

  도달하고, 각 컨테이너 전·후에 효과적인 물 장벽을 만들면서 충분한 압력으로 동시에 발사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소화전이 공급될 것

- 이동식 물 분무 방사기, 2줄기의 소화호수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소화수 배관 직경과 

   펌프 용량을 갖출 것

·이동식 물 분무 방사기의 아래와 같은 작동 성능은 주관청에 의해 최초검사 시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함

-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선박에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

- 요구되는 물 분무 방사기 및 소화호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물 분무 방사기의 소화수가  

   컨테이너 최상층까지 도달 여부

·정부 또는 승인된 기관에 의해 시험 및 승인될 것

·방사기는 부식에 강한 재질이며, 선박의 소화전에 연결이 가능하고, 커플링은 요구되는 적합한 성능에서  

   작동 가능한 압력 및 흐름에 견딜 수 있는 크기일 것

·방출 용량은 협약에서 요구되는 압력으로 최소한 60㎥/h 이상이고, 노즐은 수직으로 0 ~ 90° 

   각도로 선회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작동 가능토록 설계될 것

·이동하기에 용이한 핸들이나 수단이 있어야 하고, 무게가 23kg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이 쉽도록  

   바퀴를 부착한 형식(Wheel type)일 것

3. 수소·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운송 선박의 설비요건 개발 

신조선에 대하여 차량구역의 전기·환기설비를 방폭구조(Explosion-proof type)로 하고, 현존선 및 신조선의 

해당 차량구역에 2개 이상의 휴대용 가스탐지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SOLAS Reg.II-2/20-1 개정 초안을 마련

하여 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 승인 요청 함

현존선에 대한 안전대책 권고사항*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채택되지 못하였고, 의제 종료일

을 2014년으로 연장하여 FP 57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차량 적재 수량 한정, 차량 파손방지 안전장치, 차량상태 점검
 

4. 기관실로부터의 탈출수단 기준 강화 및 통일해석 개발 

여객선 및 일반화물선의 기관실내 제어실 및 작업실에 2개의 탈출수단을 신조선에 설치토록 하는 협약 개정안

을 마련

 - 2개 중 적어도 1개는 기관실 밖 안전한 장소까지 연속적인 안전 통로를 제공해야 함

기관구역 내 탈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사 사다리 또는 계단에 대해서 화재 보호요건을 추가함

 - 탈출수단은 강(鋼)재료로 하고, 화염과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기관실 비상탈출로에 설치된 사다리는 내부치수(800x800mm)에 포함 등 통일해석(안)을 채택함

5. 국제항해선박에 구조재료로서 강화플라스틱(FRP) 사용지침 개발 

화재에 취약하나 가벼워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FRP 사용지침 개발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지침 개발을 SOLAS 

Reg.Ⅱ-2/17에 기초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함

FRP 시험평가, 화재시험 및 등급기준 신설 등 지침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완료 목표연도를 '14

년까지로 정함

6. 통풍용 덕트의 내화성 요건에 관한 협약 개정안 개발 

초안작업반을 구성하여 본회의에서 언급된 사항과 문구 수정을 완료 후 SOLAS Reg.II-2/3(정의) 및 Reg.II-

2/9.7(통풍용 덕트의 내화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MSC 92에 승인을 요청함

덕트를 통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 관리시스템(Smoke management system)의 포괄적인 지침서를 개발키로 

하고 FP 57에서 상세 논의키로 함

 - 여객선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관통하는 수직덕트에 설치하는 연기댐퍼의 성능평가 기준도 함께 고려하

기로 함

통풍용 덕트의 내화성 요건의 개정안은 신조선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MSC 결의서를 통해서 개정안 적용일을 

명시하기로 함 

7. 로로구역의 탈출수단에 대한 통일해석 개발 

로로구역의 "안전한 탈출" 관련 연속된 화재 보호구역은 타 선종에 비해 너무 엄격한 요건이라고 판단, FP 57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작업계획을 '14년까지 연장하고,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 관련 문서를 제출을 요청함



2. 참가국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8)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7), 비정부간 기구(17) 등 40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7차 무선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17th Session)

일시/장소 : '13. 1. 21 ~ 25(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 Salgado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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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AR 17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8)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7), 비정부간 기구(17) 등 40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7차 무선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17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1. 21 ~ 25(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 Salgado (칠레)

1. 전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현대화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 기술 개발 관련 의제

IMO에서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GMDSS 현대화 방안 검토가 시간 부족으로 큰 진전이 없어, 회기간  

통신작업반(Intersessional Correspondence Group)을 개설하여 아래 문서와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함

* 1992년 2월 도입된 GMDSS 제도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일반 및 세부(High, Low level)   2017년까지 완료 예정 

 - 미국의 제안(COMSAR 17/3/4) : 협약 준수, 선주 및 주관청 부담 최소화, 장비 사용법 단순화, 국제해상인

명안전협약(SOLAS) 미 적용선박 고려 등 GMDSS 현대화 원칙 제시

 - 일본의 제안(COMSAR 17/3/5) : 어선과 같은 SOLAS 비적용 선박은 회원국내 법령과 어선 관련 국제

협약* 등에서 다루어야 하며, GMDSS 현대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 제출

*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협약에 대한 의정서(1997), 케이프타운 협정서(2012)가 있음

AIS 기술을 활용한 수색구조용 위치표시 장치*가 조난 상황이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

한 처리 지침 개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 합동 작업반(2013년 9월 23일~27일)에서 동 문제를 논의함

* AIS-SART(수색구조발신 장치), AIS-MOB(익수자 위치표시 장치), EPIRB-AIS(비상위치표지 장치) 등

 

2. 수색 및 구조(SAR) 관련 의제 

IAMSAR 매뉴얼 개정 승인

 - 제19차 ICAO/IMO 합동작업반에서 검토한 2016년 판 IAMSAR 매뉴얼의 부분적 수정사항을 승인함

 - 향후 합동작업반에서 추가수정 작업을 거쳐 2015년 MSC 95에 최종 승인을 받아 2016년 판 개정 IAM-

SAR 매뉴얼 출판 예정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개발을 위해 용어 정의와 수색 및 구조(SAR) 필요 사항 등 논의

 - Tracking(추적)과 Locating(위치 표시) 용어 차이점, 평상시 선박추적 방안으로 LRIT 활용 가능성 검토 등 

초안을 마련하고 제57차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13.3)로 최종 검토 요청

 - 극지 해역에서 조난 선박의 추적(Tracking) 시스템은 기존의 LRIT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며,  

구명정은 추적(Tracking) 시스템은 필요치 않으나, 조난 시 필요한 위치표시(Locating) 시스템은 갖추어야 

함

3. 전자항법(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의 개발 및 장거리 선박위치 추적 장치  

    (LRIT) 관련 의제 

e-navigation 정보교환을 위한 LRIT 육상  

인프라 활용 문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기술적  

가능성 및 법적 요건과 비용 편익 분석 등이  

필요해 e-Nav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함

 - (찬성) 새로운 인프라 투자 없이 기존 LRIT 데

이터 센터를 e-navigation 정보교환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

 - (반대) LRIT에 한정하지 말고 육상 IT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추가 검토 요청

LRIT 정보에 입항예정통보(NOA)를 추가하는 방안은 회원국 간 이견이 많아, 정책적 이슈를 다루는 해사안전

위원회(MSC)에 다시 제출함

 - (찬성) LRIT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항만국 입장에서 추적선박을 식별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

 - (반대) NOA 정보는 LRIT범위를 벗어나며, SOLAS개정, 시스템 변경 추가비용, 행정당국의 업무가중 등

의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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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O의 전문위원회 개편(안) 논의

무선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와  

항행안전전문위원회(NAV)의 통합안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실무 작업반  

구성, 통합 전문위원회 명칭, 회의 일정(5~8일), 실무 작

업반 구성방안, 통역지원 문제, SAR 관련의제 배치 

방법 등은 결정 못함

 - 수색 및 구조(SAR) 관련 의제는 회기간 작업반 형식

으로 분리하자는 의견 및 회기를 8일로 연장 하자는 의견 등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두

 - 제65차 해양환경위원회(MEPC, 2013년 5월),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2013년 6월) 및 제110차 이사

회(2013년 7월)를 거쳐 전문위원회 개편을 결정함

제17차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BLG)

I. 회의개요

03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5)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36) 등 523 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7차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17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2. 4 ~ 8(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1.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안전성 평가

신규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 결정

 - 안전 및 오염위험평가(Evaluation of Safety and Pollution Hazards, ESPH) 작업반에서 검토한 8가지 신규 화학

제품*의 선박운송요건에 동의하고, 차기 IBC Code개정 시 동 화학제품들을 추가하기로 결정

* Grape Seed Oil, Bis(2-ethylhexyl) terephthalate, Aluminium hydroxide, sod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solution, (40% or less), Tert-Amyl ethyl ether, Camelina Oil, Acrylic acid, ethenesulfonic acid copolymer with 

phosphonate groups, sodium salt solution, Maleic anhydride-sodium allylsulfonate copolymer solution

신규 탱크세정제 평가

 - BLG 17 회기 중, 총 29종의 탱크 세정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4종 합격, 5종은 불합격 판정을 

받음

 - 평가된 세정제는 MEPC 승인을 받아 MEPC.2/Circ.191) ('13.12), Annex 10에 등재 및 회람

Oil Tanker의 기름배출 감시 및 제어시스템 지침 개정

 - BLG 17은 ESPH 작업반에서 추가검토 제출한 Oil Tanker의 기름배출 감시 및 제어시스템 지침

(MEPC.108(49)) 개정안에 동의함

아국에서 개발한 산적액체화학제품의 운송요건 검토에 필요한 국제기준 및 지침서 통합정보가 유용한 정보임에 동

의함

 - 통합정보를 산업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IMO 웹사이트에 수록

 - 웹사이트 주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MEPC.2/Circular(잠정평가물질 목록)에 명확히 표시하

기로 결정

1) 잠정평가물질목록: Provisional categorization of liquid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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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형수관리(BWM)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서

평형수관리협약 배출수 기준의 충족여부 평가를 위하여 협약 발효 후 2~3년간의 시범기간을 조건으로 MEPC 승

인 요청, 향후 시범기간 동안 샘플링 및 분석 기술의 평가 및 표준화가 진행 예정

시범기간 동안에도 형식승인된 평형수관리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승인된 모니터링 장비 및 운전변수에 대한 

허용범위를 규정한 TSP (Treatment System Particular)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권고함

평형수관리장치 형식승인관련 추가 정보제공 규정 마련을 위해 형식승인지침서(G8) 및 관련 지침서(BWM.2/

Circ.28)의 개정 초안 채택

3. 가스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국제가스연료안전코드 개발 

LNG연료선박의 규정을 바탕으로 '14년 완료를 목표로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IGF) 

개발예정

LNG 이외의 저인화점 연료 관련규정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대체

설계(Alternative design)가 IGF 코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IGF 코드를 위한 SOLAS 규정개정 논의

 - 현재 인화점 60℃ 이하의 연료는 SOLAS Reg.II-2/4.2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IGF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SOLAS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의 개정초안을 개발함

① SOLAS Reg.II-2/2(화재안전의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IGF Code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② SOLAS Reg.II-2/Part B(화재 및 폭발방지 규정)에 가스연료선박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③ SOLAS Reg.II-1/Part F/Regulation.55(대체(Alternative) 설계 및 배치 규정)에 가스연료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④ SOLAS Reg.II-1/Part G(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신설하여 '(1) Regulation 56 : 적용 

   기준(Application)'과 '(2) Regulation 57 :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IGF 코드를 만족 

   하여야 함'을 명기하는 규정 초안 개발

4. IGC CODE 개정 

개정 IGC Code 초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승인을 위하여 MSC 92차에 제출함

5. 국제항해 선박배출 블랙카본에 의한 북극지방 영향 

국제항해 선박배출 블랙카본에 의한 북극지방 영향에 대한 지속적 논의 필요성에 동의, 통신작업반 활동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함

 - 블랙카본의 기술적 정의 개발, 측정 기술 및 제어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통신작업반에 

위임함

< 개정 IGC Code 초안 >

 ·개정 IGC Code 초안에 현존선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규정 추가

 ·IGC Code 개정초안에서 MARPOL 협약을 참조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

 ·RO(Recognized Organization)관련 요건에 대해서 "RO는 SOLAS 협약과 RO Code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

 ·BLG 17/9/4 문서의 "한계상태설계에 대한 지침"과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한계상태설계에 대한 지침 

    초안을 MSC 92차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 Plenary의 결정사항에 따라, MSC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괄호로 표기함

 ·IBC Code의 관련규칙을 참조하여 규칙 14.4 의 자장식 호흡구 사용가능시간을 10분에서 15분 

    으로 수정

 ·MPa로 표현된 게이지 압력값 뒤에 "gauge"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IGC Code와 대비하여  

    각 압력값 뒤에 "gauge"를 삽입

 ·상기 외에 편집오류 사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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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04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5)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24) 등 379 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5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tability, Load Lines and Fishing Vessels Safety, 55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2. 18 ~ 22(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17｜ 제1장 

SLF 55

1. 탱커의 손상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본선 설치 강제화

탱커의 손상복원성 계산 기능을 갖춘 적하지침기의 설치강제화를 위하여 MARPOL Annex 1, BCH Code, IBC 

Code, EGC Code, GC Code, IGC Code, 2011 HSSC Guideline 개정안 개발 완료하여 92차 해사안전위원회

(2013년 6월)에 제출함

2.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기준 개정 관련 

길이 80m 미만 화물선의 이중저 요건에서 기관구역 전체를 손상가능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은 하기 이유

로 논의되지 못함

 - SOLAS II-1/Reg.9에서 규정하는 가능한 한 기관구역의 후단격벽까지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위

반되며 선박의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반대사유

Screw down Valve 및 Butterfly Valve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간 제약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논의되었고, 

SLF 56차에서 재논의 함

 -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Butterfly Valve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위치를 Collision Bulkhead 후방에 

두는 것으로 한정시키고자 함

 - Bulkhead 후방에 설치할 경우, 두 가지의 제약조건(쉽게 접근가능하며, 화물창 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을 

충족해야 하므로 선종에 따라 부수적인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3. 1969 톤수협약의 신뢰성 및 통일적 이행 확립을 위한 규정개발 

국제운송노조(ITF)를 중심으로 선원거주구역을 총톤수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간 제약으로 

통신작업반에서 선원거주구역의 감톤의제 등을 검토함

 - 선원 거주구역의 감톤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SLF는 선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

다고 주장

선원 거주구역 감톤문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함

① 수에즈 운하 규정과 같은 현행 거주공간에 대한 측정기준과의 연관관계

② 결의서 초안의 거주구역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정의

③ 측정방법이 거주공간을 측정하기에 불충분

④ 2006 해사노동협약은 실습원의 거주공간

⑤ 현존선에 대한 해사노동협약의 확대시행 가능성

4. '93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의정서 이행을 위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서 

비준시에 어선척수를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해상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척수 확인 필요함

 - 비준국이 어선척수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FAO 자료 또는 RFB (Regional Fisheries Bodies)의 자료

를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음

 - FAO 자료 또는 RFB를 활용할 경우에 IMO는 체약국 정부에 어선척수 확인을 요청(해당 국가는 60일 

이내에 정확한 답변하여야 함)



18 2013년 IMO 연간활동 백서

2013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제21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05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8)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7), 비정부간 기구(17) 등 40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21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21st Session)

일시/장소 : 2013. 3. 4 ~ 8(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Capt. Dwain Hutchinson (바하마)

19｜ 제1장 

FSI 21

1. 회원국심사제도(MAS) 채택을 위한 국제 협약상 회원국 의무 사항 논의

28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한 IMO 협약이행 코드(

이하 III code)관련 강제 협약상 회원국 의무사항 목

록 초안을 검토하여 동의함

 - 2013년 목록은 정보 교환, 승인, 검사 및  

증명, 사고 조사 등 강제협약관련 구체적  

회원국 의무사항을 정리하였고, 2011년 총회 결

의서 1054(27)의 동 목록을 대체함

III code와 회원국 의무사항 목록은 회원국 심사제도(MAS)에서 심사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요소들임

