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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산업 선박의 분류 및 해양구조물 지원선박에 대한 비강제화 코드의 
필요성 검토 & 12명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산업인력 수송에 관한 안전

    기준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12인 초과 산업인력(Industrial Personnel)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문서를 작성하고, MSC 96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원활한 통신

작업반 

	- 관련기준에 대해 총 8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존 지침의 개정 범위, 비강제화/강제화, 임시적/장

기적 측면, 대상선종, 산업인의 정의 등을 고려 각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부속서에 포함하기로 함 

2. 선박구조물에 FRP1)의 사용에 관한 지침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산업계 등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이유로 임시 지침 초안

을 수정 및 완성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SOLAS II-2/2에 따른 화재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이 포함되도록 지침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3. 여객선의 안전한 회항을 위한 지침개발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여객선의 안전한 회항을 위하여 선장에게 제공되는 운영정보에 대한 

지침(MSC.1/Circ.1400)”을 작성 완료함

	- 복원성컴퓨터의 여유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기로 결정하여 2대 모두 본선 혹은 육상지원팀에 비치하거나 본

선과 육상지원팀 각각 하나씩 비치하도록 함 

	- UPS와 관련하여“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적절한 시간제한이 있음”이라는 문구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므로 이

를 지침에서 삭제함  

4. 위그선에 관한 지침 논의

•	  (논의사항 및 회의결과) 소형위그선에 대한 특별규정, 

항공기준의 고려 등 통합되지 않은 문제가 다수 존재하

므로 최종 완료기한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다

음과 같이 향후 작업계획을 결정함 

	- 최종안 작성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비공

식적으로 통신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함 

	- SDC 4차에 ‘any other business’형태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SDC 5차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함  

•	 회의명 : 제3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3)

•	 일시/장소 : 2016. 01. 18 ~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1개 회원국, 31여개 국제기구 등 48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13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

I. 회의개요

제3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SDC 3*) 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01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3rd Session

구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

대표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회의총괄

해양수산부 사무관 박형영 총괄지원

자문

선박안전기술공단 과장 마주환 14, 17, WG3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송강현 6, 12 WG2, DG

책임검사원 이기철 3, 4, 9, 10, 14, WG1

책임검사원 허강이 11, 13, 16, EG

책임검사원 정우교 8, 14, 15 WG3

책임검사원 백승률 4, 7, 9, 14 WG2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현대중공업 차장 천성용 5, 14, WG1

한진중공업 과장 김병준 7, WG2

현대미포조선 과장 김동주 3, 6, WG2

대우조선해양 과장 이용우 3, W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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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3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3)

•	 일시/장소 : 2016. 02. 01 ~ 0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정부대표 87개국, 준 회원국 3개국, UN전문기구 1개, 정부간기구 3개 및 

NGO기구 25개 등 50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9명(참관 학생 10명)

5. 선박의 안전한 계류작업을 위한 SOLAS II-1/3-8과 이와 관련한 지침개정

•	  (논의사항) 선박건조 시 계류작업에 대한 유해한 작업 환경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새로운 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이 제안됨

•	  (회의결과) DG(drafting group)를 통해서 검토의제(TOR)를 작성 및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승

인하여 통신작업반 개설을 위한 검토의제를 확정함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3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HTW 3*) 결과

02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외교부 주영대사관 박 준 영 해양수산관 수석대표/현지참석

해양수산부
이 시 원 IMO 연락관 대 표/현지참석

김 태 환 선원정책과 해기담당 대 표/국외출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최 충 정 연구원 자 문/자체부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권 영 태 교 수

자 문/자체부담채 종 주 교 수

채 병 근 교 수

한국선급 임 주 섭 책임검사원 자 문/자체부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 홍 태 책임연구원 자 문/자체부담

한국해양대학교

정 한 울 학 생

참 관/자체부담

이 준 성 학 생

최 윤 근 학 생

부산해사고등학교

최 준 영 교 사

박 수 아 학 생(여)

박 상 아 학 생(여)

김 형 우 학 생

인천해사고등학교

최 준 혁 학 생

전 우 석 학 생

최 현 석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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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논의사항) 모델코스 개발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 및 개정되어야 할 IMO 모델코스에 대

한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으며, 사무국에서 모델코스 검토 및 개발을 위해 회원국에 참여 요청

•	  (회의결과) 제안된 모델코스 개발 및 개정 우선순위 문서를 승인하였으며, 11개의 모델코스*에 

대한 검토그룹이 수립되었고 케미컬 탱커 화물작업 향상교육, 운항급 레이더 항해 교육 등의 모

델코스 개정 완료됨

* 극지해역 선박운항을 위한 기초교육, IGF Code의 적용선박에 관한 기초교육 등

2. 2010 마닐라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	  (논의사항) STCW 2010 마닐라 개정안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	  (쟁점사항)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GISIS*를 통해 전달되는 STCW 협약 제4조, 제8조, 제9조 및 

STCW Code 제 A-I/7조에 따른 보고 및 정보전달 요건의 결정

* 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 :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	  (회의결과) GISIS를 통한 STCW 관련 정보전달에 관해 2015년 HTW 2차 중국에서 제출한 

HTW 2/6/1 문서와 함께 HTW 3/5/1(뉴질랜드) 문서를 검토하였고, 정보 접근권한에 관한 합

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GISIS 모듈을 개발함

	- STCW 협약 제4조 정보의 전달, 제 8조 완화증서, 제9조 동등조항 및 STCW 코드 제 A-I/7조 정보의 전달에 

따른 보고 및 정보 요건을 정하기 위해 HTW 2/6/1(중국) 부속서 문서를 사용하여 STCW 협약 조항을 정확하

게 반영한 새로운 GISIS 모듈을 개발함

3.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	  (논의사항) STCW-F 협약 전반작인 검토를 위한 검토 범위 및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세

부검토는 차기 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함

•	  (쟁점사항) 어선의 길이를 톤수로 대체하는 내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검토 

원칙 및 범위만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회의결과) 작업반에서 STCW-F 협약 개정을 위한 검토범위 및 10개항의 검토원칙을 수립하

였음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4. STCW 여객선 특별 안전훈련의 검토 

•	  (논의사항) 여객선 특별 안전훈련 관련 STCW 협약 제5장(특정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교육

요건)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	  (쟁점사항) 여객선 특별 교육의 대상, 정부의 승인여부, 교육의 대상 및 다양한 여객선에 대한 

적용관련 사항 등의 이견이 있었음

•	  (회의결과) 훈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선박 친숙화 훈련에 추가하여 여객선의 모든 

사람은 규정 V/2, 제 2단락에 의거하여 비상 친숙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UN 사무총장 IMO 방문) UN 반기문 사무총장 런던 IMO 본부 방문하여 선박 에너지 효율화

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IMO 주요 역할 연설

•	  (대학생 및 해사고 참관) 마이스터 해사고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래 우수한 해운산

업인력으로의 성장을 위한 소양 함양의 계기 마련 및 IMO 모의 경진대회 우승팀 IMO 회의 참

관기회 제공

III.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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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3차 해양오염 방지대응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3)