* 28차 총회에서는 III code를 강제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개정안(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1969년 톤수측정협약)을 채택함

2014년에는 SOLAS 협약, MARPOL 73/78, STCW 1978상 III code 강제화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됨

2. 협약 비적용 선박 안전강화를 위한 GlobalReg 검토 

FSI 21차에서는 협약 비적용 선박에 적용할 통일 규칙 및 국내법제정 모델로 구성된 GlobalReg의 기술적인 

검토*를 위한 방법, 절차, 원칙을 해사안전위원회(MSC)에 권고하기로 동의함

* 2017년까지 GlobalReg의 기술적 검토 완료 예정

또한 동 회의에서는 24미터 이상 여객선에 대한 추가 규정 개발 및 적용되는 선박의 최대 길이를 정의하기 위

한 작업을 포함하여 안전 기준 전반에 대한 기술검토가 가능하도록 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차기 FSI 22

차에 작업지시토록 요청함

GlobalReg 문서는 각 행정당사국에서 바로 법규 적용 가능하도록 국내법규 형식으로 제작되어 협약 비적용 선박

에 적용되나 카누, 12m 미만 화물선, 레저용 선박은 적용에서 제외됨

 - 현재 회원국 정부에서 이용가능한 GlobalReg 문서 초안은 다음과 같음

·GlobalReg, General introduction

·GlobalReg, Outline Procedural guide

·GlobalReg, Procedural regulations for ship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 manning

·Regulations on approval of marine equipment

·Regulations on registration of persons on board passenger ships

·GlobalReg, Safety regulations for cargo ships of more than 500 gross tonnage and for passenger 

   ships of more than 24 metres in length

·GlobalReg, Safety regulations for small passenger ships

·Safety regulations for non-SOLAS cargo ships of more than 12 metres in length

·Safety regulations for ship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12 metres in length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of 12 metres in length and above, but less than 24 metres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of a more than 24 metres in length

·Surveyors' Note Book

3. 해양사고 보고 절차 최신화 합의 

"조사관 지원 지침"과 "인적과실 조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MEPC 65 및 MSC 92에 제출

키로 결정함

MSC-MEPC.3/CIRC.3(사고보고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MEPC 65 및 MSC 92에 제출키

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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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21

4. 사고 교훈 전파 

사고 분석 통신작업반에서 개발하여 검토한 5가지 인명사고(충돌 1건, 침수/침몰 1건, 폭발/화재 2건)를 검토 승인하

고, IMO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선원들에게 제공함

5. 선박사고 보고서 검토

마셜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제출한 이동식 시추선(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MODU), "Deepwater 

Horizon"호 폭발사고 조사 보고서를 관련 전문위원회인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방화전문위원회

(FP), 복원성·흘수선·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에 제공함

3건의 RO-RO 선 갑판 화재(Commodore Clipper 호, Lisco Gloria호, Pearl of Scandinavia 호) 사고보

고서를 FP, DE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제공함. Commodore Clipper 호 사고의 경우 SLF 전문위원회에

도 보고서를 제공함

 - 사고 조사 통신 작업반은 이러한 중대사고의 원인이 주로 냉동차, 선박 시설에서 발생한 누전화재의 

결과였음을 보고함

CMA CGM사의 Christophe Colomb 호에서 발생한 구명정 훈련사고 보고서를 DE전문위원회에 이관함

6. 항만 수용시설 개정지침 동의 

최신 MARPOL 개정안을 반영한 항만수용시설관련 회람문 개정안에 동의함

개정 회람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MEPC/Circ.470 폐기물 수용 시설 필수 보고 사항

 - MEPC.1/Circ.469/Rev.1 항만 수용시설의 부적합한 사례 보고서 개정 서식

 - MEPC.1/Circ.644 폐기물을 항만수용시설에 이송하기 위한 사전 통보 표준 서식

 - MEPC.1/Circ.645 폐기물 이송 시설에 관한 표준 서식    

 - MEPC.1/Circ.671 항만 수용 시설 제공자와 사용자의 우수 사례

7. 항만국 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한 지침 등 검토

사무국은 GISIS의 기존 모듈에 대한 개선사항과 더불어 추가 모듈 개발에 관한 GISIS 모듈 개선안(개선계획은 

미정)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On-line 사용자 매뉴얼 추가 개발 필요

 - 대행기관(RO) 모듈상에서 RO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검사권 위임을 준 국가가 없는 경우 사무국

이 일괄 삭제 필요

 - 연락처 모듈은 주기적으로 최신화 되어야 하며, CSR 및 PSC를 위한 기국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함

 - GISIS에 보고된 PSC 관련 자료는 강제보고요건의 충족여부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IMO와 PSC MoU간 자료교환협정(data exchange agreements)에 따라

야 함

회기간 통신작업반(Intersessional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해 2004 선박평형수(BWM) 관리 협약

에 따른 PSC 검사지침 개발 논의

FSI 22에서 논의예정인 PSC 검사지침 개발종류 확정

* (종류) Hong Kong 협약에 적용받는 선박검사를 위한 검사지침, IGC Code 개정에 따른 PSC 절차개정, ISM Code 관련 

PSC검사지침, 선원 휴식시간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PSC 검사지침

8. "Decision Support Tool" 확대 및 최신화 방안 검토 

말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Tool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모든 MOU로 사용 확대 및 다른 MOU와의 통일된 

Tool 사용과 최신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사무국에 검토 요청

 - (사무국) 차기회기 및 '13.07.02~04 예정인 제6차 PSC MOU 사무국과 정보센터 이사들 간의 워크

숍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KR은 공개 입찰을 통해 EMSA Rulecheck(Paris MOU, 2007년), "Decision Support Tool"(Med MOU, '12.10.10) 

개발 후 인도완료

9. 선박식별번호 부여대상(100톤이상 강재 어선) 확대 

MSC 92차에서 고려토록 보고함

* (배경) 결의서 A600(15)상의 선박식별번호의 대상에 어선이 면제된 사항을 개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규정화하여 해양안전, 오염방지 및 보안은 물론 불법어업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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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DE)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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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4)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3), 비정부간 기구(33) 등 500여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7차 선박설계·의장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the Design and Equipment, 57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3. 18 ~ 22(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s. A. Jost(독일)

23 ｜ 제1장

DE 57

1. 자유 낙하식 구명정의 자유 부양능력에 대한 구명설비 코드(LSA)의 개정 개발 

SOLAS regulation III/20.8.3에 따르면 구명뗏목의 정비주기는 12개월에서 17개월로 되어 있으며, Res 

A.761(18) 제5.11절은 차기 정비 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의장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주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장품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

기간 만료된 의장품으로 발생되는 위험을 염려하여 보다 명확한 유효기간 준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다루어지지 못하고 2014년으로 완료시점을 연장함

2. 극지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 개발 

DE 57 통신작업반의 보고서(DE 57/11/6)를 기본으로 각국의 의제 문서를 고려하고자 작업반을 구성하여 하기사항

에 대해 논의함

극해지역 운항선박의 Category 분류에 대한 검토 관련

 - DE 57 통신작업반 보고서(DE 57/11/6)에 제출된 3가지 범주(Category A, B 및 C)에 대한 상세한 재분류 

작업이 수행됨

 - DE 57/1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Category A와 B는 원안대로 유지함

 - Category 'C' 정의 분류 및 유지 또는 삭제 논의함

1) Category 'C' 선박은 Category 'A' 와 'B'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2) 또한 Category 'C' 선박은 선박빙해등급(Ice class)를 부여받기 위해 대빙구조(Ice strengthening)를 갖는 

   선박을 의미함. 단 얇은 얼음두께를 갖는 환경에서 항해를 원칙으로 함

 - 극지운항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 및 극해지역 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 Manual)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

1) 얼음, 날씨, 계절별 상태 및 선박에 관련된 특별 운항 제한들이 포함되어야 함

2) Risk assessment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극해지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극지운항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 및 극해지역 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 Manual)을 비치해야 함

제2장 Structural integrity (ship structure) 관련

 - DE 57/11/6에 제안된 문서로서, 핀란드/스웨덴 Ice Class(FSICR) 규정에서 사용된 핀란드/스웨덴의 빙해등

급을 Polar Code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핀란드/스웨덴 해사국(Finish and Swedish Maritime Administrations)에서 승인된 FSICR 규정은 많은 적

용사례에도 불구하고 Polar Code의 빙해등급 구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함

 - 작업반은 극지운항선박(Polar ship)의 IACS UR 강제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FSICR와 같은 다른 표준(other standards)의 적용도 가능함에 동의함

 - 제2장의 목적(Goals) 및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s)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의 위험요소(risk)

를 고려하여 산술식 반영

1) 얼음 및 예상되는 빙하중(Ice load)과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운항적인 하중의 효과 고려

2) 예상치 못한 빙원과의 충돌로 인해 하중 효과 고려

3) 저온에서 사용되는 연성(sufficient ductility)이 큰 재료의 사용에 의해 수반되는 취성파괴(brittle  

    fracture) 가능성 고려

제8장 (온도조건) 관련

 - 극해지방에서 사용되는 LSA(Life-Saving Appliances)의 설계온도 정의에 관련된 사항임

 - LSA의 설계온도는 운항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즉 시험온도(Test temperature)는 운항온도

(Operational temperature)와 동일하지가 않음

 -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특성 정의를 위한 설계온도는 추후 통신작업반에서 검토되어야 함

제8장 (탈출 수단 및 LSA) 관련

 - DE 57/11/6에 제안된 3개의 선택사항에 관해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음

 - 하지만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실제 가능한 요구상황에 대한 작업검토는 시간적 제약(time constraints)으로 인해, 

추후 구성되는 통신작업반에서 다루기로 함

제9장 (항해) 관련

 - 통신작업반 보고서 (DE 57/11/24)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B편 제9장에 추가 지침 신설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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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환경보호) 관련

 - DE 57/11/9에 제안된 사항에 관해 목적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목적 설정: 극지해역에서 선박 운용상 환경에  

위험한 영향을 제거하가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

구조건

1) DE 57/11/9에서 제안된 '목적'에 관한 사항은 수정 

   없이 동의됨

 - 파나마를 비롯한 ICS 등 비정부 조직의 경우 환경적  

영향평가 및 과학적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학술적인 수준으로 강제화 법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아울러 DE외 기관의 추가적인 연구 

및 시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 한편, 오폐수등을 저장하는 회수시설(reception fa-

cility)의 부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극해지역 운항선은 제한된 기간에만 운행되고 배출(Discharge)

은 Polar water 지역 밖에서 행해지며, Polar water 바깥에 항구시설(Port Facility)이 있으므로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함. 아울러 향후에는 회수시설이 설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캐나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비정부 단체들은 Polar Code의 목적에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를 주장하며, 폐기물 및 각종 기름류의 배출 규제가 가장 실질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고 함

 -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지역 극지방 오염 방지 체계는 1970년부터 관리되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적용되

고 있으며, 다양한 폐기물(waste)에 대해 전혀 배출하지 않는것(Zero discharge)이 원칙임 (Antarctic 동

일하게 적용중)

 -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은 'zero discharge'와 같은 원칙이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를 주장하며, 그로 인

한 당장의 선박 운항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I 관련

 - 기름에 의한 오염 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남극해처럼 강한 규제를 통한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적

당한 처리 과정을 거쳐 배출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주장이 지속되었으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때문에 draft에 두 가지 Option으로 유지함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II and III 관련

 - Annex II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동의되었으며, Annex III의 경우는 의견이 없었음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IV

 - MARPOL Annex IV의 15.3.4.3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됨.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an extended period of time) 운항되는 선박의 배출 예외사항에 대해 논란이 존재함

 - 'extended periods of time'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음

Additional requirements to MARPOL Annex V

 - 극해지역에서 'garbage discharge' 금지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Polar Code Part B 추가

 - 'draft Code'에 있는 Part B에 포함되는 많은 제안은 'recommendation'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함

 - Draft 규정 15.3.4 및 15.3.5에 명시된 'Ice concentration of 1/10'에 대해서는 이를 정의하기 위해 'ice'

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함

 - 15.5(DE 57/11/6, annex 1)에 대해서는 환경적 이슈와 연관이 있고, 논의하기 위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DE에서 논의하지 않음

Polar Code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 사항

 - 'Environmental protection(draft Code의 Ch.15)' 사항은 MEPC 65에 제출하여 논의가 되도록 조치함

'CSC(Clean Shipping Coalition) observer'의 코멘트

 - 'observer CSC'는 속력제한에 대한 논의/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향후 구성될 통신작업반 위임사항

 - 통신작업반 보고서(DE 57/11/6), DE 57 작업반 보고서(DE 57/WP.6, Part 2)의 내용을 기본으로 Polar 

Code를 지속적으로 개발

 - SOLAS와 MARPOL에 강제화 하기 위한 draft 개정을 마련함 (Polar code 채택과 관련된 MSC 

91/8/1을 고려)

 - DE 58에 수정된 draft를 제출

Sub-committee(DE)에 승인받아야 할 사항

1) Category 'C'에 대한 정의

2) 극해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극지운항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 및 극해지역 운항 

    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 Manual)을 비치

3) Polar code내에 다른 ice class rule을 참조하는 것

4) Chapter 2의 수정 및 보완 사항

5)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와 다른 용도에 사용될 온도에 대한 정의 및 검토사항

6) Chapter 8의 수정 및 보완 사항

7) DE 57/11/24 문서를 Part B에 포함할 것에 대한 견해

8) 수정된 Chapter 15 draft는 긴급한 사항으로 MEPC 65에 검토 요청

9) DE 57에서 논의된 사항을 통신 작업반에 참고사항으로 고려

10) DE 58 이전에 2013년 회기간 작업반 개최 요청함

향후 Code 개발 계획

 - MSC 91/8/1의 내용을 참조하여 SOLAS 및 MARPOL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대상 Session 내용 일정

Polar Code 선박

Intersessional 

Meeting
DE 57에서 논의된 사항중 미확정된 내용들 논의 2013년 3/4분기

DE 58
관련된 MEPC 및 MSC 결의안 등을 참조하여  

개정된 보고서 제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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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AS Ⅱ-1/11 개정 및 수밀구획 시험 준비의 적정성 확립을 위한 지침 개발 

초안작업반 구성 제안에 대하여 그리스, 스페인, ICS 등을 비롯한 유럽지역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는  

구성 반대 의견을, 아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인도 및 IACS에서는 원안대로 초안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하자라

는 의견대립이 있었음 

중국/일본/한국은 DG구성 실패에 대한 유감을 표시 함

회의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DE 58에서 논의함

5.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의  요건 개발 

라이베리아 및 공동 논의자(바누아투, IADC)는 MODU 및 해양 탐사 및 생산에 종사하는 선박의 하역설비 및 윈

치 관련 기준 정보 제공 및 요건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소개함

아국은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요건 개발이 필요하고, 강제화 방법으로 SOLAS 규정을 개정하자는 제

안 문서를 소개함

일본은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 개발에 대한 기준체계(안)을 소개함

작업반(WG)에서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 개발을 진행하여 다음 결과물을 만들기로 동의하고, 작업시한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제시함

 - 현 규칙 및 협약의 분석

 -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지침(안)

 - 현 IMO 협약의 개정

현재 MODU 및 선박의 하역설비 관련 기준이 국제기준, 선급규칙, 국가기준 등 매우 다양함을 주목하고, 현 기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요건 개발 작업시 참고로 사용할 참고기준 목록을 제시함

향후 지침은 강제 사항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현 IMO 협약 개정이 필요함을 식별하고, 아국 제출문서를 포함하여 

SOLAS 규정 개정하자는 2가지 제안 문서를 통신작업반에서 주목하여야 함을 동의함

지침 기준체계(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위원회는 향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초안 개발 및 현 IMO 문서 개정안 검토를 개발

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완료 목표를 2015년으로 연장함

4. 상선의 소음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위해 감소 방안 

DE 57차 DG에서는 MEPC 66차로 제출할 회람문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부록으로 상선의 수중소음의 감소를 위

한 지침서에 대한 편집 및 각 장별로 일부 문구를 수정함

동 지침서에서는 선체로부터 파생되는 방사소음 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프로펠러와 관련된 사항은 6.1

단락으로 옮기며, 중복된 문장은 삭제하였음

또한 ISO기준 등 수중소음 관련한 Appendix를 본문으로 삽입하였음

< 논의 배경 >

 ·현행 신조선 탱크 및 수밀구획에 대한 전수 검사를 규정하는 SOLAS 제2-1장 11규칙에 IMO가  

    현대의 선박 설계 및 건조 기술을 수용하여 개발한 "탱크 및 수밀구획 시험 절차를 위한 지침서"  

   및 "조선소 품질관리 시스템 검사 지침서"를 따르는 조건으로 구조 시험 대상 탱크 및 구획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지침 적용 관련 작업반에서 동의한 사항 >

 ·지침적용

- SOLAS Chapter I/3 규정에 따른 모든 선박 및 MODU에 적용 

- 운용, 정비, 검사 및 증서는 신조선 및 현존선 모두 적용

- 설계 관련 문제는 새로 설치되는 설비에만 적용

·지침 적용 제외

- 어선

- LSA Code 관련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필요

- 500톤 미만 화물선 및 기계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에 대한 적용 문제

- 적용 제외 하여야 할 하역설비의 형식 추가 식별

- 증서 발급 관련하여 현존선 적용문제

- 적용해야할 하역설비의 최소 용량  

< 논의 배경 >

 ·MEPC 58('09.6)에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감소 기술을 대형 상선에 적용 

   함으로써 수중소음을 최소화하여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검토하였으며, 대형  

   선박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박의 설계 및 운항방법의 개선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 프로펠러가 수중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함

 ·MEPC 62('11.7)에서 이 문제를 DE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수중소음의 주요 원인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을 포함하여 추진력, 선체설계, 갑판보기, 운항개선 등 4가지 주요원인을 고려한  

    기술적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DE 56('12.2)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수중방사소음 측정방법(ISO 16554)를 참고하기로 동의 

    하였으며, 통신작업반에서 상선의 수중소음 감소 방안에 대한 권고 지침(안)을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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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차 
법률위원회(LEG)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07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1개 회원국, 준회원국 및 21개 정부간, 비정부간기구 등 430여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00차 법률위원회  

(Committee on the Legal, 100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4. 15 ~ 19(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Kofi Mbiah(가나)

29｜ 제1장 

LEG 100

1. 선상 중대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피해자 

    보호 및 의료 지원지침 승인

선장이 선상 중대범죄 발생 시 증거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논의함

 - 아국은 선장 권한 및 면책범위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논의결과 법적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논의 제외 결정

영국 등이 제안한 지침서 초안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지침서 채택을 위해 제28차 총회에 제출

< 지침서 주요 내용 >

◆ 서문

·지침서의 목적은 선장*이 법집행기관 및 전문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증거수집 및 보존과  

   의료지원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 선장은 선장이 대리한 사관 및 선원을 포함하는 개념임

- 선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둠

◆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

·선박 항해 시 관련된 많은 법적 관할권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를 식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일반적으로 선장은 진술 및 발견된 중대범죄*를 기국 및 관련 국가에 보고할 것

   * 지침서에는 중대범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의문사, 실종, 심각한 상해를 입힌 범죄, 성폭력, 선박안전의 

       위협 및 상당한 금전 손실 등을 중대범죄로 포함할 수 있도록 언급

◆ 관련 국가 및 단체 간 협력

·기국 및 관련 국가는 범죄 조사 착수, 진행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

◆ 선장의 역할

·선장은 선박에서 중대범죄의 진술을 확보하였을 때, 기국 및 관련 국가에 가능한 빨리 보고

·선장은 전문조사관이 아니며, 선종에 따라 증거수집 및 보존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인정

·선장은 피해자 보호, 증거 보존 및 관련 당국의 지시를 받을 것

·선장은 범죄현장을 보존,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당국의 지시 또는 지침서의 내용참고

◆ 실종자

·실종자 발생 시 즉시 수색 작업 실시, 실종자를 미발견 시 본선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

·국제항공 및 해양 수색구조편람을 참고하여 적절한 수색구조 기구에 보고할 것

·선장이 범죄행위로 인한 실종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지침서를 따를 것

◆ 보호 및 의료지원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살 및 자해자에 대해 선장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

·자살 및 자해시도자들의 하선이 결정됐을 경우, 선장은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 등에 협력할 것

·자살 및 자해위협이 중대범죄와 관련 시, 선장은 지침서의 적용되는 규정을 참조

·지침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실종,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지원에 대해 선장이 취해야 할  

   방침을 담고 있으며, 제28차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될 예정임

·이에 따라, 회의결과 및 지침서의 내용을 법무부, 외교부, 선주협회, 해운조합, 해운선사 등 관련  

   부처 및 업·단체에 전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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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서 초안 검토 

상륙 및 육상시설과 관련하여 선원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FAL 위원회에서 논의함

 - 이란은 2013년 제28차 총회에 동 결의서 초안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함

3. 소말리아 해적관련 판결 정보 제공 요청 

UNICRI*는 효율적인 해적행위 예측 및 대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제

공 중

 - 다양한 데이터의 축척을 위해 각국에 소말리아 해적관련 판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

5. 92 CLC 협약 이행시 발생하는 주관청 의무 및 책임 검토 

IOPC 펀드에서는 협약증서 발급 시 주관청의 블루카드 세부내용 확인 의무 및 보상책임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

4. 연안 석유 탐사 및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월경성 유류 오염 피해에 관한 책임 및 

    보상 관련 원칙에 대한 검토

제안된 오염 피해방지 및 피해 배상금 회수 용이를 위한 원칙에 대해서는 공식 작업의제가 아니므로 검토하지 않음

 - 다만, 양자/지역 협정 관심 국가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동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 구성

협약증서를 발급하는 주관청이 블루카드와 보험계약 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주관청의 보상에 대

한 책임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 회원국들이 제시한 의견은 IOPC 펀드 사무국에 제출함

 

·공정한 범죄소송 배경

1.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은 선원 중 선박의 44.28% 및 객실의 63.75%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되었으며, 선원의 43.55%가 육체적으로 조사를 받음

2.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법률 대리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선원 중 90.21%가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9.79%가 법률대리인을 고용함

3.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통역이 필요했던 선원 중 91.20%가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한 반면, 8.80%만  

   통역 서비스를 받음

4.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법적인 권리 설명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선원 중 11.40%가 법적인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반면, 88.60%가 설명을 듣지 못함

·UN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는 사무국과 협조하여 각국의 소말리아 해적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바, 2013년 2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함

-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인도, 몰디브 등 국가들이 판결을 공개하고 있는 바, 전 세계의  

   판결이 UNICRI에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함 

- UNICRI는 해적의 나이,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 직업, 해적 행위 양태, 체포, 기소, 재판,  

  재판 후 이송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계로 분석하고 있는 바, 해적 행위의 예측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의제 내용 >

·유조선 ALFA I호는 오염손해를 포함하여 P&I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보험조건은 그리스 영해 내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200만유로의 손해를 배상하고 화물은 비지속성유류에 대해서만 보장함을 명시 

   하였으나, Blue card에는 92 CLC 협약의 이행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발행됨

·Blue Card를 기초로, 그리스정부는 92 CLC 협약에 따라 유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서를 발행 

   하였음. 동 선박(1,648GT)은 92 CLC 협약 상 4.51백만 SDR(5.53백만 유로)의 책임제한액이  

   적용되며, 92 Fund 포함 최대 보상한도액은 203백만 SDR(248.9백만 유로)임. 만약 선주가 

   재정적으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보험이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손해를 입은 자가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후에도 청구의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1992 Fund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보험증서에는 2백만 유로 책임한도 및 비지속성 유류 운송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그리스  

   당국에 제출된 블루카드에는 92 CLC 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증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순이 있음을 주목함. IOPC Fund 이사회는 Blue Card를 발행한 보험사를 상대로 

   지불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

·CLC 협약증서를 발행하는 체약국이 보험사가 제출한 Blue Card에서 제공하는 내용, 조건, 범위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와 불충분한 보험 범위의 결과로 Fund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면 체약국이  

   Fund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조언 및 검토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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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선원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STW)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08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8개국 정부대표, 준 회원국 2개국 및 28개 비정부기구대표 등  501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44차 선원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tandard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44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4. 29 ~ 5. 3(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Bradley Groves(호주)

33｜ 제1장 

STW 44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개정된 STCW 협약 규정을 반영하여 사무국이 개발한 선장, 기관장, 전자기관사 등에 대한 모델코스 승인

 - 모델코스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지침일 뿐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모델코스에 제시된 교육 시간 및 기간

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모든 IMO 모델코스에 주관청이 해당 훈련 요건에 적합하도록 시간 및 기간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문

구를 삽입키로 결정

2. 선박 정비 및 고장 이력 이관에 관한 ISM Code 개정 

본회의 시 다수의 국가들은 선박 정비 및 고장 이력을 새로운 선주에게 이관하자는 아국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

으로 동의하였으나,   

미국, 파나마, 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본 ISM 코드 개정안의 이행에 있어서의 운항상, 법적, 상

업적 문제, 선주간의 분쟁 등의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작업반(WG2)에서 논의하도록 지시함

작업반에서는 본회의에서 제기된 ISM 코드 개정안의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식별함

 - 유람요트(pleasure yachts)는 ISM 코드 10장에서 요구되고 있지 않음

 - 정비 및 고장이력의 이관은 행정상의 부담을 가중시킴

 - 이전 선주의 책임관계

 - 이전 선주와 새로운 선주와의 시스템 상이

 - 이관에 있어서의 사용언어 상이

 - 중요기기(Critical Equipment)의 식별에 대한 표준의 부재

 - 10년 동안의 정비기록 보유의 어려움

이에, 아국은 이행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본 제안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에서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함

그러나, EC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ISM 코드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좋으나 이행하는데 해결하기 어

려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

아국은 동 위원회에서 식별된 ISM 코드 이행상의 문제점(운항상, 법적, 상업적 측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과 협의 후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전문가 논의결과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문서 제출여부 결정 필요

 

< 의제 내용 >

·ISM Code 및 SOLAS 74 협약에서는 선박회사는 이러한 기록을 새로운 선박회사에 넘겨주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고 이러한 기록은 만약에 새로운 선주가 선박매매 시 명쾌하게 요구할 때에만 

   이전 선주의 재량에 따라 이관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은 Critical Equipment의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을 새로운 선주에게 이관하는 것이 선가,  

   보험료 및 선박의 운항측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연구결과,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이 선가, 선박보험(요율) 및 선박운영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ISM Code 제10장에 따라 선박 회사는 이미 선박의 설비 및 기기의 정비 업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선주로의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은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ISM Code 10.3에서 식별된 설비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아국은 우리 선급에 심사를 수검하고 

   있는 선박 회사 109개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기기들을 Critical Equipment로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주별 Critical Equipment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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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부선 해기사 지침서 개발 

영국은 예부선 운항사고가 다른 선박사고에 비해 비교적 많이 발생함을 인식하고 동지침서 개발에 동의하였음

네덜란드는 지침서 개발에 대한 아국의 의견에 동의하며 STCW 협약 I/14(회사의 책임) & ISM Section 6(

자원 및 인원)을 참조 문헌으로 삽입할 것을 요청하였음

미국은 현행 항해사의 교육요건이 STCW 코드 II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였음

STW 44차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동지침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비공식 통신

작업반을 개설하여 지침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아국이 개발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영국, 미국 등 5개 국가와 공동 작업하여 향후 STW 45차에 문서 제출

4. IGF 및 Polar Code가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교육요건 개발 

본회의에서 캐나다 등이 제출한 극지방 운항선박의 해기사 및 선원을 위한 교육훈련요건과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Polar 

Code의 개정안에 대한 의제문서를 검토한 결과 WG1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네덜란드 Capt. Sibrand Hassing을 의장으로 한 WG1을 구성하여 극지방 운항선박의 해기사 및 선원의 교육훈련

요건을 Polar Code에 포함할 경우와 STCW 협약 및 Code에 포함할 경우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STCW 협약 및 코드에 포함시키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다만, Polar Code 제13장에는 "선박회사는 운항선박의 해기사로 하여금 STCW 협약 및  

Code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것" 

이라는 Reference 정도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또한, STCW 협약 및 Code의 개정안이 발효 

될 때까지는 STCW Code B-Ⅴ/g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활용하되, Polar Code가 채택될  

시기를 전후하여 신속하게 STCW 협약 부속서와 

Code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Polar Code(안)에서는 극지방 운항선박과 관련

된 다양한 분야는 다루고 있는 바, 동 코드에 포함

된 SOLAS, MARPOL, STCW 협약 등의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STW에서 다루고 있는 선장과 

해기사들의 교육훈련요건에 대한 전문분야 연구가 필요함

Polar Code가 채택되는 시점에서 STCW 협약과 Code도 신속하게 개정될 예정이므로, Polar Code 초안의 

면밀한 검토 및 기존 IMO 협약과 Polar Code와의 법적 적용범위, 효력관계 등에 대한 연구 및 이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한 향후 IMO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기 및 주기 구동 시스템

- 발전기 및 발전기 구동 시스템 

  주. 주기 및 발전기 구동 시스템에는 텔레그라프, 펌프, 열교환기, 연료유 및 윤활유계통 등  

   주기 및 발전기의 구동에 필수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 주기 및 발전기의 안전장치 (경보장치 및 비상차단장치)

- 조타기 및 조타기 구동시스템

- 선박의 필수적인 항해기기

   주. 자이로, 레이더 등

- 양묘기 및 양묘기 구동시스템

- 화재감지 장치 

- 안전설비 및 시스템 (예 : 하역설비, IGS SYSTEM, 산소측정기, 가스탐지기, 안전벨트 등) 

·이에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에서의 오염장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발전을 위해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에 관한 사항을 ISM code(10.5)에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의제 내용 >

·캐나다와 공동 제안국들가들은 극지방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과 해기사는 강제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강제교육은 탱커교육과 같이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함. 기초 

  교육은 승인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고, 직무교육은 기초교육에 부가하여 빙해역에서의 승무 

   경험과 승인된 상급훈련과정을 이수하며 특히 직무교육의 대상으로 선장, 해기사는 물론 Immediate  

   responsibility이 있는 모든 종사자(선박의 navigation/conduct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요청함

·이러한 특별교육훈련요건을 STCW 협약 부속서 5 및 Code A에 새로운 Section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함 

·아르헨티나는 Polar Code 제13장에 대한 개정제안에서 극지방 운항선박의 항해사 및 기관사는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ice navigator는 추가로 최소  

   30일간의 빙해역 운항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제안하였음

·또 북극과 남극을 운항하는 ice navigator들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하고, 특히  

   남극은 정치, 관할권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제도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 내용이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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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I. 회의개요

09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93) 및 준회원국(2), 국제기구(7), 정부간 기구(11), 비정부간 기구(48) 등 1,005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5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5. 13 ~ 17(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Andreas Chrysostomou(키프로스)

5. STCW 코드의 색각(Color vision)요건 개정 제안 

본회의에서는 색각요건 개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작업반(WG1)에서 관련 STCW Code 개정 작업 및 지침서 

개발을 하도록 결정함

작업반에서는 STCW Code Table A-I/9(선원의 승무를 위한 최저 시력 기준)의 색각과 관련된 See Note 6 

및 7에 다음 문구를 삽입함

 - Other equivalent confirmatory test methods currently recognized by the Adminstration may con-

tinue to be used

(주관청에 의해 현재 인정된 다른 동등한 확인 검사방법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작업반에서는 상기 개정안이 동의될 때까지 주관청이 합리적인 색각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

고하는 지침서(STCW.7/Circ)를 개발함

본회의에서는 상기 사항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MSC 92차에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기 개정안 및 지침서 초

안의 제출을 결정함

 

< 의제 내용 >

·2012년 1월 1일 발효하는 2010년 마닐라 개정은 색각(color vision)과 관련한 강제 요건을 포함 

   하고 있음. 색각을 포함하는 시각 기준은 STCW 코드 A-I/9의 Table A-I/9에 포함되어 있음. 동 색각  

   요건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CIE-143-2001(운송 관련 색각요건에 관한 국제  

   권고)에 정의된 색각 기준을 채택한 것임 

·CIE Standards을 반영하고 있는 STCW 코드 A-I/9의 Table A-I/9은 직무시력에 관한 최소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수단과 관련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선원들이 동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Holmes Wright Type-B 랜턴과 같은 장비가 요구됨.  