•	 일시/장소 : 2016. 02. 15 ~ 1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0여개국, 준회원국 1개국, 비정부간기구 40여개 등 

   44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15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3차 
오염예방 및 대응 전문위원회
(PPR 3*) 결과

03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3rd Session

13제1장

1. 선박평형수 샘플링 분석지침 및 평형수관리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 지침서

•	  (논의사항)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의제문서(PPR 3/6)의 주요내용인 선박평형수 샘플링 방법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샘플링 장치 적용 요구사항, 안전성 등에 관하여 논의함

•	  (회의결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기 때 캐나다 및 독일 대표단과 공동으로 항만국통제 

지침서 개정 초안을 제출하기로 협의함

2. “평형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서 작성

•	  (논의사항) 사무총장은 평형수관리협약의 비준이 임박함에 따라, 금번 PPR을 통해 "평형수관

리, 어떻게 할 것인가(Ballast Water Management - How to do it)"에 관한 IMO 매뉴얼이 심

층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회의결과) 작업반 활동을 통해 "평형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IMO 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함

3. MARPOL Annex Ⅵ 제16규칙의 연료유공급서 양식 개정

•	  (논의사항)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고황(S) 연료유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하기 위해 연료유공급서 양식 개정을 검토함

•	  (회의결과)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연료유공급서 양식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확정함(제70차 MEPC에 제출 예정)

4. IMO 유처리제 사용지침서* 개발

*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에 IMO와 UNEP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처리제 사용지침서로서, 총 

4장으로 구성 (1장 :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기초 정보, 2장 :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국가 정책 개요, 3장 : 유처리제 해

상 사용 운영 및 기술 시트, 4장 : 유처리제 해저 사용)

•	  (논의사항) 제2차 PPR 이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약 10개 국가 및 NGO가 통신작업반 활동

을 통하여 IMO 유처리제 사용지침서 4장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주목함

•	  (회의결과) 금번 회의 중 제시된 일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확정함(PPR 4에 제

출예정)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 의제

정부대표
(4명)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회의총괄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총괄지원

사무관 정철락 〃

국민안전처 사무관 최현규 14,15,16,17

자문
(11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이송이 1,2,19,20,21,22 (간사)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고봉찬 2,4,9,10,11,18

책임검사원

남연우 8,11,12

손명백 6,7,13

진재호 5

박준성 11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김영수 6,7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차장 제기문

3,4
과장 최치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신경순 6,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원 백윤영 14,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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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3차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NCSR 3)

•	 일시/장소 : 2016. 2. 29 ~ 03. 04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90여개국, 40여개 국제기구 등 40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15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3차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   
위원회(NCSR 3*) 결과

04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3rd Session

15제1장

1. e-navigation 이행과제

•	  통합항해시스템(INS) 성능기준 개정

 -  (논의 및 회의결과) 중국과 노르웨이에서 제안한 신규모듈*(항해안전정보, 일상업무정보)에 

대해 통신작업반에서 검토하고 성능기준 개정안을 차기회의 제출 결정 

* 현 4개 모듈 : A(정보교환), B(운영요건), C(경보관리), D(문서요건)

* * 아국은 작업반에서 상세논의를 주장하였으나, 영국 및 스페인이 반대

•	  다양한 항해정보의 조화로운 디스플레이 지침

 - (논의 및 회의결과) 노르웨이는 NAVTEX 및 INMARSAT-C를 통해 수신된 정보의 조화로운 

표출을 위한 8가지* 고려요소 제안에 대해 차기회의에 지침 개정안을 제출요청 

* 표준화된 기호, 글 양식, 정보 선별과 필터링, 브릿지 경계정보 기능 등

•	  선박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 개정

 - (노르웨이 시범사업) 브라질 및 의장은 선원의 행정부담 감소, 기구의 결과보고 지침준수, 현

존기술적용 등을 반영할 것을 주문

 - (아국 및 중국 개정제안) ICS, 노르웨이 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일부 추가 검토사항**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선박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개정시 자동화, 조화, 보안 및 통신방식 검토

* * 전자문서에 관한 FAL 지침 적용시 문제점, 연안국의 책임사항 등

•	  NAVTEX 및 SafetyNET 정보의 통합항해표시시스템 상호연결

 - (논의 및 회의결과)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일본은 정보의 연계가 강제화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

하였고, IMO/ITU 전문가 그룹의 검토 안건으로 채택됨

•	  항해장비 표준(S-Mode) 지침서 개발

 - (논의 및 회의결과) 통합항해장비(INS) 성능기준 개정시 논의되었고, 호주는 통신작업반에서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함

2. GMDSS 현대화 작업

•	  GMDSS 현대화 통신작업반 결과에 대한 논의

 - (논의 및 회의결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NBDP) 의무탑재 삭제, 해사정보수신장비

(NAVDAT)도입 등 세부검토가 종료되었고, 차기회의부터 이행계획을 검토 결정 

* 기본검토(‘13∼‘14), 세부검토(‘15∼‘16), 이행검토(‘17∼‘18), 관련장비의 성능기준 등 다수의 규정 검토

(‘19∼‘20), SOLAS 개정(‘21∼‘22), 발표(‘24)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정부
(6명)

외교부(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회의총괄

사무관 김재근 총괄지원

사무관 김석훈 e-Nav 관련 의제 총괄
(의제 6, 9, 10, 12, 13, 28)

국민안전처 경위 신한식 수색구조 관련 의제
(의제 18, 21～24, WG 3)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공성식 WG 2

자문
(9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김용남 본회의장(간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서정 WG 1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김병옥 WG 2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이동선 WG 2

책임검사원 김준범 WG 1

선임검사원 권용석 WG 1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요집 WG 2

지엠티 사이버네틱스 사장 노정수 PLENARY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과장 박상훈 W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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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DSS서비스 제공위성(미국이리듐) 인정 및 선

박위성 통신설비의 성능기준

 - (GMDSS 서비스 위성) 미국에서 미비점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요청에 대해 다수국가가 

동의하여 MSC 96에서 채택 승인 요청함 

* 기본검토(‘13∼‘14), 세부검토(‘15∼‘16), MSC 96 승

인(‘16), SOLAS개정(‘17∼‘18), 발효(‘20)

 - (선박위성 성능) 미국의 선박 위성 통신설비의 성능기준 개정안에 대해 추가논의 필요로 작업

완료 시점 연장*을 MSC 96에 승인 요청함 

* 당초 2016년 완료 목표였으나 2017년으로 연장

3. 전세계 수색구조(SAR) 절차 협력

•	  ‘19년판 IAMSAR 매뉴얼 개정

 - (논의사항)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IAMSAR) 매뉴얼 개정을 위해 논의의제(24개)*를 채택

하고 의제별 주관 기관을 선정함 

* 극지방에서의 수색구조, 의료지침, 중궤도위성시스템 상세정보 등

 - (회의결과) 핀란드와 국제해양구조연맹(IMRF)의‘Vessel TRIGE*’도입제안에 대해 논의 필

요성을 인정하고 핀란드가 각 국가별 적용사례를 반영하여 차기회의에 관련문서 제출을 결정 

* 선박의 안전상태를 색깔(녹색, 노랑, 빨강, 검정)로 표현, 수색구조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 분류체계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7제1장