   대안으로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측정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절차가 요구되어 일반적인 의료 검진자에 의해 수행되기는 어려움 

·선원이 CIE Standard에 따른 검진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대체 검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IE STandard 1 요건을 만족할 수 없으며 500 GT 초과 선박에서의 직무를 위한 의료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음

·2010년 마닐라 개정에 따른 색각(color vision)과 관련한 강제 요건이 다른 기타 통용되고 저가의  

   동등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정 훈련이 요구되며 운영비용이 비싼 기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는 검진을 받는 선원과 관련 의료증명서를 발급하는 주관청 모두에게 부담이 됨

·따라서, 동문서에서는 색각 테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식별될 때까지, Table A-I/9 상의 색각  

   요건은 주관청이 선원들이 적절한 색각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체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Table A-I/9(선원의 승무를 위한 최저 시력 기준)의 색각과 관련된 See Note 6 및 7에 "주관청이  

   인정한 대체수단" 문구 삽입

1.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처리기술(6종) 승인

 - 제24차~제25차 GESAMP-BWWG 심사결과에 따라 기본승인(3종), 최종승인(3종)등 총 6종의 기술에 

대해 승인, 최종 및 기본승인 각 1종은 승인불허

* 아국은 최종승인 1건(한라IMS EcoGuardianTM), 기본승인 1건(선보공업, 디섹, 한국기계연구원 공동, Blue ZoneTM) 획득 

평형수관리협약의 적용시기 조정을 위한 총회결의서 초안 확정

 - 총회결의서 채택 시 별도의 기탁 또는 선언 없이 모든 IMO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통해 결의서를 채택하는 

안으로 합의함

 - 협약 발효 전 건조된 선박을 현존선으로 규정하고 현존선에 대한 평형수처리설비 탑재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함

 - 아국의 증서조화제도 제안을 반영하여 타 협약 정기검사 시점까지 평형수처리설비 탑재를 완료하도록 함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이후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IOPP)의 만료시점까지 평형수관리장치를 탑재해야 하므로 5년간  

     연차별로 균일한 설치 수요발생



38 2013년 IMO 연간활동 백서

2013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39｜ 제1장 

MEPC 65

2. 선박 재활용

홍콩협약에 따른 선박의 유해물질 중, 석면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인 0.1%를 적용하되, 유해물질목록에 기재되는 

석면은 1.0%를 초과하는 물질에만 적용하기로 결정

홍콩협약에 따른 선박 점검지침서의 개정제안 중, 유해물질목록이 최신화되지 않은 경우 PSC 검사 적용 범위는 

동 협약의 발효 후에 논의하기로 함

유해물질의 경계조건 및 면제에 관한 추가 논의를 위하여 회기간 통신작업반이 결성됨

 - 아국은 동 통신작업반에 참여하여 각종 유해물질의 경계조건 및 면제 요건의 추가검토 및 시장조사 등을 논

의함

3.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대기오염방지)의 Tier III NOx 배출 기준(배출통제 지역 ECAs에서 

2000년도 기준인 Tier I의 80% 감축, Tier II는 2011년까지 15% 감축) 이행 기술개발현황 평가 통신작업반 결

과는 적용시점('16.1.1) 이행이 가능함을 보고함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 및 선주단체가 통신작업반 최종보고서에 반대하여 2021년까지 5년간 발효시점 

연장 개정 초안 채택함 

 - MEPC 66차('14.3)에 동 개정안이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임

이에, 9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본 개정안 채택될 시 개정안 채택 

유보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Tier III를 적용할 것을 선언함

 - 미국의 지역(ECAs)을 운항하는 선박은 IMO협약과 관계없이 2016. 1. 1부터 Tier III기준 적용 대비 감

축장치(SCR, EGR 등) 설치가 요구됨

4.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계산 시 선속보정 방법

현재 아국조선소에서 사용 중이며 아국과 일본이 주장한 ISO 15016과 유럽에서 주장한 ITTC(STA-JIP)가 동시에 채

택됨 

향후 ISO15016 방법의 추가 개정 작업에 대하여는 ISO와 ITTC가 협력하여 2014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결

정함

5. 기술이전 및 협력 증진 결의서 채택 

사무국이 제출한 문서(64차 잠정안)를 바탕으로 남아공이 제출한 타협안을 참조하여 수차례 본회의장 및 작업반에

서 논의하였으나 적용원칙(CBDR vs NMFT)의 문제로 합의안 도출 실패

 - 그러나, 의장의 중재와 선진국 및 개도국의 본회의장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종 남아공의 협상안(NMFT 

& CBDR 동시고려)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장이 선언함

 - 여전히, 선진국은 최종 남아공의 결의서 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출

결의서 채택에 따라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자금 및 역량강화 지원 및 특별전문가그룹(AHEWG-TT) 설치 운영

함

결의서 이행을 위하여 IMO 사무총장은 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을 운영 및 극빈개도국(LDCs) 등의 우선 지원

을 회원국에게 요청

6.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최신화 작업 위임사항을 결정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장래 시나리오)을 최신화

 - CO2 이외 기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추가

 -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의 진행 관리·감독하며, 운영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선진국 3명, 개도국 

3명, 위원회 의장 1명)

 - IMO 사무국은 '13.7.31까지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 MEPC 66차에 최종보고서 제출

시장기반조치(MBM) 추가 영향평가를 위한 통신작업반 구성

기타 의제 5와 관련된 사항은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결의서 논의에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MEPC 

66차에서 논의함

7. 온실가스 규제 관련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 증진 결의서 채택

 - MEPC 65차 최종결과보고서의 결의서 최종문구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향후 대응방안 마련 및 대책 수립

 - 협약의 이행효과 평가, 기술이전 및 자금지원의 수요 파악, 자금 조성방법 및 인벤토리 구축 논의 등을 위

한 특별 전문가 그룹(AHEWG-TT) 적극 참여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계산 시 선속보정 방법 논의

 - 현재 아국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속보정(ISO 15016) 방법에 대해 2013년 9월에 ISO 회의 시 개정 작

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조선업계 및 국내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ISO 15016 개정작업의 완료('13.9)후 국내 조선업계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기 회의(MEPC 66, 

'14.3)의제 문서 제출

LNG선에 대한 EEDI 계산 및 기준선 계산방법

 - 아국의 직접운전디젤방식 건조실적을 조사하여 일본에서 제안한 재액화방식 수식이 적절한 지 검토 필

요함

 - 아국의 LNG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준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기준선 수식에 반영 노력

 - 최근 LNG선의 EEDI수준을 조사하여 현 기준선 대비 많은 개선이 가능함을 지적, 아국에 유리하도록 감

축률 강화 제안

시장기반조치(MBM) 추가 영향평가 및 논의 대응

 - MEPC 66('14.3)에 제출될 예정인 MBM 추가 영향평가보고서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이 구성됨에 따라 

MEPC 66차 이후 MBM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효과적인 MBM 논의 대응 및 주도를 위하여 정부, 산업계, 관련기관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MBM 

대응 협의체(가칭)"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조치 

 - 현존선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MRV 시스템 개발이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로 MEPC 66('14.3)부터 본격 논

의가 예상됨으로 선주협회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입장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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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0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116) 및 준회원국(3), 정부간 기구(6), 비정부간 기구(44) 등 888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92nd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

일시/장소 : 2013. 6. 12 ~ 21(10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s. Christian Breinholt(덴마크) 

41｜ 제1장 

MSC 92

1. 여객선 훈련 개정안 채택 

여객선 훈련관련 SOLAS Reg. III-19 개정안 채택 (2015.1.1 발효예정)

 - 신규 승선 여객의 소집훈련을 "24시간 내" 대신 출항 즉시 또는 전에 실시하도록 현행 규정 개정

코스타 콩코디아관련 권고안을 반영한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임시 권고안(MSC.1/

Circ.1446/Rev.2) 채택

 - 선박 또는 선대간 선교 항해 절차의 조화

 - 안전경영 시스템에 중량물 고박 확인 절차  

반영

 - 소집 장소 근처에 추가 구명동의 배치 

 - 비상시 행동사항 영상물 활용 확대

 - 이로시 항해계획 변경 지침

코스타 콩코디아 사고 조사 관련 제시된  

권고안에 대한 작업반 검토

 - 필수 설비를 포함하는 수밀구획 보호를 위한 

이중선체에 대한 권고사항 및 격벽 갑판 아래에 UHF 무선설비 배전반 재배치 검토에 대한 권고사항의 논

의를 위해 이태리 정부에 상세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여객선에 대한 격벽갑판의 침수점(Flooding points) 하강제한에 대한 검토를 SOLAS Chapter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의 개정 작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결정

 - 코스타 콩코디아호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FSI 전문위원회에 지시하고, 결과를 MSC 93에 보고함

 - 코스타 콩코디아호 사고 보고서에 대해 상세한 의견 및 제안을 MSC 93에 제출하도록 회원국에게 요청

 - 작업반은 여객선 안전에 대한 통신작업반 설립이 필요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대신 이태리 정부에 

코스타 콩코디아호 사고 보고서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FSI 전문위원회 및 MSC 작업반

의 논의에 협조하도록 요청

 - 또한, 작업반에서는 코스타 콩코디아호 사고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여객선 안전을 위한 장기작업계획

(MSC 91/WP.8, Annex 3)을 검토하고, 복원성, 필수장비, 비상발전기 및 탈출분석 등 이태리 제안사항 관

련 내용을 신규 삽입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비상 훈련·교육관련 SOLAS Reg. III/19 개정안 채택 (2015.1.1 발효예정)

 - 선내의 밀폐된 구역에 대한 진입 및 구조 훈련을 적어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제화

RO code 강제화를 위한  SOLAS Reg. XI-1/1 개정안(2015.1.1 발효예정) 및 Ro code 채택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1972 개정안 채택 (2015.1.1 발효예정)

 - 총회 결의서 A.737(18)로 1993년 채택된 CSC 협약에 안전 승인 표시판(Safety Approval Plate), 신규·

기존 컨테이너 승인을 포함한 개정안 반영

회사가 선박내 적절한 인력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 요건을 포함하는 ISM 코드 개정안 채택

새로운 니켈 광석 스케줄을 포함한 국제 해상 고체산적화물 코드(IMSBC code) 개정안 02-13 채택

 - IMSBC Code(02-13)개정의 조기시행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의 검토 및 승인

·IMSBC Code에 등재되지 않은 화물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 제출 및 서식의 작성에 관한 지침

·액상화 할 수 있는 고체산적화물의 샘플링, 시험 및 습기 함유량의 제어를 위한 절차의 개발 및 승인을  

   위한 지침

·고정식 가스 소화 장치가 면제될 수 있거나 고정식 가스 소화 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고체산적화물  

   목록인 MSC.1/Circ.1395의 개정(MSC.1/Circ.1395/Rev.1 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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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아프리카 및 중앙 아프리카 지역 해적 활동관련 논의 

카메룬 베닌에서 최근 채택된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 해적, 무장강도, 불법 해상활동근절을 위한 새로운 행

동강령(Code of Conduct) 환영

사무총장은 상기 지역에 대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다자 신탁 펀드 조성(muti-donor  

trust fund)를 발표하고, 회원국 및 산업계에 본 펀드 

기부에 힘써 줄 것을 당부

4. 위원회 승인 사항 

추후 채택을 위한  IMO 전문위원회 및 기타 기구 보고관련 위원회 승인사항

 - 저인화 화물(섭씨 60도 이하)을 운송하는 8,000 DWT 이상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에 이너트 가스 시스템

(inert gas system) 설치를 요구하는 SOLAS 개정 초안 승인

 - 압축 수소 또는 천연가스로 추진되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SOLAS Reg. II-2/20-1 신규요건 초안 승인

 - 조타기(Steering Gear) 시험요건관련 SOLAS Reg. II-1/29 개정 초안 승인

 -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III code) 및 IMO 회원국감사제도(MAS) 강제화하기 위한 STCW, 1978 및 

STCW 코드 개정 초안 승인

 - MSC 93차 채택을 위한 구명정, 구조정의 정기 유지 보수요건에 관한 MSC 결의서 초안 및 이러한 요건을 

강제화하기 위한 SOLAS 개정안 승인 그리고 퇴선 훈련 시 구명정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

리한 MSC 회람문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

 - 기계설비 공간으로부터 추가 탈출 수단 강제화를 위한 SOLAS Reg. II-2/13.4 개정안, 환기구의 화재 강도

요건에 관한 SOLAS Reg. II-2/3, II-2/9.7 개정안, 신조선의 상갑판 화물의 화재 보호 요건관련 SOLAS 

Reg.  II-2/10

 - 액화 가스 운반선의 건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 코드(IGC code) 개정 초안 승인

 - 장거리 선박 확인 및 추적 시스템(LRIT) 데이터 센터(DCs) 설치 및 시험, LRIT 운용관련 가이드라인 승인

회람문으로 발송을 위한 선박 비치 증서 및 서류 목록 승인

전자 증서의 인쇄 버전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승인

승인된 이력 검사 프로그램(Approved Continuous Examination Programme (ACEP) 개발을 위한 가이드

라인 및 1972년 컨테이너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CSC convention)의 조화로운 해석 및 이행을 위한 개정된 

권고에 대한 개정안 초안관련 CSC 회람문 승인 (CSC.1/Circ.138)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어선 척수 계산 절차 및 1977년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협약 및 1993년 의정서 그리고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서를 종합한 어선관련 협약 통합본 승

인

5. 선박안전의 미래관련 권고안 논의 

6.10~11 개최된 선박안전의 미래에 관한 IMO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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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기술협력위원회(TC)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1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3)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8), 비정부간 기구(2) 등 22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63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63rd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일시/장소 : 2013. 7. 10 ~ 12(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Nancy Karigithu (케냐)

45｜ 제1장 

TC 63

1. 통합기술협력 프로그램(ITCP) 보고

국가별 프로파일(Country Maritime Profile) 제출 형식 최종승인

사무총장은 전체 회원국에게 차기 기술협력사업과 각 회원국의 해사안전정책 연관성 분석을 위해 2014년 봄

까지 국가별 프로파일 제출을 요청함

2. '12-'13 기술협력사업의 예산 지출 및 분배 

2012년도 사업에 1,727만 USD를 집행, 이는 최근 5년간 지출액 중 최고액이며, 예산 집행률은 81%임

분야별 사용 내역
2012년도 

(USD)

해사안전 3,017,417

해상보안 3,499,047

해양오염방지 7,186,174

해사법 144,975

국제해상교통간소화 관련 69,413

일반 해사분야 3,357,509

TOTAL 17,274,535

Maritime legislation 1%

General
maritime sector 

19%

Maritime 
safety
18%

Maritime  security 
20%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42%

사무국은 해양환경보호를 우선순위로 하는 기여국들이 증가하는 최근동향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 분야의 지원

이 약 40% 이상 편중됨을 설명

WMU 등 교육기관의 장학 혜택을 받는 국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동유럽 국가의 경우 단 한건도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 사무총장은 지역별 지원 인원에 따라 매년 혜택을 받는 지역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

IMO 사무총장은 지역항만국통제 MOU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해사안전을 위한 사업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속 지원의사를 밝힘

3. 기술협력사업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활동

MDG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과 관련하여 2012년 카메룬의 항만시범사업 진행 및 성과 보고

2015년까지 MDG와 연계한 기술협력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예정

RIO+20(유엔 지속가능 발전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지표를 제시할 예정

4.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2016년 강제화 예정인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의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

* 감사관 교육은 35개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통해서 149개국 총 525명이 이수함

사무국은 강제화 되는 회원국감사제도는 기술협력(TC)의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