•	 회의명 : 제3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SSE 3)

•	 일시/장소 : 2016. 03. 14 ~ 1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unumu Ota(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1개 회원국, 27여개 국제기구 등 400여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7명

I. 회의개요

제3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SSE 3*) 결과

05
*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3rd Session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정부
(3명)

외교부(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회의총괄

사무관 박형영 총괄지원

자문
(4명)

한 국 선 급

수석검사원 안용택 5, 7, 11, 12, 15

책임검사원 지재훈 1, 2, 9, 12, 13, 14, 16

책임검사원 서지만 3, 4, 8, 10, 15

방재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정민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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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9제1장

1. SOLAS Ⅱ-1, Ⅲ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 목표 및 기능
요건 개발

•	  (논의사항) SOLAS Ⅲ의 기능요건 개발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고 기능요건의 개발 범위, 기능

요건의 분류 및 배치 방안,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함

•	  (회의결과) 회기 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업반에서 개발한 기능요건을 기본문서로 각 기능

요건의 완성도 제고, 기대성능 개발 및 기능요건과 기대성능의 체계화 등을 논의하기로 함(CG1)

2. MSC.1/Circ.1206/Rev.1 규정의 강제화

•	  (논의 및 회의결과) 바하마에서 제안한 SOLAS Ⅲ

장 20규칙 개정안 의견(구명정·구조정의 정비에 

관한 정의 추가, 결의서 개발에 따른 회람서 참고 

주석 삭제 등)에 대해 합의하고 MSC 96 승인을 위

해 제출하기로 함

•	 “구명정·구조정 및 진수설비의 정비, 상세점검, 운

전시험, 수리요건”에 대한 MSC 결의서(안)는 WG 

작업을 통해 최종안을 개발하고 MSC 96 채택을 위해 제출하기로 함

3. 화재안전을 위한 대체설계 및 배치(MSC/Circ.1002)

•	  (논의 및 회의결과) 화재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위험성 평가(심각도×빈도)를 고려하도록 지

침서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MSC 97차에 승인 요청하기로 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4.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 및 60인 초과 240인 이하의 인원
이 승선하는 특수목적선2)의 창문 보존방열성에 대한 SOLAS II-2 규정
의 명확화

•	  (논의 및 회의결과) 미국의 제안을 기본문서로 검토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하

고 MSC 97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36인 초과와 이하로 대상을 나누고 구명정 승정 구역 아래의 선측에 위치하거나 구명정 승선장소에 인접한 창은 

최소한 "A-0”급과 동등한 보존 방열성의 것이어야 한다.

5. IMO의 안전, 보안, 환경관련 협약 규정에 대한 통일 해석

•	  (논의 및 회의결과) 외부 탈출로의 최소 폭에 대한 명확화 (의제 12-2) : SOLAS와 FSS Code에 

외부 탈출수단(사다리 및 통로 포함)의 폭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는 바, 이는 기국이 결정할 문제

로서 PSCO가 기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III 전문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함

•	 조타실과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사이의 경계 격벽의 보존 방열성에 대한 통일해석 초안 (

의제 12-8) :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 적용하는 SOLAS II-2/9.2.2.3.2.2.(9)

에서“개인용 위생설비는 그것이 위치하는 장소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를 준용하여 방열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MSC 97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2) 특수목적선 코드(SPS Code)를 적용받는 선박의 방화구조 요건은 승선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SOLAS II-2 
     규정을 적용함
   - 승선인원이 240인을 초과하는 경우: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승선인원이 60인 초과 240인 이하의 경우: 36인 이하의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승선인원이 60인 이하인 경우: 화물선에 대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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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0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Committee on Facilitaion, FAL 40)

•	 일시/장소 : 2016. 04. 04 ~ 0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Yury Melenas (러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정부대표 77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30개 등 39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7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0차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FAL 40*) 
결과

06
* Committee on Facilitation, 40t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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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개정안 최종 채택

•	  작업반(DG1, 18개 회원국/3개 NGO 참여) 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쳐 해상교통간소화협약

(FAL) 개정안 최종 채택 
* 제35차 FAL회의부터 논의시작, 제39차 FAL회의에서 승인

 - (정보의 전자적 교환시스템 구축조치*)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행 유예기간 (채택 후 3년) 및 사

용 강제화 경과기간(시행 후 12개월) 규정 마련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Standard 1.3bis)

 - (입출항 서류 · 절차) 입출항 요구자료 내 선박보안정보 추가, 선원 상륙 금지시 금지사유 통

보 의무화, 여객명부 내 비자번호 삽입 등 개정 

•	  번역 · 행정절차를 거쳐 ’16.10.01 회원국에 통보, ’17.10.01까지 1/3 이상 회원국이 반대서

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01.01 발효 예정(협약 제7조 제2항)

2. 해상운송싱글윈도우(MSW) 프로토타입 개발관련 논의

•	  본회의 및 작업반(WG1, 39개국/1개 UN기구/2개 정부간기구/9개 NGO 참여)에서 MSW 프

로토타입 개발 IMO 프로젝트 진행상황 공유 및 관련 논의 실시 

 - (진행사항) 프로젝트 초기 두단계 완료 후 TC 65에 결과보고 완료, 해당 프로젝트를 ITCP 

2016-2017에 포함키로 결정 

* 몇몇 회원국(대한민국, 노르웨이, EMSA)은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전문 인력 등 제공의지 표명

 - (개발방식) 제안된 세가지 방안* 중 대부분 국가(노르웨이, 파나마 등)는 1안을 지지하였으

나 일부국(브라질, 일본 등)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아국의 경우 구체적인 선호 표명

은 보류 

* ① 하나 또는 다수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 ② 완전히 새로운 프로토타입 개발 ③ 하나 또는 다수의 기

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

3. 선박에 비치되어야 하는 증서 및 문서의 전자 버전과 전자적 접근에 대한 
통신작업반* 활동내용 논의

* Roger K. Butturini(미국) 주도로 ’14.10 설립, FAL39/16의 위임사항 논의

•	  본회의 및 작업반(WG1, 39개국/1개 UN기구/2개 정부간기구/9개 NGO 참여)에서 통신작업

반 활동내용 소개 및 논의결과 공유 

* 대다수 회원국(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은 논의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

 - (활동내용) 대행사의 전자증서 사용경험 및 사용계획 조사, 전자정보 효과 관련 정보수집, 전

자증서 구현을 위한 모델 프레임워크 구성 등 

 - (논의결과) 종이증서와 호환을 위한 표준 개발, 디지털서명 · 인장 등 가시적 인증기호 내장, 

PSC검사관 대상 전자증서 관련 교육 실시 등 필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 분 소 속 직책(직급)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4명)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 준 영 수석대표(현지참여)

해양수산부

IMO연락관 이 시 원 총괄지원(현지참여)

사무관 박 솔 잎 총괄지원

법무부 사무관 나 현 웅 의제 3, 4 담당

자문
(3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최 충 정
(간사) 의제 1, 2, 3, 4, 7, 8, 10, 11,

13, 14, 15, 16, 17, 18 담당

㈜케이엘넷

책임연구원 박 순 호 의제 5, 6, 9, 12 담당

연구원 이 택 민 의제 5, 6, 9, 12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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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류작업 종사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침 개정 검토

•	  본회의 및 작업반(WG2, 18개국/5개 NGO 참여)에서 ‘계류작업 종사자에 대한 최소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침'의 적용 대상 및 주요내용 등 합의 및 지침개정 완료

 - (적용인원) 지침 적용 대상인 계류인원을 육상계류인원 및 계류보조선박(mooring boat)에 

승선하는 인원으로 정의* 

* ‘목적 및 적용’ 부분에 ‘계류인원(mooring personnel)’ 및 ‘계류보조선박(mooring boat)’의 정의 추가

 - (지침구분) 아국을 포함한 다수 참가국 의견에 

따라 육상계류인원과 계류보조선박 승선인원을 

구분하여 지침 기준을 개정함 

 - (지침적용 예외 등) 타 규정 내 교육훈련기준 존

재시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 지침 내 항

만서비스 민영화 관련 내용 제외 결정
* 계류인원의 특정 전문기관 소속 내용은 다수 회원국들의 

상황이 다르므로 지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5. IMO FAL 개최주기 및 회의기간 변경

•	  사무국 및 참가국 제안에 따라 차기 회의부터 IMO FAL 개최주기 및 회의기간을 변경하기로 

합의

 - (개최주기) 사무국은 IMO FAL 개최주기 변경(18개월→12개월) 제안, 반대의견 없이 개최주

기 변경 결정 

* 극지방에서의 수색구조, 의료지침, 중궤도위성시스템 상세정보 등

 - (회의기간) 노르웨이에서는 회의기간 또한 단축(5일→4일)할 것을 제안, 다수 회원국 동의(파

나마, 미국 등)에 따라 기간 단축 결정* 

* 단 차기 회의(IMO FAL 41) 예산이 확정된 바, 회의 기간의 경우 IMO FAL 42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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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6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MEPC 69)

•	 일시/장소 : 2016. 04. 18 ~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Arsenio Dominquez(파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06여개국, 준회원국 3개국, NGO 등 97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31명

I. 회의개요

제6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9*) 
결과

07
*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69th Session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대표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총괄지원해사산업기술과장 김창균

주무관 조경주

선임연구원 양준혁

국민안전처 주무관 도재만

자문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오승우

책임검사원 손명백

책임검사원 김회준 간사

책임검사원 조성철

책임검사원 이정엽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김용남

차장 이경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기태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신경순

조선기자재연구원 센터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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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선박평형수내 유기생물체

•	  평형수처리설비 IMO 최종승인 신청 3건*(아국 2건, 최종 1건)을 승인함

* NK-Cl BlueBallastTM(대한민국), ECS-HYBRIDTM(대한민국), ATPS-BLUE (일본)

•	  BWMS 설치시기를 조정한 총회결의서 A.1088(28) 내용을 반영하여 BWM 협약 B-3 개정안

을 완료하고,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발효 즉시 개정된 B-3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결의서

를 완성함
* 동 회기에 라이베리아 등 일부국가가 B-3 규정 적용일정 연기를 제안 문건을 제출하였으나, 반대의견 등을 고

려 차기회기에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함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기준(G8) 개정과 관련하여 식별된 추가논의 필요사항 논의를 위

해 통신작업반을 운영하고, 회기간 워킹그룹회의(2016.10.17～10.20 / IMO)를 가지기로 결

정함
* 차기 MEPC 70 (2016.10.24～10.28) 회의에서 G8 개정안을 마련하고, early movers 처리 등에 대한 Road 

map에 관해 논의가 예상됨

•	 현재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비준국은 총 49개국(총톤수 34.79%) 이며, 금번 회기 중 추가로 페

루가 조만간 비준 예정임을 밝힘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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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효율적인 연료유 품질 관리를 위해 회기간 통신작업반(CG)을 재구성하고, 공급자/구매자/회원

국 관점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 지침서 초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 MARPOL 부속서 6 제18규칙에 연료유 공급자에 대한 법적제재 규정 개발 여부는 회원국간 이견 대립으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함

•	 아국이 제안한(MEPC 68/3/10) 국내항해 선박이 수리 · 매매를 목적으로 단일 국제항해시 선

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의 비치 면제 추진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사항에 관한 회람

문서(circular)를 작성함
* 아국은 향후 관련 협약의 개정을 위해 협약개정안 및 면제증서 초안을 마련하여MEPC 70에 제출하겠다는 입

장을 밝힘

•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허용값, 적용시기, 감축률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통신작업반(CG)을 

재구성하고, 모든 선종에 있어 현행 감축률의 조정 필요성 등 논의 필요사항 검토 후 MEPC 70

에 보고토록 함

3. 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을 위한 MARPOL 부속서 6장 개정 승인

•	  (논의내용) 선박운항효율 규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첫 단계로서 연료유 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을 위한 MARPOL 부속서 6장 개정안 논의
* Data Collecting System of Fuel Consumption

•	  (회의결과) 데이터 수집시스템의 강제 시행을 위한 MARPOL 부속서 6장 4규칙을 승인하고 제

70차 MEPC에서 채택하기로 함
* 수집대상 데이터, 대상선박, 정보의 기밀성 유지 등 아국의견이 반영된 최종 개정안 승인

*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및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은 통신작업반에서 논의

4.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 감축

•	  (논의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의 파리협정을 고려하여 국제해운분야에서 CO2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모색 제안

•	  (회의결과) 차기회의에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3단계별 접근법*을 기반으로 CO2 발생

량 감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키로 함
* 데이터 수집, 데이터분석 및 감축방안 결정 단계

* * 개도국과 선진국의 파리협정에 따른 IMO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이가 존재, 개도국들은  

IMO의 기술이전 및 지원에 대해 강조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자문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현

부산테크노파크 연구원 이선옥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남정길

선주협회 부장 이철중

현대해양서비스 과장 이보라

조선협회 차장 김성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영연

삼성중공업 과장 김종문

현대중공업 과장 김민국

대우조선해양 과장 강경태

(주)테크로스 과장 이종욱

(주)엔케이 책임연구원 박성진

한진해운 과장 장상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박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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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물질 항만수용시설 마련에 관한 MEPC회람문서 개정 반려

•	  (논의내용) MEPC.1/Circ.810 문서(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수거하는 항만수용시설 마련)의 

기간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 요청
* 전세계에 항만수용시설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통계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연장을 

요청함

•	  (회의결과) 회람문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해물질 항만시설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반려
* 위원회는 추가연장 개정안을 미승인, 의제 제출국에게 항만수용시설 부족을 증명할 보고서 제출을 요청, 아국의 

경우 4개 항만에 수용시설이 있다고 보고됨

6. 비자항 무인바지선(UNSP)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면제를 위한 MAR-
POL 부속서 1, 4 및 6장의 개정안 및 지침서 개정

•	  (논의내용) MEPC 69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Ⅲ)의 결정사항에 따라 