해 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부 희망

5. 해운 분야에서의 해기여성 통합 정책
우리나라는 '13.4월 부산에서 개최된 '여성 해기인력 개발 정책컨퍼런스'의 결과 및 정책제안에 대하여 설

명함

 - IMO는 동 컨퍼런스를 통해 해운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하며, 대한민국 정부 등의 적

극적 지원에 감사 표명 

6. KOICA 동아시아 기후변화 사업(EACP*) 최종 결과보고
 - 7월 11일 IMO 본부에서 우리나라는 KOICA의 EACP 사업 결과를 발표하여 사업 성과에 대해 회원국

들의 많은 관심과 자료 요청을 받음

 - 사무국에서는 결과물을 각 회원국 및 아국에  

배포함

* EACP(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 동아시아 개발 

도상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아시아의  

녹색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년간 2억 달러의 자금을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지원해  

파트너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아시아의 지속가능

한 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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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이사회(Council)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2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40)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6), 비정부간 기구(16) 등 352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10차 이사회 

 (The 110th session of the Council)

일시/장소 : 2013. 7. 15 ~ 19(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Jeffrey G. Lantz (미국)

47｜ 제1장 

Council 110

현행 개정

STW ① Standards of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FSI ②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 (III)

NAV + COMSAR ③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BLG + DSC ④ Pollution Presevation and Response (PPR)

FP + DE + SLF ⑤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FP + DE + SLF ⑥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BLG + DSC ⑦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1. 전문위원회 개편안 검토

'13년 5월에 개최된 제65차 해양환경위원회(MEPC) 및 6월에 개최된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완

성한 전문위원회 개편안을 검토 후 이견 없이 승인함

 - 전문위원회 개수 축소(9개→7개), 전문위원회 명칭 및 의제 승인 

2. IMO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안 검토 

 IMO의 연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서

를 IMO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승인

고위직 및 조달 관련 부서 직원의 재산 공개 승인

 - IMO의 조달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일부  

이사국의 지적에 따라 사무총장은 투명성  

확보 방안을 27차 특별 이사회에 보고함

3. 의제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검

토 

2개년 작업계획(2014-15 biennium planned outputs)의 우선순위(prioritization) 선정 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논의 후 최종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 선정기준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14-'15년 2개년 작업계획 선정에는 사용하

지 않기로 결정

* "위험성 검토, 관리 이사회 작업반"(CWGRM, '14년 초 예정)에서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함

4. '14-'15년 IMO 예산안 검토 

MZG(Mixed Zero Growth)* 기반 예산안 승인

 - 2014년 예산 증가율 동결(Zero Nominal Growth), 2015년 2.9% 인상률 적용(Zero Real Growth). 인건

비는 전체예산의 75% 수준으로 동결

* "물가상승 등 자연적인 예산증가 요인과 조직개편/수익개선 등에 의한 지출감소를 상호 연계하여 예상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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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O 사무국 직원 조정안 검토 

기구의 검토와 개선의 일환으로 IMO 자체적으로 각 부서구조 및 직책 재배치에 따라 41개 직책 폐지 승인(2014-

2015 목표 : 정규직원 265, 기타 정원 28)

 - 폐지되는 직위 및 현재 충원중인 29개 직위에 대한 상세자료는 제27차 특별이사회(11.21-22)에 제출함

6. 회원국 분담금 조기납부 우대제도 폐지 검토 

사무총장은 회원국 분담금 납부실적이 우수함에 따라 조기납부 우대제도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폐지 또는 잠

정중단을 제안함

 - 다수 국가가 CIS 폐지 또는 잠정중단은 분담금 조기납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CIS

를 유지하도록 결정

* Contribution Incentive Scheme(CIS), 분담금을 조기납부 할 경우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회원국에게 돌려주는 제도

7. 해적 방지 활동 현황 검토 

서아프리카 지역 해적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동 지역 해적 방지를 위한 IMO 총회 결의서 마련 동의

8. IMO 강제협약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설문조사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특별운영그룹(SG-RAR)의 회의결과 및 동 그룹이 실시중인 설문조사 관련 변경된 작업

계획* 승인

* 4단계(four batches)로 나누어 실시 예정이던 '강제협약 이행에 따른 행정부담 설문조사'를 신속한 조사를 위해 1 단계(one 

batch)로 단축하여 실시

10월말까지 실시 중인 설문조사에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 독려

9. 국제 해사상 및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국제 해사상) 국제 해양법 심판원 전임 의장인 Thomas A. Mensah(가나)를 수상자로 선정 

(바다의 의인상) ① 미국 해안 경비대 항공팀 소속 Randy J. Hara, Daniel J. Todd, ② 중국 Tong Chang 

Qi Du 11호 선원 故 Jiguo Yang로 선정

 - 우리나라의 추천자인 아국(501 대양호 선장, 2002 명성호 선장, 808 우성호 선장, 홍콩 선적 Jin Fu 

호 승무원, 해양경찰 순시선 317호 승무원)은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 

Council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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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항해안전전문위원회(NAV)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3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7)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5), 비정부간 기구(24) 등 499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9차 항해안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59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9. 2 ~ 6(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Michael J. Sollosi(미국) 

51 ｜ 제1장

NAV 59

1.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Strategy Implementation Plan, SIP) 초안 검토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SIP)은 기존 항해 장비와 신규 항해 장비를 이용자 편의, 비용 효율, 시스템간 호

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고, 이를 통해 항해사의 부담 경감 및 항해 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회기간 통신작업반이 NAV58차까지 논의한 총 9개의 솔루션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개 솔루션을 결정함

 - 향상되고(improved), 조화로우며(harmonized), 이용자 편의(user-friendly)를 고려한 선교 디자인

 - 표준화되고(standardized), 자동화된(automated) 보고(reporting)

 - 선교장비와 항해정보의 향상된 안정성(reliability), 탄력성(resilience), 무결점성(integrity)

 - 통신 장비를 통해 수신한 유용 정보를 그래픽 디스플레이상 통합(integration), 표시(presentation)

 - VTS 서비스 목록의 향상된 의사전달(communication)

항해장비와 항해시스템에 대한 인간중심 설계(Human Centered Design, HCD), 사용성(Usability) 평가, 소프트웨

어 품질 보장(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Test-bed 결과 보고의 조화(the harmonization of 

test beds reporting)관련 지침서 초안 개발 경과에 주목함

NAV59 이후 e-Navigation 통신작업반 재설치 결정

 - 현재 의장인 Norway Mr. John Erik Hagen을 의장으로 하는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사용성 평가지침 

개발, SQA 지침 개발, e-Navigation 솔루션의 실질적 사례를 SIP에 반영 여부 검토, HCD관련 별도 지

침개발을 진행예정임

 - 통신작업반 활동 결과는 필요시 2014년 2월로 예정된 제1차 HTW1 회의에 제출하고 2014년 6월  30일

부터 7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NCSR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

* HTW는 기존 STW가 변경된 IMO 전문위원회임

* NCSR은 기존 NAV와 COMSAR가 통합된 IMO 전문위원회임

2. 항로지정, 선박보고 및 관련 조치사항 

해사안전위원회(MSC) 채택을 위한 신규 또는 수정된 항로지정 등을 승인

 - 신규 통항분리계획 (TSSs) 

·Pacific coast of Panama (파나마)

·Approaches to Puerto Cristobal (파나마)

 - 기타 항로지정 

·the Prince of Wales Channel, Torres Strait 내 신규 양방향 항로 지정 (호주)

·the Great Barrier Reef Inner Route 내 신규 (North) 양방향 항로 지정 (호주)

·the Great Barrier Reef Inner Route 내 신규 (South) 양방향 항로 지정 (호주)

·new Precautionary Area "At the approaches to Puerto Cristobal" (파나마)

·멕시코 만 '엘 파소 에너지 브릿지'심해 항구의 강제통항 금지구역과 강제 투묘금지 구역 폐지 (미국)

3. 파나마 Pacific coast 고래 보호를 위한   

    권고안 동의 

파나마 "On the Pacific coast of Panama" TSS 구역  

양방향 항해시 고래와의 치명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노트 이하로 통항하여야 함

 - 본 권고안은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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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탑재용 'Beidou' 수신 장비를 위한 성능표준 초안 승인

중국은 전 세계적 위성항법시스템 'Beidou'를 개발하여 2020년 완전한 서비스 시작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

를 IMO의 전세계무선항법시스템(WWRNS ; World-Wide Radio Navig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사용토

록 할 계획임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위성수신 장비 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선박 탑재용 Beidou 수신

장비의 성능표준 초안을 제안함

* (1단계 '94∼'00년) Beidou 시연체계 개발 → (2단계 '04∼'19년) 중국 내 서비스 개시('04년), 인근 국가로 서비스 확장('12

년) → (3단계 '20년∼) 전 세계 서비스 제공

회의기간동안 작업반(WG)을 설치하여 성능표준 초안 검토 및 수정을 완료하였고, 최종 초안을 MSC 93차 회

의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함 

아울러 선박 탑재용 Beidou 수신 장비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기준 개발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nter-

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 요청하고, 향후 WWRNS 구성요소로서의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BDS)에 대한 예비평가를 완료하고, 중국에서는 종합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

해야 함을 명시함

5. 심해도선사의 이용에 관한 권고안 개정 동의 

'발틱해'에서의 심해도선사 사용 권고에 관한 결의서 A.480(XII)와 '북해 영국해협 및 스카케리크'에서의 심해

도선사의 사용권고에 관한 결의서 A.486(XII)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초안작업반(DG)에서 실시함

초안작업반(DG)은 '발틱해'와 '북해 영국해협 및 스카케리크'에서의 심해도선사 사용에 대한 권고에 관한 결의서 

중 부속서 상의 권한당국 목록 및 심해도선사 ID 카드 정보를 최신화함

단, 지난 MSC 90차(MSC 90/25/2)에서 문제가 된 '북해 영국해협 및 스카케리크' 심해도선사 사용권고 결의서 

A.486(XII)의 '선장 및 선주가 심해도선사 서비스 이용 시 고려요소'에 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됨

본회의에서는 초안작업반의 결의서 개정안을 승인하고, 총회(Assembly) 채택을 위해 질의서 개정안을 

28차 총회에 제출토록 함

6. AIS 항로표지의 정책 및 새로운 심볼 개발 가이드라인 동의 

AIS 항로표지(AIS-AtoN) 정책 및 새로운 심볼 개발에 대한 동 가이드라인은 NAV 56차 회의(2010)부터 현재

까지 3년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통신작업반은 MSC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회람문서로 개발하여 제출함

 - AIS AtoN의 정책에는 정의, 적용, 일반 사항, 성능표준, 운용, 감시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 AIS AtoN는 AIS 메시지 21의 '항로표지보고'를 사용하여 ECDIS, RADAR 및 Integrated Naviga-

tion System(INS) 등에 표시됨

본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단은 AIS-AtoN 운영이 주파수 채널에 과부하를 유발하여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 AIS MKD(Minimum Keyboard Device)가  

Text형식으로 표시될 경우 AIS-AtoN의  

정보가 좌표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AIS 본연의 목적을 가이드 

라인에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함

이에 초안 작업반(DG)에서는 본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하여 문서 내용을  

수정하고,

 - 특히, 본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단이 요청한  

AIS 본연의 목적(충돌 피항 - AIS 성능  

기준 권고 적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가이드라인 기본 적용사항에 명시하

여 작업보고서를 제출함

본회의에서는 작업반(DG1)이 제출한 수정된 문

서를 특별한 논의 없이 MSC 93차 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함

7. 선교항해당직경보 시스템(BNWAS)의 자동 기능 지침 동의 

92차 MSC에서는 BNWAS(Bridge Navigation Watching Alarm System)에 대한 성능기준인 Res. 

MSC.128(75)에 명시된 '자동작동기능(automatic function)'의 필요성에 검토하였고, NAV 59차 회의에

서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여 93차 MSC 회의에 제출하도록 요구함

이에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BNWAS Auto-function은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데 불필요하며 강제사항

이 아니라는 내용의 Circular 초안을 승인하고, MSC 93차에 제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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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IS 선상 사용을 위한 지침 개정 

AIS 선상 사용에 관한 지침(Res. A.917(22)) 개정안 개발 작업을 진행함

본회의에서는 ITU-R M.1371을 기본으로 지침서가 개정되어야하기 때문에 NCSR 제1차 회기 전 ITU-R 

M.1371-4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NCSR 제1차 회기에서 최종 지침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서(안) 

수정을 지시함

* 지침서 완료 시점 변경(2013년→2014년)

AIS-SART와 관련 가청 경보에 대한 사항은 현재의 성능 기준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지침에 포함

하지 않음

9. 극지방 해도의 부정확성 제기 

동 전문위원회는 극지역의 약 95%에 대한  

적절한 수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

보에 주목하였고, 극지방 해역의 해도  

현황을 IMO에서 개발중인 Polar code 내 포함

하기로 동의함

또한, IHO는 연안항해를 위한 적절한 축척의  

해도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체계 

적인 수로 측량을 수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

을 전문위원회에 통보함

10. COLREG 1972 통합해석본 동의 

1972 충돌예방규칙 부속서 I, 9(b)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2개의 전주등 배치에 관한 IACS 통일해석 COL-

REG 1 및 MSC.1/Circ.1260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기존의 전주등 차폐막이 180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든 각도에서 적어도 하나의 등화가 식별 가

능하고, 두 개의 등화가 동시에 식별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으로 개정 

새로운 전주등 배치에 관한 IACS UI COLREG 1 개정본에 대하여 동의하고, IACS 통일해석을 기반으로 

MSC Circular 초안을 작성하여 MSC 93차 제출을 위해 승인함

11. ITU 연락문서 승인 

ITU-R M.1371-4 문서* (AIS 기술요건) 개정에 관한 ITU 연락문 초안을 승인함

* AIS using time-division multiple access in the VHF maritime mobile band

IMO는 VDES 개발에 적극 지원할 것이며, IMO/ITU 전문가 그룹회의로 하여금 초안 문서를 검토하여 ITU-R에 통

보하도록 함

< VDES 개요 >

 ·VDES는 AIS, ASM(application specific message) 및 VDE(VHF Data Exchange) 의 기능 통합 개념임

 ·AIS 응용 프로그램과 ASM을 현 AIS 1, 2에서 다른 채널로 이동하여 AIS VDL 무결성 관련 문제 해결

 ·AIS 본래 기능은 기존 항해 장비에서 계속 사용토록 함이 원칙임  

 ·VHF 대역을 새롭게 사용하여 e-Navigation에 요구되는 높은 품질의 통신 요구 사항에 대응 할 수 있음  

III. 기타활동

■ SMART-NAVIGATION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3.9.2(월) 12:40∼13:00(20분) / IMO 본부 회의실(2층)

참석자 : Mike Sollosi(미국, NAV 의장) 등 100여명

주요내용

 - 대한민국「SMART Navigation」이행 계획 및 전략 소개

 -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추가설명 및 각 국 관계자들과의 정보교환

* Mahesh Alimchandani(호주 해사안전청 항해과장) 등 25명

 - Test-Bed 공동 추진 등 미국 및 덴마크와의 e-nav.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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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4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5)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간 기구(32) 등 430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8차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18th Session)

일시/장소 : 2013. 9. 16 ~ 20(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Xie Hui (중국)

57｜ 제1장 

DSC 18

1. 컨테이너 중량확인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안 동의

선적 시 화주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총질량을 검증 받도록 SOLAS VI장 2규칙을 개정하여 MSC 93차에 

승인 요청 예정

화물운송용 컨테이너의 총질량검증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였으며 MSC 93차 회의에 승인 요청 예정('16년 

7월에 발효 예정)

2. 밀폐구역용 이동식 공기측정장치 강재탑재와 관련한 SOLAS 개정안 동의 

SOLAS  XI-1/7 규칙을 개정하여 밀폐구역용 이동식 공기측정장치의 강재 탑재 요건을 신설함 (MSC 93차

에 제출예정)

 - 밀폐구역 진입 전 산소, 인화성 가스,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탑재 의

무화

동 장치 사용과 관련한 STCW 협약의 훈련요건 추가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함

 - 다만 훈련요건은 ISM Code에 따른 안전경영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에 포함