아국이 추가개정 의제문서(MEPC 69/13/1) 제출
* 면제증서의 만료기간 5년 초과금지, 개별 부속서의 면제증서 발행, 오수오염방지(MARPOL 부속서 4장)의 면

제조항 추가 등

•	  (회의결과) 아국의 제안사항을 고려 세부사항 결정, III 3의 추가작업 지시(제70차 MEPC에서 

승인예정)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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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MSC 96)

•	 일시/장소 : 2016. 05. 11 ~ 05. 20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05여개국, 46여개 국제기구 등 80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21명

I. 회의개요

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6*) 결과08
*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96th Session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5명)

외교부(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과장 김영소

IMO 연락관 이시원

사무관 권혁진

주무관 지민철

자문
(16명)

한국선급

협약법제팀장 전정총 의제 3, 7, 15

수석검사원 이중근 의제 3, 11, 13, 20

수석검사원 정정호 의제 5

책임검사원 박종철 간사, 의제 1, 2, 20, 22, 25

책임검사원 서지만 의제 8, 10, 23(23/6)

책임검사원 정찬수 의제 3, 11, 13

책임검사원 강성구 의제 23(23/5)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임연구원 김주환 의제 6, 14, 23, 24

연구원 최충정 의제 9, 12,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혜진 의제 4, 17, 18, 19

삼성중공업 부장 정현채 의제 16

현대삼호중공업 차장 유영웅 의제 5

STX조선해양 차장 김성은 의제 5

KOSHIPA 사원 신정규 의제 3(3/1)

POSCO
상무 신건 의제 23(23/5)

수석연구원 김기환 의제 23(23/5)



28 2016년 IMO 연간활동백서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기존에 로로여객선에 대하여만 요구되던 화재시 탈출분석 요건을 '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

는 모든 여객선으로 확대하여 적용(설계 단계에서 화재탈출 분석을 강제화)하는 SOLAS 개정

사항을 채택하고

•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신조 및 현존 여객선의 탈출분석에 대한 개정지침”을 회람문(MSC.1/

Circ.1533)으로 승인함
*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로로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여객선 대상

2.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	  해상사이버 위협 대상범위, 지침서 적용가능 분

야, 해상사이버 위협 관리요소, 기국 및 관련 산업

계 모범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해상 사이

버 위험관리에 관한 임시 지침 (Draft 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을 승인

(지침성격 : 비강제)하고,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

(FAL 41, '17.4) 검토 후 공동으로 발행하기로 함

3.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개발

•	  사무국이 제출한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한 GBS 시행을 위해 지난 5년간(2010-2015) 실

시된 국제선급 통합규칙의 감사결과와 부적합사항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 IACS 및 회원 RO는 국제선급 공통규칙(5개 부적합사항 및 29개 관찰사항)과 12개 회원선급 구조규칙(1개 부

적합사항 및 59개 관찰사항)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을 2016년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을 제출하고 MSC 

96에 승인을 요청함

•	 국제선급 공통규칙(CSR) 및 12개 선급의 규칙이 GBS 기준*에 적합함을 승인하고, 관련 회람문

(MSC.1/Circ.1518)을 발행하기로 함
* 2016.7.1. 이후 건조 계약되는 150미터 이상의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적용

4. 여객선 안전관련 사항

•	  사무국이 최신화하여 제출한 여객선 안전관련 장기실행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본 계획에 수록

된 잠재적 과제를 근거로 향후 관심있는 회원국에서 신규 작업과제로 제안하여 세부 논의가 진

행될 수 있도록 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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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2인 초과 산업인력 수송에 대한 안전기준 강제협
약 및 규정

•	  산업인력 수송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위해 SOLAS의 새로운 장(chapter) 신설 

및 신규 코드(code)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우선, 단기적으로 관련 지침서를 차기 회의 (MSC 97, ‘16.11)에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SOLAS 

개발 등을 위해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4, ’17.2)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함

6. 새로운 작업계획(Work programme) 제안 검토

•	  우리나라는 국내기술(포스코)로 개발한 LNG선박 등 저장탱크 신소재 강재인 고망간鋼을 국제

가스화물(IGC) 및 연료(IGF) 코드에 등재하기 위해 제안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새로

운 작업 계획을 화물운송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CCC, 2016년-2017년) 작업의제에 포함시

키기로 결정
* 노르웨이, 중국, 핀란드, 브라질, 남아공, 이태리, 미국 등에서 지지하였고, 과제명은 “극저온용 고망간鋼의 적합

성 및 관련 규정안의 개발”로 수정

•	 우리나라는 국제선급협회와 함께 현재 중력 또는 독립된 기계적 동력에 의해서만 구조정을 진

수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 중량 이하시 수동조작을 인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위

원회는 새로운 작업 계획을 선박시스템 및 설비전문위원회(SSE, 2016년-2017년) 작업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네덜란드, 덴마크, 몰타, 쿡제도, 이란 등에서 지지하였고, 일부 국가에서 “진수(launching)"의 용어에 대해서도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고 제기함

•	 통일된 e-Navigation 해사서비스 이행을 위한 전자정보의 포맷, 구조, 통신 채널의 정의 및 

조화를 다룬 지침 개발 제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국의 지지 하에 승인되어 차기 2회기

(2018~19년)동안 항행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에서 논의예정

7.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논의

•	  '16.7.1. 발효예정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화* 규정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해

결방안 등을 논의

*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박 또는 터미널 운항자에게 사전 통보해야함

•	 발효일 전에 선적되어 '16.7.1. 이후 환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일 이후 3개월 기간 동안에

는 규정 적용을 유예하며, 동 기간 동안 항만당국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융통성을 제공하도록 권

고하고, 관련 회람문(MSC.1/Circ.1548)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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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16차 이사회 (Council, C 116)

•	 일시/장소 : 2016. 07. 04 ~ 0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Jeffrey G. Lantz(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40개국), 옵저버(33개국), NGO대표 등 30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6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16차 
이사회(C 116*) 결과09

* Council, 116t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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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O 전략계획 검토

•	  (논의사항 및 결과) IMO 전략계획 개편을 위해 Trends, Developments 및 Challenges 

(TDCs) 개발을 완료하고, 회기간 작업반(6.29-7.1)에서 작성한 24개 분야*에 대한 Trends, 

Developments 및 Challenges 초안을 검토 및 승인함

•	  (향후계획) 개발된 TDCs를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전략방향 수립예정

	- ‘17년까지 IMO 전략계획 개편을 완료 및 2018년~2023년 기간 동안 적용계획

2. 회원국 분담금 체납액 탕감 요청안 검토

•	  (논의사항) 제29차 총회(‘15.12)에서 소말리아가 ‘15년까지 체납한 분담금을 탕감해줄 것을 요

청한 바 있으며, 금번 이사회에서 동 건을 검토함

	- 소말리아는 ‘15년까지 체납총액 약 1억5천만원을 탕감해줄 경우, ‘16년부터 분담금을 성실

히 납부할 것을 약속함

•	  (논의결과) 체납분담금을 탕감해줄 근거 규정 및 선례가 없으므로 해당국가가 UN 총회에 요청

하여 결론이 도출될 경우 재검토키로 결정함

3. 신규협약 발효요건 검증을 위한 선복량 산정방안 검토

•	  (논의사항) 협약의 발효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선복량 산정방법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관

행으로 이뤄짐에 따라 통일된 산정방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논의결과) 차기 이사회에 사무국이 현행 선복량 산정방법 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검토키로 결정함

	- 발효가 임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기존 관행*에 따라 선복량을 산정하기로 결정함
* 신규 비준국 발생 시점에 체약국 전체의 선복량을 재계산

4. NGO 자문지위 승인 및 현 NGO 현황 검토

•	  (논의사항) NGO 자문지위 승인 및 현 NGO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사국 작업반을 이사회 

기간 중(7.4-7.5) 개최하여 검토함

•	  (논의결과) NGO 자문지위를 신청한 4개 기관*에 대하여 IMO의 목적에 맞지 않고 기존 NGO

의 전문영역과 중복되는 이유로 신청을 부결함
* 해상가스연료협회, 국제항해학교협회, 여객선희생자협회, 메탄올협회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3명)

외교부(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사무관 김인철

자문
(3명)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박종철 간사, 의제 1, 2, 3, 6, 7, 10, 13, 14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임연구원 김주환 의제 8, 9, 11, 12, 15, 16, 17, 18, 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혜진 의제 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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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상 및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선정

•	  (2015년 국제해사상) 국제해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단독후보 Dr. Frank Lawrence Wiswall 

Junior(미국)를 수상자로 선정
*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CMI

•	  (2016년 바다의 의인상) 인도의 Radhika Menon(인도) 선장을 최종 선정하고, 제97차 해사안

전위원회(2016.11.21.)에서 수여식 개최결정

	- 우리나라는 표창장* 1명, 추천서** 2명이 수상자로 선정 
* 해경 특수구조팀 김승규

* * 해경 순시함 3005호 소속 오영태, 해경 경비함 1506호 소속 김재규외 1명

6. ‘17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 선정

•	  사무총장이 제안한 “Connecting ships, ports and people"을 ‘17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로 

선정함

•	  세계해사의 날 병행행사 개최계획은 기존과 변동없이 승인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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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3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3)

•	 일시/장소 : 2016. 07. 18 ~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Capt. Dwain Hutchinson (바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9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3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10명

I. 회의개요

제3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3*) 결과10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3rd Session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터키 파나마 폴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란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5명)

주영 한국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준영 수석 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회의 총괄

사무관 박형영 총괄 지원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조사관 박장호 4, 7

주무관 김상민 4

자문
(5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최충정 1, 2, 3, 7, 11, 12, 13, 14

한 국 선 급

수석검사원 서동민 5, 6, 8, 9, 10,

책임검사원 임진성 5, 6

선임검사원 김정섭 8, 9, 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전문연구위원 박한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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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항만수용시설 부족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	  (논의사항) 각 기국에서 IMO에 보고한(‘15년) 불충분한 항만 수용시설 현황 보고 및 해당국가

의 적절한 후속 조치 요청

* 아국(대산·평택)을 포함한 34개 항만국 86건의 수용시설 중 5개 항만국 13건만 조치

•	  (논의결과) 회원국에게 보고된 불충분한 항만수용시설에 대하여 기국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함으로써 MARPOL 협약상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함

2. 해양사고조사 보고서 분석에 따른 접근 및 배포

•	  (논의사항) 해양사고 조사와 선원교육과의 효과적인 연계 및 해양사고 보고서의 접근과 교훈에 

대한 배포에 대해서 논의함

•	  (논의결과) 해양사고 분석결과 자료를 선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동의하였

으나, 제공범위와 부적합한 정보의 활용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자

료제공에 대한 범위 등 동 의제를 검토하기로 함

3.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	  (논의사항) 선박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칙이 MEPC.203(62)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2009년 

PSC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중국, 한국, Tokyo-MoU)

•	  (논의결과) 개정 초안이 MARPOL 부속서 6장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MEPC

로부터 해당 초안에 대한 추가 지시를 받아 PPR 전문위원회(오염 예방·대응 전문위원회)에서 기

술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4. RO 권한위임을 위한 협정서 견본(Model agreement) 검토

•	  (논의사항) 중국은 협정서 견본*(Model agreement)이 RO Code(Code for Recognized Or-

ganizations) 및 관련 IMO 협약과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최신화 되어야 함을 제안
* MSC/Circ.710-MEPC/Circ.307 : Model agreement for the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tions 

acting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on

•	  (논의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고 중국이 위원회 지침에 따라 MSC에 새로운 안건을 제

안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지지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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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LAS 협약개정안의 조기이행에 관한 문제점 지적

•	  (논의사항) SOLAS 협약개정의 4년 주기 발효에 따라 기국별 개정안에 대한 조기이행을 위한 회

람서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 해당 기국과 항만국간 명확한 정보제공 절차를 제안

•	  (논의결과) IMO 각 회원국들은 관련 협약조기이행 내용을 당국 PSCO들에게 전달하고, IMO 

회람서(circular) 표준문구를 삽입하기로 함

6. IMO선박식별 번호체계(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	  (논의사항) IMO 번호를 관리하는 IHS Maritime & Trade를 통해 100GT 미만의 선박에 대

해서도 특정식별번호를 지정 가능함을 알려주는 Circular Letter No.1886/Rev.6 초안에 대

하여 논의

•	  (논의결과) FAO* 사무국 대표는 FAO 수산업 위원회의 최근 회의결과 및 어선에 대한 IMO 선

박식별번호체계 확대를 위한 FAO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바누아투, 스페인, 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들이 FAO를 지지하고 회람서 발행을 승인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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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3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c Containers, CCC 3)

•	 일시/장소 : 2016. 09. 05 ~ 0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e Hui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7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6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14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3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CCC 3*) 결과

11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3rd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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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 연료유(low-
flash point fuels) 지침서 개발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	  (논의사항) 그간 회기간 통신작업반(CG) 논의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WG)을 구성하여 IGF 

Code내 연료전지와 관련된 개정안 개발 및 저인화점연료(메틸/에틸알콜)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술요건 개발을 논의함 

•	  (논의결과) 상세 논의 필요사항이 많아, 일정상 금번 회기내 마무리하지 못해 CG를 재구성하여 

추가논의 후, 차기 회의(CCC4)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 아국은 IGF Code상 “LNG벙커링스테이션 정의”개정 관련하여 LNG 벙커링 스테이션의 안

전구역 설정 및 LNG 고압공급시스템의 위험도 분석자료를 제출함

2. 산적액체수소 운송에 관한 안전규정

•	  (논의사항) 회기간 통신작업반(CG) 논의결과를 기초로 작업반(WG)을 구성하여 산적액체수소 

운송에 관한 임시 안전규정(Interim Recommendation)을 개발함 

	- 동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및 호주 주관으로 금번 회의 개최 직전일인 9.2(금) IMO

에서 동 내용 관련 워크샵을 개최, 이슈 발굴 및 의견을 수렴함

•	  (논의결과) 다만, 동 임시 안전규정을 모든 선박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이므로, 우선은 호주-일