하도록 함

3. 철광석 분말 개별화물일람표 초안 동의

철광석과 철광석 분말을 각각 그룹 C와 그룹 A 화물로 등재하고 철광석 분말 측정법을 IMSBC Code 부록 2

에 삽입 채택

 - 상기 결정은 IMSBC Code (03-15)개정안에 반영되어 MSC 95 회의('15)에서 채택될 예정임     

 - 철광석 화물일람표 및 철광석 분말 화물일람표 개정안 그리고 철광석 분말 운송가능 습도한계점(Trans-

portable moisture limit, TML) 측정법에 관한 부록 2 개정안의 조기이행을 위한 DSC Circular 초

안을 마련

 - 철광석화물(iron ore cargoes)이 1mm 미만의 분말입자로 10%이상 구성할 경우 또는 10mm 미만의 입자로 

50%이상 구성할 경우 그리고 두 가지 경우 모두 일 때 그 철광석 화물은 철광석 분말로 간주

철광석 분말의 침철석 함량이 35% 이상(무게)일 경우 그룹 C인 철광석 개별화물일람표에 근거하여 운송 제

안 채택

 - 다만, 화주는 선장에게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침철석 함량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함

 - 철광석 분말 개별화물일람표에 면제 조항 삽입하지 않기로 결정

4. IMDG 37-14 개정안 동의 

IMDG 37-14 개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기술적인 추가 논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작업반

(Editorial and Technical group, E&T 20)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위험물운송에 관한 UN 최신 권고, 방사능 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IAEA 규칙 개정판(2012년)과의 조화·통

일 반영

5. 화물운송단위의 수납에 관한 지침서(CTU Code) 개정 

DSC 18 작업반에서 논의한 사항을 4차 전문가회의 ('13.11) 및 ILO, UNECE에 검토 요청하여 '14년에 개

정 완료하기로 함

 - 작업 완료 후 IMO/ILO/UNECE 홈페이지에 내용을 회람하여 사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6. ACEP(Approved Continous Examination Programmes) 데이터베이스 개발 

BIC가 개발한 시험용 ACEP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www.bic-acep.org)에 대한 정보를 주목하고,

 - BIC에서 세계적인 ACEP 데이터베이스 개발 진행사항 및 GISIS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하여 최신화

된 정보를 CCC 1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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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A 제21차 EEP기술위원회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5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22개국 51명 참석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21차 IALA EEP 기술위원회  

(21th Session of EEP Committee Meeting) 

일시/장소 : 2013. 10. 7 ~ 11(5일간), 프랑스 파리 IALA 본부

의장 : Mr. Omar Frits Eriksson(덴마크)

59｜ 제1장

IALA 21IALA 21

1. 국제항로표지협회 세계 아카데미 현황

국제항로표지협회 세계 아카데미(World Wide Academy, 이하 WWA)는 IMO, IHO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

여 WWA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78개 개발도상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극지방에서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 지침서 제정  논의 

최근 몇 년 동안 북극해의 여름에 빙하가 존재하지 않는 항로의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북극해 항로 운영에 따른 

선박의 연료절감, 태평양-대서양간 무역항로 단축 등이 이점으로 극지방 항로 운항에 필요한 전원시스템과 항

로표지 요구사항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논의

 

3. 역사적인 등대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홍보 

IALA 홈페이지에 역사적인 등대의 유물관련 게시판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유물관련 자료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작업반에서 검토가 필요

IALA 제21차 ANM 기술위원회

I. 회의개요

16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21차 IALA ANM 기술위원회  

(21th Session of ANM Committee Meeting) 

일시/장소 : 2013. 10. 14 ~ 18(5일간), 프랑스 파리 IALA 본부

2. 참가국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9개 회원국 35명 참석

1. 2014년도 IALA NAVGUIDE 발간

전체적인 자료의 일관된 흐름과 내용 통일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VTS 및 EEP 담당 부분에 관한 수정사

항 반영 및 MBS(해상부표식)에 관한 내용 수정

2. IALA WWA(World Wide Academy) 

WWA(World Wide Academy, 국제항로표지협회 세계 아카데미)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7개 지역 78개국

의 교육훈련을 목표하며 IMO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3. 노르웨이 인공터널수로 건설 

노르웨이에서는 동계 시 항해가 어려운 

Deije의 Stad 반도지역을 우회하기  

위한 1.8km 구간의 Stad Ship Tunnel 인공

수로터널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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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제28차 총회(Assembly)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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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159) 및 준회원국(2), 정부간 기구(11), 비정부간 기구(30) 등 1,200 명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28차 총회 (The 28th Session of the Assembly)

일시/장소 : 2013. 11. 25 ~ 12. 4 (8일간), 런던 IMO 본부 

  * 제27차 특별이사회 : 2013. 11. 21(목) ~ 22(금) 

** 제111차 이사회는 2013. 12. 4 총회 직후 개최

의장 : Mr. ÜNAL ÜEVIKÜZ (터키)

61 ｜ 제1장

Assembly 28

1. 대한민국 A그룹 이사국 7연속 진출

이사국 선출(A, B그룹 각 10개국 및 C그룹 20개국)

* A그룹 및 B그룹 이사국은 경선 없이 만장일치로 연임 결정

C그룹은 24개국*이 경선하여 페루가 신규 이사국으로 진입

* 기존 이사국인 이집트를 비롯,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스라엘은 낙선

* (  ) 득표수

구 분 국    명

A그룹

(10개 주요 해운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

B그룹

(10개 주요 화주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C그룹

(20개 지역 대표국)

싱가폴 (143), 터키(136), 남아공(134), 인도네시아(132), 사이프러스(132),  

멕시코(131), 칠레(129), 필리핀(126), 호주(125), 덴마크(125), 말레이시아(124), 

벨기에(120), 몰타(119), 모로코(119), 페루(114), 태국(114), 바하마(112),  

라이베리아(111), 케냐(110), 자메이카(109)  

2. '14-'15년 IMO 예산안 승인

14/15년 예산(63,304천￡, 1,085억원) : 12/13년 대비 1.3% 증가

* 사무국은 복합예산안('14년도 예산동결, '15년도 2.9% 예산증가)을 시행예정

41개 직책(일반기금 33개, 판매기금 8개) 폐지안, 분담금 평가액 및 예상치 못한 임금상승에 대비한 특별비상계

좌 설립안 등 승인

3. 회원국 감사제도(MAS) 강제시행 채택 

'16.1월부터 회원국의 해사안전시스템을 IMO가 감사할 수 있게 관련 협약 개정 (근거조항 신설)

 - 국제만재흘수선협약, 국제선박톤수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승인

* SOLAS, MARPOL, STCW 협약 개정안은 각 위원회에서 旣승인함

감사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될 IMO 협약이행코드(III Code)* 채택 

* IMO Instrument Implementation Code

4. 총회 의사규칙 개정 

일부 국가(중국, 쿡제도 등)의 반대로 개정안* 채택은 차기 총회로 연기

 - 사무국은 시범 운영(금번 회의록 미제공) 결과를 차기 총회에 제출 예정

* 총회 회의록(Summary Records)을 제공하지 않고, 회의 녹음파일로 대체

5. IMO 강제협약 내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이사회 정기 보고서 승인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특별운영그룹(SG-RAR)의 활동경과 보고 및 동 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 

(총 1,090명 참여) 결과*에 주목

* 설문조사 분석 작업을 2014년 2분기까지 실시 후 C113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6. 위원회 상정 결의서(총33개) 채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적용시기 조정을 위한 결의서 원안 채택

 - 현존선(협약발효 전 건조 선박)에 대한 평형수처리설비 탑재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IOPP 정기

검사 시점에 탑재토록 개정

기니만 해적활동 방지를 위한 총회 결의서 채택

 - 해적 대응을 위한 주변 연안국의 책임성 있는 역할 강조 및 관련지역 기구와의 협력 체제 강화를 촉구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서 관련 총회 결의서 채택

 - 동 협정서의 조속한 가입 촉구 및 협약 발효 유무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국제 기준 준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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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결의서 제목

A.1060(28)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SIX-YEAR PERIOD 2014 to 

2019) 

A.1061(28)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THE  

2014-2015 BIENNIUM 

A.1062(28)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THE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1063(28) RESULTS-BASED BUDGET FOR THE 2014-2015 BIENNIUM 

A.1064(28) ARREARS OF CONTRIBUTIONS

A.1065(28) PRESENTATION OF ACCOUNTS AND AUDIT REPORTS 

A.1066(28) REFORM OF THE CONTRIBUTIONS INCENTIVE SCHEME

A.1067(28)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1068(28)
TRANSITION FROM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O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1069(28)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IRACY,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D ILLICIT MARITIME ACTIVITY IN THE GULF OF GUINEA

A.1070(28)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A.1071(28) 
REVISED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BY ADMINISTRATIONS 

A.1072(28) 
REVISED GUIDELINES FOR A STRUCTURE OF AN INTEGRATED SYSTEM OF  

CONTINGENCY PLANNING FOR SHIPBOARD EMERGENCIES

A.1073(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NATIONAL TONNAGE IN APPLY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1074(28) 
NOTIFICATION AND CIRCULATION THROUGH THE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GISIS)

A.1075(28) 
GUIDELINES TO ASSIST INVESTIGA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SU-

ALTY INVESTIGATION CODE (RESOLUTION MSC.255(84)) 

A.1076(28) 
AMENDMENTS TO THE SURVEY GUIDELINES UNDER THE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HSSC), 2011 

A.1077(28)
2013 NON-EXHAUSTIVE LIST OF OBLIGATIONS UNDER INSTRUMENTS  

RELEVANT TO THE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A.1078(28)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1079(28)
RECOMMENDATIONS FOR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 ON 

MOBILE OFFSHORE UNITS (MOUs) 

A.1080(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ADEQUATELY QUALIFIED DEEP-SEA PILOTS 

IN THE NORTH SEA, ENGLISH CHANNEL AND SKAGERRAK 

A.1081(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ADEQUATELY QUALIFIED DEEP-SEA PILOTS 

IN THE BALTIC SEA 

A.1082(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1083(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1084(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

MENT OF SHIPS, 1969 

A.1085(28)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1086(28) 
ENTRY INTO FORCE AND IMPLEMENTATION OF THE 2012 CAPE TOWN AGREE-

MENT

A.1087(28)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AREAS UNDER MARPOL 

A.1088(28)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A.1089(28) IMPLEMENTATION OF THE FACILITATION CONVENTION 

A.1090(28) 
FAIR TREATMENT OF CREW MEMBERS IN RESPECT OF SHORE LEAVE AND AC-

CESS TO SHORE-SIDE FACILITIES 

A.1091(28) 

GUIDELINES ON THE PRESERVATION AND COLLECTION OF EVIDENCE FOLLOW-

ING AN ALLEGATION OF A SERIOUS CRIME HAVING TAKEN PLACE ON BOARD 

A SHIP OR FOLLOWING A REPORT OF A MISSING PERSON FROM A SHIP, AND 

PASTORAL AND MEDICAL CARE OF PERSONS AFFECTED  

A.1092(28) REL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sembl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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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28

기조연설을 하는 임성남 주영대사 아국 개최 리셉션 성황리에 마쳐

대한민국 주최 리셉션에 참석한 IMO 사
무총장(Mr. Koji Sekimizu) 접견 한·호 해사안전 분야 MOU 개정 서명

IMO 이사국 선거 투표 중인 
대한민국 수석대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윤학배 원장)
아국 리셉션 맞이 인사

IMO와 대한민국간 해사안전정책 교환
(임현철 해사안전국장-중앙)

IMO 총회에 참석 중인 
임현철 해사안전국장

아국 IMO 제28차 총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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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A 제56차 이사회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8

2. 참가국 수 및 인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21개 이사국 대표단 45명 참석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6차 IALA 이사회  

(56th Session of IALA Council Meeting)

일시/장소 : 2013. 12. 9 ~ 13(5일간), 인도 고아(Goa)

의장 : Mr. David Gordon(남아공)

67｜ 제1장 

IALA 56

1. e-Navigation 관련 논의 주도를 위한 지지기반 확보

우리나라의 e-Nav. 대응전략 및 한국형 e-Nav.(SMART Navigation) 추진계획 발표(해사안전국장)

* 한국의 해사안전정책 전반에 관한 수석대표의 기조발언 

'한국형 e-Nav. 추진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및 리플릿 배포

시범사업(Test-beds) 공동추진 및 e-Nav. 기술표준 논의 주도를 위한 우호국과의 연대전략 논의(스웨덴, 덴

마크, 호주, 인도 등)

2. IALA와 공동으로 제8차 서울국제해사포럼('14) 개최키로 합의 

제8차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국제항로표지협회와 공동으로 '14년 4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포럼의 주제는 'e-Nav. 활성화'로 하고 IALA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제개발 및 세부 행사 

준비를 추진

*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공동개최방안을 발표하고 IALA 이사국 대표들에게 포럼에 대한 지지와 참석을 당부함

3. 한-인도 간 해사안전분야 협력체계 구축키로 합의 

e-Nav. 대응 및 e-Loran 등 해사안전시설분야 등 해사안전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MOU를 근거로 매년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자회의 개최

* 인도 해운부장관(Minister of Shipping)과 우리 수석대표 면담 및 e-Loran 등 해사안전시설 기술협력 논의를 위한 별도

실무회의 개최(12.10)

 

4. IALA에 아국 인력파견 및 재정기여 등 항로표지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 

'14년부터 IALA 사무국에 해양수산부 직원 파견방침 확인(1.5억원 예산확보)

World Wide Academy 운영지원을 위한 재정기여 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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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response



1.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013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70  2013년 IMO 연간활동 백서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전경 (2013.5)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과제별 발표 (2013.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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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감독관 질의 (2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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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해사포럼 개회사 (2013.10)

서울국제해사포럼 기조강연 (2013.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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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해사포럼 패널토론 (2013.10)

서울국제해사포럼 단체사진 (2013.10)

<

<

>

>



여객선 안전 동향 

화물선 안전 동향 

해양환경보호 동향 

선박보안관련 동향 

항만국통제관련 동향 

기타 해사안전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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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선 안전에 관한 동향

1.   구명정훈련 중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조사

2.   기관실로부터의 탈출 수단 기준 강화 및 통일해석 개발

2월 10일 Canary Islands(The island La Palma)의 산타 크루즈항에 입항한 크

루즈선(Thomson Majesty)에서 구명정 훈련 중 5명이 사망

 - 총 8명의 선원이 구명정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정갑판의  

높이에서 수면까지 강하 후 끌어올리는 중에 사고가 발생함 

(인도네시아인 3명, 필리핀인 1명 및 가나인 1명이 사망)

구명정은 탑재정원 150명, 무게가 12톤으로 일반 화물선의 것 보다 커서 심

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11년 1월 Holland America사 크루

즈선도 구명정 훈련 중 케이블 절단으로 1명 사망)

IMO는 '11년 4월 구명정 이탈장치(lifeboat release hook mechanisms)에 관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

LAS)을 개정한 바 있음

 - 선주는 선박에 안전이탈장치를 설치하고, 신 구명설비규정(the Life Saving Appliances code)에 적합하

지 않는 현존 설비는 2019년 1월까지 교체해야 함

 - IMO는 또한 과도기중 적용할 추락방지장치용 백업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장치는 

후크고장 발생 시 구명정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여객선 및 일반화물선의 기관실내 제어실 및 작업실에 2개의 탈출수단을 신조선에 설치토록 하는 협약 개정안을 마련

 - 2개 중 적어도 1개는 기관실 밖 안전한 장소까지 연속적인 안전 통로를 제공해야 함

기관구역 내 탈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사 사다리 또는 계단에 대해서 화재 보호요건을 추가함

 - 탈출수단은 강(鋼)재료로 하고, 화염과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기관실 비상탈출로에 설치된 사다리는 내부치수(800x800mm)에 포함 등 통일해석(안)을 채택함

77｜ 제3장 

3.   2013년 여객선 재보험료율 크게 인상

국제 P&I 그룹이 손실초과 재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여객선의 재보험료율을 다른 선종보다 단연 높은 125% 이