본간 시험선박(Pilot Ship)에만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한하기로 결정

3.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과 부록의 개정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논의사항) 아국의 해양오염물질 분류에 GESAMP의 유해성 정보를 활용하자는 아국제안에 다

수의 국가에서 지지함 

•	  (논의결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GESAMP 유해성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은 화주의 자체분류 

원칙에 위배되며, 현재 IMDG Code가 GHS기준 및 PPR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지난 E&T와 같이 회원국 간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독일은 차기 회의(CCC4)에서 동 건 관련 

논의를 종료하기를 요청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 비고

대표(3)
Representative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총괄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이시원 총괄 지원 현지합류

과장 정태성 총괄 지원 -

자문(11)
Adviser

위험물검사원
검사원 최원준

1,2,6,9,
11,12,13,15

총괄간사

검사원 오채은 간사

한국선급

선임검사원 이현우 총괄 지원 해수부파견중

책임검사원 유상진
3,4,5,7,10,14

책임검사원 하승만

포스코

상무 신건

8

수석연구원 한일욱

수석연구원 김기환

전문연구원 장우길

전문연구원 이순기

조선대학교 교수 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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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망간강의 적합성 검토 및 IGC/IGF 개정안 개발

•	  (논의사항) Plenary Session에서 아국 제출문서(CCC3/8) 및 일본측 코멘트 문서(CCC3/8/1) 

소개 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결과 금번 회의시 고망간강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작업반(WG)을 개설키로 함

•	  (논의결과) WG에서 일본측 요청에 따라 CCC 3/8/1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J 문서로 제출하고, 

회원국간 논의하였으나, 일본측의 강한 반발, 참석 전문가의 부족, 적합성 검토 기준의 부재 등

을 이유로 결론을 못내림

	- 통신작업반(CG)를 구성하여 지속 논의하고, 결과를 CCC 4에 제출하기로 함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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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66차 기술협력위원회  

           (Committee on Technical Cooperation, TC 66)

•	 일시/장소 : 2016. 10. 10 ~ 1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Z. Ayub (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5개국, 6개 정부간 기구, WMU 등 27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6명

I. 회의개요

제66차 
기술협력위원회(TC 66*) 결과12
* Committee on Technical Cooperation, 66th Session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정부대표
(4명)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현지참석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정태성 현지참석

과 장 김영소

주무관 윤광상

자문
(2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 채종주

선박안전기술공단 책임연구원 조민철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검토

•	  (논의사항) 국가해상교통정책(NMTPs)의 개발 및 관련 교육* 패키지, 국가해사프로파일(CMP), 

2030 지속가능한 개발(SDGs)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사무국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CMP 활성화 추진 및 2030 SDGs와 IMO의 SP(전

략계획) 및 HLAP(우선순위이행계획) 연계 추진함
* 동 교육에 각 회원국의 기획·예산담당 부처 고위 공무원 참여 독려, 모범사례 공유 필요성 표명 및 UNCLOS와

의 연계, CMP 완성 독려 언급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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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2015년 통합기술협력사업(ITCP) 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	  (논의사항) 최근 4년간(2012∼2015년)에 걸쳐 시행된 ITCP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보고서

를 검토하고 ITCP 개선사항 등을 논의

•	  (논의결과) 영향평가 보고서의 권고사항 검증 및 반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차기 

회의(TC 67)에서 세부적으로 논의

3. IMO 회원국 감사제도 이행 현황 검토

•	  (논의사항)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 보고

•	  (논의결과) 회원국 감사&이행지원국장은 회원국 감사 보고서(19개)가 GISIS를 통해 확인 가능

함을 언급하고 회원국은 참조하도록 독려
* IMSAS 감사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MO와 협력하여 선임 감사관, 감사관 및 참관인 교육 지원에 지속 노

력할 것임을 아국에서 발언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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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MEPC 70)

•	 일시/장소 : 2016. 10. 24 ~ 2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Arsenio Dominguez (파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60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1,073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31명

I. 회의개요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0*) 
결과

13
*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70th Session

구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 비 고

정부대표
(4명)

주영대사관(1) 해양수산관 박준영 회의총괄 현지합류

해양수산부(3)

IMO 연락관 정태성 총괄지원 “

해양환경정책관 송상근 “

사무관 정철락 “

자문
(27명)

한국선급(6)

책임검사원 최병철 5 EEDI

책임검사원 오승우 4 BWM, NOx

책임검사원 손명백 4 BWM

책임검사원 김회준 3,4,5,6,9,12,13,16,17 총괄간사

책임검사원 조성철 5,6 EEDI, Air Pollution

책임검사원 이정엽 6,7 MRV, GHG

선박안전기술공단(2)
차장 이경열 6,7,10,11 MRV, GHG

대리 박정은 2,6,7,14,15 MRV, GHG

부경대학교(1) 교수 김종명 4 BWM

경희대학교(1) 교수 이기태 4 B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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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BWM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위한 비상대책방안 수립 지침 마련

•	  (논의사항) 아국은 BWMS 처리가 불가능한 해역에서 처리없이 평형수 주입후 처리 가능 해역

으로 이동 후 처리된 물로 평형수 교환하는 방안을 지침에 상정 제안
* MEPC 68에서 Early mover 비처벌과 협약 이행 Roadmap에 동의하였으며, Roadmap 중 비상대책방안 마련

의 한 방안으로 아국의 제출문서가 고려되었음

•	  (논의결과) 위원회는 비상대책방안 수립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였고, MEPC 71에서 예상되는 경

우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문서제출 요청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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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WM협약 면제관련 위해도 평가방법 중 하나로 SRA 방법론 인정

•	  (논의사항) SRA(Same Risk Area, 동일위험지역)에 대한 싱가포르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협약 

적용관련 제안

•	  (논의결과) SRA는 면제를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G7의 일부

개정을 MEPC 71에 제출하기로 함

3. 평형수 관리의 기타 방법으로 BWTBoat 사용

•	  (논의사항) BWTBoat를 B-3.7의 기타 평형수 관리방안(other method)로 승인해줄 것을 제안

•	  (논의결과) BWTBoat는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형수 취수항 및 배출항 양쪽 모두 

BWM협약 증서가 발급된 BWTBoat 필요
* BWTBoat에서 평형수를 받는 선박이 BWMS를 설치하지 않고 BWTBoat를 이용하는 경우 항만통제국 검사

가 이루어 질 수 있음

4. 연료유 황함유량 0.5% 제한치 적용일자 결정

•	  (논의사항)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량 0.5% 제한치의 적용일자를 2020년 혹은 

2025년 중 결정이 필요

•	  (논의결과) 2020년으로 시행일을 결정하고 현실적인 문제 및 지역적 불균형에 관해 PPR 4에

서 검토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시행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 아국은 2020년 시행에 이견이 없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피력함. (아국의 의견을 MEPC 

70/5/2 및 70/5/26 문서로 제출) 

5. 북해 및 발틱해 NOx ECA 지정 (2021.1.1.~)