상 인상함

 - 여객선은 톤당 1.3992 달러를 지불하였으나, 2012~2013년 보험갱신에서 톤당 3.1493 달러로 125.1% 인

상됨

* 이번 인상은 주로 Costa Concordia호 손실에서 기인함 (난파제거 425백만불, 벙커제거 25백만불, 여객보상 124백만불, 선원

보상 27백만불, 제3자보상 27백만불 및 기타비용 25백만불)

국제그룹은 2013년 재보험시장의 배보상청구와 보험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타 선종의 재보험율도 같이 인상함

 - 건화물선은 작년 톤당 0.3561달러보다 38.8% 인상된 톤당 0.4942달러를 2014년 2월 20일부터 적용함

 - 클린탱커는 16% 인상된 톤당 0.3245달러를, 더티탱커는 16.12% 인상된 톤당 0.7565달러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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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선 안전에 관한 동향

79｜ 제3장 

1.   화주, 선사의 강경한 화물안전위반조치에 직면

2.   신조선 시운전(sea trials)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조치 추진

화물사고통보시스템(CINS)*에 18개월간 화물관련 사고원인 분석결과 중량초과가 19%, 화물 누출이 50%를 보

임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화주들은 선사로부터 운송을 거부당할 위기에 처함

* CINS는 2011년 중반 5개 컨테이너사가(Mediterranean Shipping Co, Maersk Line, CMA CGM, Hapag-Lloyd 및 

Evergreen) TT Club과 P&I 클럽 국제그룹과 함께 구축한 시스템임 

누출사고가 일어난 컨테이너의 1/4은 유럽, 23%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12%는 중국에서 적재됨

업계는 선박 시운전결과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시운전 수행과 분석에 관한 지침서"를 마

련함

 - 그간 조선소는 신조선 인도 전에 시운전을 해왔으나, 외부영향과 수정요소로 인해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

는 문제점이 있었음

동 지침을 통해 신조선이 계약조건과 성능요건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이 개선되고, 시운전의 정확한 수행과 결과

분석을 유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와 조선소간 신조선의 기관출력과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약조건 및 에너지효율화설계지표

(EEDI) 부합여부 확인 

* EEDI가 증명되지 않거나 선형 및 건조년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할 때 까지 그 선박은 사용할 수 없게 됨

 - 선주는 조선소와 계약시 EEDI 적합성을 요구하고 조선소는 시운전결과를 설계단계의 계산을 토대로 도출된 예

상결과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임

이 지침서는 IMO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해양환경위원회는 시운전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논의함

 - 이 권고안은 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 및 유조선 등 이미 다양한 신조선의 시운전에 이미 적

용됨

3.   머스크사(Maersk Line), 자사선의 선미 쓰러스터 사용금지 조치

4.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파이프라인수송 부상

2013년 2월1일(금) 덴마크 국적의 15,500 teu 컨테이너선인 Emma Maersk호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13,357 

teu를 운송하던 중 수에즈운하 입구에서 기관실 침수사고가 발생함

 - 인명손실이나 오염은 없었으나, 14기통의 엔진(WÜrtsilÜ RT-flex96C, 80,080 kW/108,920 bhp)은 조사

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물속에 잠긴 상태로 둠 

동 사는 기관실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까지 자사 대형선박에 대하여 선미 쓰러스터 사용을 금하도록 

조치함

 - 해수가 선미 쓰러스터 개구로 침투하여 120미터 길이의 기관축을 따라 이동, 선박중앙 선실아래에 위치한 기

관실로 침수(잠정조사결과)

세계 원유해상수송 약 40%가 수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연안국 : 이란, 오만, UAE)을 이란이 봉쇄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송이 최근 증가세에 있다고 

함

UAE가 해협을 통해서 약 20%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체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면 중동산 원유의 상당부

분은 오만만으로 전환될 것임

 - 유조선은 푸자이라에서 원유를 선적*하게 되고 중동

만까지 해협을 통항할 필요가 없음

* 실제로 푸자이라항은 '11년 6.4백만 배럴의 수출, '12년 

20.8백만 배럴로 증가

* '12년 7월, 아부다비~푸자이라간 파이프라인이 개통. 40억 달러가 소요된 400㎞의 파이프라인. 일일 1.5백만 배럴의 수송. 

월간 수송량은 22척 이상의 VLCC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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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L Comfort호 자매선들 점검 예정 6.   선급, post-panamax 박스쉽 설계도 검사

Mitsui OSK Lines은 두 동강 난 선령 5년의 MOL Comfort호의 자매선 5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함

 - 해당 선박 선급인 NK와 조선사인 Mitsubishi 중공업은 MOL사와 함께 1차적으로 항해중 선원에  

의한 선 조사 후 점검을 시행하며, MOL사는 선체 부하를 줄이기 위한 예비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자매선 5척 : MOL Creation호, MOL Charisma호, MOL Celebration호, MOL Courage호 및 MOL Competence호

('07-'08년 건조. 모두 8,110 teu이고 86,692 총톤수, 6번째 선박인 MOL Commitment호는 2013년 초 인도. 8,540 teu임)

'07년 미쯔비시 중공업은 자매선들은 세계 최초로 고장력강(high-tensile steel)을 사용했고, 철판 두께를 줄

이고 메짐성 파단*(brittle fracture)에 강한 선체구조로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홍보함

* 소성변형(塑性變形)을 거의 수반하지 않고 급속하게 전파(傳播)하는 것이 특징인 파괴

국제선급협회(IACS)는 최근 발생한 선체절단사고에 따라 post-panamax 컨테이너선 구조 및 설계 검토작업

반을 구성함

 - 독일선급(G/L)이 주관하는 작업반은 설계표준, 건조방법 및 운영절차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

 - 지금까지 컨테이너 중량확인에 대한 송하주의 주의의무 부족, 적하와 재적재 시간의 단축으로 선박에 대한 일시

적 과부하 발생 및 설계문제 등의 지적이 있어 왔음

작업반은 컨테이너선의 공통구조의 개발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IACS는 다른 선종에 대한 구조규정 이외

에 더불어 컨테이너선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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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관련 동향

1.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추진 페리선 운항 개시

2.   해상쓰레기 투기금지 규정, 2013년부터 전면시행

핀란드 Viking Line사 소속의 최대 여객선(218m) Viking 

Grace호가 핀란드 Turku를 출항하여 스웨덴 Stock-

holm까지 운항을 시작함

Viking Grace호*는 STX 핀란드사의 Turku 조

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321백만 달러), 2015  

저유황배출규정에 부합하도록 무유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연료 선박임

* Viking Grace호 : 운항속도 22노트, 여객 2,800명, 로

리레인 1,275m, 자동차레인 500m

Viking Line사는 LNG가 일반 벙커유보다 NOx가 낮고 CO2도 15% 낮은 점을 내세우며, 스웨덴과 핀란드에

서 환경친화형 선박을 주요 홍보 포인트로 이용하고 있음

2013년은 쓰레기 해상투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국제쓰레기처리규칙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새

롭게 인지하여야 함

 -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 잔여물의 처리 및 화창 청소수의 투기 제한

 - 선사는 화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할 때에는 선장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선사 신규 폐기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적하물의 상세를 인지하여야 함

 - 기타 오물을 연안수역 및 지정특별구역*에 투기하는 것도 제한

* 지정특별구역 : the North Sea, the Mediterranean, the Baltic Sea, Black Sea, Red Sea and Middle East Gulf, the wider 

Caribbean 및 the Antarctic.

따라서, 쓰레기처리의 제1수단으로 항만 수용시설(Reception facility)을 이용하고, 선박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선사 및 대리점이 미리 준비하는 하는 것이 필요함

쓰레기의 종류 및 양, 분류저장 여부 등을 항만수용시설 관리자에게 통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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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정부, 연료유의 황포함률 강제화 계획

4.   세계 유류 오염량은 감소

홍콩정부는 2013년 말 영해내 접안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포함률을 규정하였고. 중국 남부지역에서 선박배

출가스 통제를 위한 시초가 될 것임

항만내 사용연료에 대하여 사업 분야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검토 하였고, 2013년 4분기 내에 

법률위원회에 상정함

또한, 홍콩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Pearl River Delta내에 배출통제구역(ECA)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배출통제구역 설정은 연료유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힘

해운업계에서는 유황 5% 연료는 표준 3.5% 벙커유보다 톤당 약 200달러가 비쌀 것으로 추정함

※ Maersk사의 홍콩항 입항통계 기준시 연간 약 1.5백만~2백만 달러가 추가 소요

국제탱커선주오염협회(ITOPC)은 70년 이래 유류유출 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 대형사고의 약 55%는 70년대에 

발생하였으며, 7%(33건)가 2000년대에 발생하였다고 함

 - 동 기간 중 발생된 사고의 95%는 중소형 오염사고 이었으며, 대부분은 좌초 또는 침몰보다는 터미널 하역작

업 중 발생함

※ 소형 오염사고는 유출량이 7톤 또는 50배럴 미만인 경우,

    중형 오염사고는 7톤과 700톤 사이 또는 50배럴과 5,000배럴사이인 경우,

    대형 오염사고는 700톤 또는 5,000배럴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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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덴마크 카페리선사, 배출가스 및 연료효율 규정에 대응

6.   유럽연합(EU), 선박재활용규정 제정 검토

독일-덴마크 합작 카페리 선사(Scandlines)는 '15년 배출가스 

규정에 대비하여, 2013년 카페리 선박 중 하나에 대형 배터리와 공기세정

기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다른 선박에도 확대할 계획임

* 배터리 및 공기세정기 설치비용은 척당 5백만 유로가 소요됨

Scandlines는 최근 Rostock-Gedser간을 운항하는 대형선박을 

대체할 신조계획 2건을 취소하고 Ro-Ro 연료공급시스템을 가진 이

중연료 운항선박을 건조할 조선소를 물색하고 있음

 - 동 사는 Baltic Sea 서부에 3개 항로를 운항 중이며, 덴마크-스

웨덴간 항로에 운항중인 선박 2척에 황포함률이 0.1미만인 정

제유를 사용 

EU는 선박재활용국제협약(홍콩협약)이 발효되기까지 약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유럽등록선대에 대한 임시조

치로써 선박재활용 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 EU 등록선은 세계선박 875백 척 중 135백 척(1월초 기준)임. '12년중 EU선사가 해철한 선복량은 세계 해철

량(총톤수 35.5백만톤) 1/3이상임 

* 작년 해철을 위해 매각한 56.2백만 중량톤수의 72%는 인도,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으로, 20%는 중국으로, 나머지 부분

은 터키로 넘어감

 - EU 규정은 선사가 위험물질목록을 비치하고 유지해야 하는 등 홍콩협약과 일정부분 일치하지만, 추가조치로써 

해철 조선소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오직 승인된 설비만을 이용해야 함

* EU 등록선박은 협약에 따라 개발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절차를 가진 시설에서 해체되어야 함

그러나 ICS는 EU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재활용국제협약(홍콩협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함

 - IMO 협약은 주로 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박재활용조선소의 환경과 근로조건을 다루기 위하여 채택되

었지만, EU 규정이 계속 추진된다면 IMO 협약의 발효가 어려울 수 있으며, 

 - 홍콩협약이 개도국의 해철 조선소의 작업자를 돕지 못하게 됨 

또한, ICS는 EU가 유럽 선박재활용시설을 위한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홍콩국제협약의 수락국인 EU 회원국

정부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작업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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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지지

9.   프랑스 해운법, 오염에 대한 선주책임원칙 반영

8.   브릭스(Brics), CO2 논의 저지 움직임

ICS는 배출가스를 감시·보고·확인하는 국제적 시스템이 시장기반 조치(MBM) 추가 또는 현존선에 대한 에너지지

수측정의 강제화로 확대되지 않는 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밝힘

 - 최근 미국, EC 및 몇몇 국가들이 선박의 CO2 배출에 관한 국제규정에 강제적인 감시·보고·확인시스템을 설

치하는 것을 제안함

 - 특히, 미국이 연료유 공급요청서의 주 기능을 인지하고 고가의 실현불가능한 배출감시장치의 탑재제안 보류

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EU지역 배출거래제를 포함한 지역차원의 자체적 시장기반 조치 개발의 잠정중단을 환영한다고 하였음

포스트-에리카(Post-Erica)호 원칙을 적용한 프랑스 해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의 비준이 있을 것이라고 알

려짐

법안은 유류오염은 국제민사책임협약보다는 국내 민사책임법을 따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탄화수소에 의한 해양오

염에 관해 민사책임체계에 정의 및 반영함

 - 아울러, 내항해운에 종사하는 선원들도 프랑스국적 외항선과 같은 근로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 프랑스 수역내 선박은 보험증서 또는 재정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책임규정은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됨

선진국들은 UN의 CO2 감축논의에 대한 Brics의 저지 움직임을 비난하며, 모든 국가가 CO2 감축 등을 위한 비용부

담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

IMO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료효율화 설계지수(EEDI) 및 선박연료 효율화계획(SEEMP) 2가지 강제규정의 채

택에는 성공했으나, 승인까지는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과 기타 브릭스 국가 의견을 수용하여,  EEDI를 도입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중 개발도상국가는 5년동안 적용을 유보하는 개정안

은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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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카디프 대학, 유황배출 규제 필요성 강조

11.   미국 환경보호청, 선박배출규정 강화

카디프 대학은 영국과 유럽 지역내 입항선박의 연료유 배송장과 기름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유황 함유량과 공급자의 이

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발표하면서, 

연료유 배송장이 강제 비치서류이고 향후 CO2배출량 조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IMO가 이를 국제해사영어로 

명확하게 기재한 전자문서로 작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함

또한, 선박이 항만 입출항시 규정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육상에 관측기기(탱크 샘플링)를 설치할 것을 

제안

미국 환경보호청은 선박허가총칙을 개정하여 자국 수역내 선박의 배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선박평형수 

처리, 윤활유 사용, 선체도장 및 배출가스집진기의 배출 등을 규제함

 - 2013 선박허가총칙(VGP, Vessel General Permit)은 2008년 규칙을 대체, 2013년 12월 19일 발효. 26개 

규정은 선종 대부분에 대한 평형수 배출제한을 다룸

 - VGP의 평형수 요건은 연안경비대의 평형수 요건과 제휴되어 있으며, 평형수 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관하여

도 규정하고 있음

* 법원 판결문에서 환경보호청에게 평형수 규제를 포함하도록 규정의 개정을 요구

평형수 시스템 기준은 국제해사기구에 마련한 기준과 유사하지만, IMO 회원국이 승인한 시스템을 바로 인정

하지는 않음

 - 미국 수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평형수 기술은 USCG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MO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시스

템 제조사는 그 기술을 대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제조사가 미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때 까지 5년의 유예기간

 - 선박허가총칙은 선원에게 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작동하는 지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 유지 요구

선박허가총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샘플링 및 모니터링을 규정함

 - 첫째, 시스템은 적어도 월 1회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함 

 - 둘째, 모든 센서도 매년 보정해야 함

 - 셋째, 배출수내 생물학적 유기체를 모니터링해야 함

환경보호청은 이미 샘플링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설치 첫해에는 2회 이상 실시하고,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면 그 

이후 년 1회 실시하게 되며 품질이 낮은 경우 연간 4회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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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터키, 해양오염 및 유출에 대해 벌금 부과

유조선에서 해상으로 배출되는 유류 및 석유 파생품에 대하여 적용(총톤수 단위로 계산), 오염 평형수의 배출, 일반 

선박의 석유 파생품 또는 일반선박의 고형 쓰레기 또는 오수의 배출에도 적용됨

벌금은 유류 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에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

 - 벌금액은 오염양이 아닌 선박의 크기 및 오염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선박출항 전 또는 고지 후 30일내에 납부 시, 

총 25%까지 감액

 - 벌금은 현금으로 납부되고, 관청은 오염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사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벌

금을 피할 수 없음

 - 30일내 행정심판 가능, 예방조치 활동, 사진 또는 비디오 증거 등의 제시도 효과가 크지 않음

Category A : Petroleum products and derivatives discharged by tankers

Up to 1,000 GT 67.69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16.89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1.63 TRY per Gross Ton

Category B : Dirty ballast discharged by tankers

Up to 1,000 GT 50.76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10.12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1.63 TRY per Gross Ton

Category C : Petroleum products,  petroleum derivatives and dirty ballast water discharged
by ships or other sea vessels

Up to 1,000 GT 33.83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6.74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1.63 TRY per Gross Ton

Category D : Garbage, sewage and grey water  discharged by ships or other sea vessels

Up to 1,000 GT 16.89 TRY per Gross Ton

Between 1,001 and 5,000 GT An additional 3.34 TRY per Gross Ton

Over 5,000 GT An additional 0.65 TRY per Gross Ton

* 벌금 표(1.82 try / 1 us$)

영국 왕립 조류보호협회,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위원회에  
합성고무의 재분류 요청

영국 조류보호협회는 선박으로부터 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합성고무에 대하여 IMO에 위험물 분류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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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 MOL, 새로운 NOx 시스템 시험 예정

15.   콜럼비아 선박관리사, 미 해양오염으로 천만불 벌금

MOL은 2016년 시행되는 NOx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감소시스템을 자사선에 탑재

된 발전기 3대에 설치할 계획임(나무라조선소와 공동 개발)

이 시스템은 2013년 7월 1일 NK로부터 NOx Tier III 배출제한에 적합하다는「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음

* Tier III 제한은 2011년 Tier II 제한보다 약 70%보다 낮고, 배출통제수역(북미 등)에서 2016년 이후 건조된 모든 선박에 적용됨

MEPC 65 회의에서 Tier III 규정의 시행일 등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음

 - Tier III 시행을 5년간 유보하는 MARPOL 부속서 VI 개정안 초안이 채택되었으나 9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개정안에 상관없이 시행하겠다는 유보의사(reservation) 

표명

 - 이 제안은 Marpol Annex VI의 개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170개 회원국중 서명국인 72개 국가만이 2014

년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음

뉴저지 연방법원은 독일과 사이프러스에 있는 콜럼비아 선박관리사에 10.4백만 불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2013년 초 뉴저지, 델라웨어 및 캘리포니아에 입항한 유조선 3척과 컨테이너선 1척이 오염물을 배출하고, 기

름기록부를 조작·은폐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함

▶ 유조선 King Emerald호(38,850dwt/2004년 건조)

    - 중앙아메리카 연안 및 코스타리카 EEZ 수역에서 야간에 슬러지 및 빌지워터 배출. 선원의 

       휴대폰 사진과 미국 연안경비대의 증거물을 토대로 조사

▶ 유조선 Nordic Passat호(164,274 dwt/2002년 건조)

    - 오물 불법배출 및 슬러지 선상소각. 선원이 사진 및 비디오를 연안경비대에 제출

▶ 컨테이너선 Cape Maas호(2,758 teu/2011년 건조)

   - 유수분리기의 검증장치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였으며, 내부 고발자가 비디오를 제출

▶ 유조선 Cape Taft호(73,711 dwt/2008년 건조)

   - 유수분리기 검증 시 선원이 담수를 사용. 관리사가 기름기록부 위반사항이 포함된 16개소를 수정 

< 협의내용 >

4. 선박보안관련 동향

1.   西 아프리카 해적출몰 증가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쉘(Shell)과 같은 에너지 회사를  

목표로 해적공격이 늘고 있으며, 도로나 해상에서 이동 중인 작

업자에 대한 공격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지역주민은 에너지 회사가 지역에 배분 해주는 유류수입지분 

(現 13%)을 더 높여 줄 것을 요구. 이것이 현지 작업자 신변을 위협

Lloyd 공동화물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에  

따르면 해적사고가 베닌만(Gulf of Benin)에서 아이보리코스트

(Ivory Coast)의 아비잔항(Abidjan)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함 

 - 탱커선의 피납이 가장 우려되며, 특히 나이지리아 해적은 기름강탈이 목적으로 암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

려짐

서아프리카, 해적퇴치 행동규약(the anti-piracy code of  
conduct for West and Central Africa)에 서명

카메룬에서 만난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대표 13인에 의해 해적퇴치 행동규약이 채택되었음 

(해당국가 22개국)

* 22개국 : Angola, Benin, Cameroon, Cape Verde, Chad, Congo, Ivory Coas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Equatorial Guinea, Liberia, Mali,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Sao Tome and Principe, Togo

최근 아프리카 서안지역 해적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지난 10년간(2002년~2012년) 피해사례 중 공해발생 20%

인 반면, 영해내 발생 사례가 80%

2.

< 아프리카 서안의 해적 등 피해사례 현황(2002-2012), 자료 IMO >

Piracy Attack Armed Robbery
Number of Ships 

Hijacked
Number of Seafarers 

held hostage
Number of  

Seafarers killed

113 445 26 45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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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니만, 해적공격 다변화

4.   日 정부, 선사가 보안업체를 평가하도록 요구

2013년 31건의 사건과 4건의 피랍이 발생한 기니 만에서의 해적 공격대상이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을 넘어 광범

위해지고 있음

 - 4월 1일, 연안에서 17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2척 피랍

 - 나이지리아에서는 '08년 상반기 18건에서 '13년 동기간 22건의 해적공격 사건이 발생함

일본 정부는 자국 선박에 무장요원 탑승시, 보안회사에 대한 평가책임을 선사에게 부여하는 민간보안원에 관한 법률* 제

정을 추진중임

* 국토교통성은 2013년 10월초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통과 전망됨 

단, 일본은 서인도양과 같은 해적위협에 가장 노출된 해역에만 무장요원이 탑승토록 제한하고, 자국 수역내 승선

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임

5.   케냐 연안에서 선박 해적공격 발생

6.   2014년 해적 전망

2013년 11월 6일 몸바사에서 45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5명의 해적이 승선한 소형 보트가 석유제품운반선에 

접근하면서 총격전이 발생하였고, 무장요원에 의해 퇴치되었다고 전함

이 지역의 해적사고는 2012년 3월 이후 2013년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인도양 해적이 필사적 상황을 반증하고 있

음

 - 이번 공격은 기존에 해적공격이 성공했고 해군세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한 시도로 보여지며, 

낮은 성공률 및 무력견제에 따른 해적의 필사적 상황을 보여줌

2013년 해적 경향 분석 결과, 최근 해적 양상은 매우 뚜렷한 것으로 파악됨

 -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문제는 다각적인 조치로 일시적으로는 해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재발을 촉진할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

 - 기니만도 두드러지게 약화되었으며 이 해역에 통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보안팀이 대응한 것은 7건이 보고됨

 - 인도네시아 연안서 보고된 해적 공격의 1/3은 인니 묘박지에 발생함

2014년을 전망할 때 새로운 해적패턴을 예상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있음 (IHS Maritime 2014년 1

월 매거진 참조)

 - 소말리아 연안은 누구도 미래를 점치기 어렵지만, 단 한건의 해적 성공도 전면적 재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

 - 기니만 연안은 2014년에 묘박지 보안이 개선되더라도 해적들은 영해밖 수역에서 타겟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신

규 해상보안세력이 도입되더라도 해적사고의 급격한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경우 연안경비대 창설에 관한 논의를 빨리 진행하여 묘박지에서 발생하는 야간 강도를 추적하

는 것이 주요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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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국통제관련 동향

1.   Tokyo MoU 새로운 PSC 점검정책 계획 승인

2.   호주, 해사안전·환경법 강화

Tokyo MoU 위원회는 안전우수 선사를 조장하고 위험선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새로운 점검정책

을 적용할 계획임

이 정책은 2011년 Paris MoU가 시작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우수선박은 점검을 줄이고 고위험선박은 점검을 늘

리는 것임

 - 고위험부류는 짧은 주기, 일반부류는 정상주기, 우수부류는 긴 주기로 점검

 - Tokyo MoU는 회원국에게 현행 Target factor system의 유사표준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험정도를 식별하

도록 요구하였으며, 정책개발은 워킹그룹에서 2013년 1/4분기에 완료하였음

Paris MoU 보고서에 따르면 동 정책 시행 후 '11년 유럽내 PSC 점검 수는 1/4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점검 선박

의 수는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함 

호주는 해사안전·환경법령(The Navigation Act 2012 및 해사안전법)을 전면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였음

 - 부적합 선박에 대한 벌금 상향부과, 점검기록 불량선박의 입항거부 및 규정위반에 대한 현장위반통지 등이 

포함됨

* 국제가스탱커및터미널운영자협회(Society of International Gas Tanker and Terminal Operators)

3.   중국, 외국적 선박에 연안운송 허용

중국은 상하이 환적화물과 자국내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외국적 선박(편의치적선)이 연안해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개정 규정으로 중국 선사는 상하이와 다른 중국 항만간에 외국적의 자사선을 교통부에 등록한 이후 국제화물을 수송할 수 있음

동 정책으로 2012년 32.5백만 teu의 화물을 처리하며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상하이의 환적과 집하 비

즈니스의 발전을 조장하고자 함 

* 향후 부산에서 처리되던 상당한 환적화물이 상하이로 돌아오게 되고, 중국 및 해외 항만의 환적화물도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4.   美, 비유조선 유류오염비상계획 수립 강제화

미 연안경비대는 '13.10.30일부터 발효되는 비유조선 유류오염비상계획에 관한 최종 규칙을 공포하고, 선사는 

'14.1.30일까지 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 연방 수상오염관리법은 비유조선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자항 선박으로서 주기관 연료로 모든 종류의 오일을 적재하고서 미국 수

역에서 항해하는 유조선이 아닌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동 조치로 인하여 향후 10년 동안 2,6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60%는 외국적선이 부담할 것

으로 추정됨 

* 유조선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유류오염대응계획을 작성해 오고 있음 

또한, 비유조선사는 또한 해난구조 및 해양소방시설과 자금제공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되고 있음

5.    IMO, 회원국감사제도 결의서 및 개정안 채택

IMO가 제28차 총회에서 회원국감사제도 관련 결의서 및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동 제도는 2016년 발효 및 시

행될 예정임

* 회원국감사제도는 회원국이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써 IMO 협약하의 의무 및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주요 툴

이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의무사항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을 하게 됨 

6.   유럽 항만당국, 정박선박 육전공급 전면시행 반대

유럽 항만당국은 육상전원을 이용한 청정연료 전략 계획이 일부 항만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전 지역에서 강제화 하

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

* 유럽 항만은 수년간 접안시설에 육전공급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항만은 타당한 반면, 다른 지역은 환경적 효과가 부족하

고 높은 투자 비용으로 비용편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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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사안전관련 동향

1.    국제해운회의소(ICS), 13개 우수 선박등록국 선정

국제해운회의소(ICS)는 다양한 지표에 근거하여 13개 우수 선박등록국을 선정함

* Liberia, the Marshall Islands,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Japan, the Netherlands, Norway, Sweden, 

UK, the Cayman Islands 및 the Isle of Man 

또한, 국제해운회의소는 국제해운연맹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에서 Moldova, Sierra Leone, Bolivia, Cambo-

dia와 Mongolia가 포함된 현저하게 수준이 낮은 등록국가도 발표함

두 단체는 선주가 등록국가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고 있다고 발

표함

이 문서는 파리 및 도쿄 MoU의 White list, 미국 연안경비대의 Qualship 21, 주요 해사협약의 비준, 등록선박의 

선령, 강제보고사항의 준수와 IMO 국제회의 참석 등 18개 기준을 근거로 작성됨

국제해운회의소는 이 일람표가 선주들이 등록국가와 안전, 환경,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95｜ 제3장 

2.   인도양 세이셀 제도에 지역해적대응센터 개소

3.   아테네 협약, 2014년 4월 23일 발효

인도양 세이셀에 개소한 해적조사정보조정센터(The Regional Anti-Piracy Prosecution & Intelligence Co-ordi-

nation Centre)가 개소

* '12년 『소말리아에 관한 런던 컨퍼런스』에서 영국이 센터 건설비 550천파운드(827천 달러)를 기부. 

해상을 통한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2002 아테네 협약이 2014년 4월에 발효됨

*   4월 23일 벨기에가 알바니아, 벨리즈,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팔라우, 세인트키스엔네비스, 세르비아, 시리아     

  및 EU에 이어 비준. 발효요건을 충족 

       * *  2002 의정서는 1974 협약을 개정한 것임

2002 의정서는 운송관련 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책임한계를 5배 이상 올림

1974년 협약 : 46,666 → 2002년 의정서 : 부상 250,000 및 사망 400,000

2002 의정서 : 여객 2,250, 자동차 12,700, 기타 수화물 3,375

<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한계, 단위 SDR >

< 객실 수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한계, 단위 SDR >

4.   중국, 18,000 TEU 선박수용을 위한 항만개발 지침서 발간

5.   캐나다, 해사노동협약 위반 선박 출항정지

중국 교통부는 머스크사의 Triple-E 선박 운항에 대비하여 18,000 TEU 컨선을 수용하기 위한 항만개발 지침서

를 승인하고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기존 '08년 발효규정의 적용범위는 최대 12,500 TEU

중국은 대형 원유 및 산적화물운반선 보다는 거대 컨테이너선의 입항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현높이 요

건도 덜 엄격함

* 세계최대 산적화물선은 장폭심-건현이 360x65x30.4m-23m이지만 18,000 teu 컨테이너선은 399x59x30.3m-16m임

파나마 국적 산적화물운반선 Kouyou호가 선원 임금이 51,000달러이상 체불됨에 따라, 해사노동협약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출항정지됨

* 일부 선원은 구직을 위해 총 6,600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직업소개소에 수수료 납부를 금하고 있는 국제노동협약을 위

반함

Kouyou호는 Hydra Warrior호(파나마 국적, 8.22일자) 및 Lia M호(사이프러스 국적 9.7일자)에 이어, 캐나다에서 

국제노동기준 중대위반 사항으로 억류된 세 번째 선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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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 구소련 육상기반 측위시스템 최신화 추진 8.   항만장비제조사협회, 컨테이너계량시스템 기술정보 발표

7.   일본선급, 가스연료지침서 발간

러시아는 북극수역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오래된 육상기반 측위 시스템(Chayka system)을 최신화하기 위해 영국

과 공동연구 중임

* Chayka system은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육상전파송신기인 Loran-C

와 유사함

 - 러. 북극수역의 일부 해도가 최신화 되지 않았고 태양활동에 민감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러

시아도 Chayka 시스템을 eChayka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함

영국/아일란드 항로표지 당국(GLA)은 러. 국제항해연구기술센터와 두 시스템간 교환성을 공동조사하고 있으며, 러

시아측 인력은 북극 연안을 따라 eChayka를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위성측위 백업시스템으로써 eLoran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만일 GLA와 러시아의 작업이 

성공하고 eLoran-type 항해설비가 확산된다면, 지역적 측위시스템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임

* 한국도 북한에 의해 GPS 신호가 불통됨에 따라 eLoran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유사 시스템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항만장비제조사협회(Port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컨테이너중량 점검의 이행을 위하여 컨테

이너 업계주관으로 연구한 항만기반 컨테이너 계량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정보문서를 발간함

 - 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식 하버 크레인, 스트레들 케리어, 리치 스테커 및 컨테이너 포크리프트 등을 포함한 컨

테이너 취급장비에서 사용하는 계량대와 계량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함

동 협회는 컨테이너 계량은 세계 해운업계의 주요 이슈사항이며 최근 IMO에서 통과된 규정은 항만업계가 컨테

이너 중량을 계측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 2013년 9월, IMO는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 확인을 위한 절충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규정은 중량을 점검하거나, 중량을 계산

하도록 강제화 함 

일본선급은 가스연료 사용 안전에 관한 IMO 논의(IGF Code)에 근거, 가스연료선박에 대한 지침서를 신규 발간함

 - 가스연료선박 지침서는 일본선급 웹사이트에 등록시 무료로 이용가능

 - IMO의 논의와 연계하여 벙커링, 선체구조, 소방안전, 폭발방지 및 기타 설계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

* 관련 우리나라 기준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87호(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한편,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안전문제에 관한 IGF Code 논의는 '14년도에 마무리 예정

* DNV도 '13년초 메탄올, 기타 연료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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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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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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