•	  (논의사항) 북해 및 발틱해를 NOx ECA* 로 지정하자는 제안

* 현재 NOx ECA 는 북아메리카 및 푸에르토리코 지역임 

•	  (논의결과) 위원회는 북해 및 발틱해 당사국들의 제안이 절차에 따른 적합한 제안임을 확인하

였으며 NOx ECA로 지정 결정함

구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 비 고

자문
(27명)

해양과학기술원(2)
책임연구원 신경순 4 BWM

책임연구원 장풍국 4 BWM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2)

센터장 김영수 4 BWM

연구원 천정민 5 Air Pollution

화학융합시험
연구원(1)

책임연구원 이지현 4 BWM

해양환경관리공단(1) 과장 이주연 4 BWM

선주협회(1) 부장 이철중 4,6,7,8 BWM, MRV, GHG

현대해양서비스(1)
과장

이보라 4,6,7 BWM, MRV, GHG

한진해운(1) 과장 장상운 4,6,7 BWM, MRV, GHG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2)

책임연구원 신명수 5 EEDI

선임연구원 이영연 5 EEDI

해양수산연수원(1) 교수 두현욱 5 Air Pollution

한국석유협회(1) 부장 김현철 5 Air Pollution

조선협회(1) 차장 김성현 5,6 EEDI, MRV

삼성중공업(1) 과장 김종문 5,6 EEDI, MRV

현대미포조선(1) 과장 이창훈 5,6 EEDI, MRV

대우조선해양(1) 과장 이재강 5,6 EEDI, 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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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개조 엔진의 NOx Tier III 적용 기준 확인

•	  (논의사항) 주요개조 엔진의 ECA 지역 내 운전여부에 따른 NOx 배출 기준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해석 제안
* 교체 및 새로 설치되는 엔진의 경우 Tier III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이 설치되어야 하나 ECA 지역 내 미운전 시 기

준 적용이 모호함 

•	  (논의결과) 현행 협약에 따라 Tier II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통

일해석은 만들지 않기로 합의함
* 아국의 통일해석 마련 제안은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규칙 적용의 공통이해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선주들

의 유연한 규정 적용 근거가 마련됨

7. 데이터수집 방법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	  (논의사항)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 방법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및 주관청 

검증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작업반 논의

•	  (논의결과)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주관청 검증가이드라인은 제71차 

MEPC까지 개발 완료하기로 함
*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 방법 및 전자적 데이터보고 양식을 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 주관청 검증 가이드라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비채택국 선박의 데이터 제출을 위한 

회람문서 개발은 통신작업반에서 논의 예정

8.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GHG) 감축

•	  (논의사항)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Global GHG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IMO GHG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회기간 작업반 위임사항 논의

* 감축방안 수립 시기 및 방법을 두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 대립

•	  (논의결과) 3단계 접근방식(데이터수집-분석-전략개발)을 수용한 “IMO GHG 감축전략 개발 

로드맵(2016~2023)”을 수립하고 위원회 승인
* 제3차 IMO GHG Study, IMO 및 회원국 검토자료를 토대로 2018년에 초기전략 개발 후, 데이터분석 결과 반

영하여 2023년에 감축전략 완성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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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MSC 97)

•	 일시/장소 : 2016. 11. 21 ~ 2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eorge Groves (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16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882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25명

I. 회의개요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7*) 결과14
*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97th Session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7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박광열 수석대표

IMO 연락관 정태성

사무관 김인철 회의총괄

과장 전봉조

사무관 문경규

외교부
해양수산관 박준영 주영대사관

서기관 정진호

국민안전처 경위 신한식 의제 7, 14

자문
(14명)

한국선급

협약법제팀장 이중근 의제 6

수석검사원 정정호 의제 5

책임검사원 박종철 간사, 의제 1, 2, 12, 18, 22

책임검사원 서지만 의제 3, 8, 16

책임검사원 정찬수 의제 3, 10

선임검사원 공신운 의제 1, 2, 12, 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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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북한 미사일 관련 IMO 회람서 채택

•	  (논의사항)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 항행안전 위해행위 방지를 위한 IMO 회람

문 제안
* 아국의 초안(외교부 작성, 우리부 검토)에 공동참여국(미국, 일본, 프랑스, 마셜아일랜드)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

종확정 후 문서제출

•	  (논의결과) 대다수의 회원국이 항행 안전강화 측면에서 아국 문서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

명하여 이견없이 채택됨
* 호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영국, 스페인 등 총19개국에서 지지하였으며, 북한은 아국 문서가 정치적 이슈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지지 받지 못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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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검증지침서 개정작업 착수

•	  (논의사항) IMO 감사팀은 GBS 검증지침서에 따라 선급규칙에 대한 적합성 검증 작업 시행후 

식별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GBS 검증지침서 개정 논의시행
* GBS 검증지침서 개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침서 Part A 개정 초안 작성, 감사 실행 및 예산 계획 등 검토

•	  (논의결과) 지침서 Part A 개정 및 감사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MSC 

98) 추가논의를 통한 작업완료 예정
* GBS 적합성 검증 지침서 개정은 Part A(범위, 제출문서, 승인, 유지관리, 감사팀 구성 등 검증절차 수록)과 Part 

B(각 기능요건별 필요정보/문서요건/평가기준 수록)로 구분, 각각 MSC 98차, 100차 까지 완료 예정

3. 산업인력운송선(12인 초과)의 안전기준 결의서 및 로드맵 채택

•	  (논의사항) 12인을 초과하는 산업인력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을 논의하

고,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로드맵 검토
* MSC 96차에서 산업인력에 대한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기로 결정, 금번 회기에는 단기 해결방안으로 MSC 결

의서 채택 검토

•	  (논의결과) 산업인력운송선(12인 초과)에 대한 국제협약 채택 및 발효 전*까지 안전규정 적용

을 위한 MSC 결의서 채택
* ‘24.1월 발효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SDC)작업 및 목표에 대한 로드맵 확정

4. 기타 주요 결정사항

•	  IGC Code(국제 액화가스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 규칙) 개정안 통보를 위한 MSC 회람서 발행 

(논의사항) 협약 개정안 채택을 회원국 및 산업계에 통보하고, 협약 발효전 개정안의 적절한 적

용을 위한 MSC 회람서* 승인
* 동 협약은 ‘20.1.1일 발효될 예정이나, 해당 기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조기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

련 근거 마련

•	  SOLAS II-1장(건조-구조, 구획 및 복원성) 통합개정안 채택 연기

   (논의결과) 소형여객선 복원성 규정 완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추가 논의 후 차기 회의

(MSC 98)에서 최종확정하기로 결정

•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유예기간 종료(‘17.1.1일)에 따른 회람서 발행

   (논의결과)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에 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하

고, 혼란 방지를 위한 유예기간* 결정
* PSCO 및 RO에 ‘17.7.1일까지는 증서 최신화 미비 등 관련 문제 발견시 특별한 조치 없이 당사국에 통보하도

록 권고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자문
(14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책임연구원 조민철 의제 19

연구원 최충정 의제 7, 9, 15, 17,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김보람 의제 4, 14, 2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서병규 의제 3, 11, 13, 20

교수 김경석 의제 3, 11, 13, 20

교수 채종주 의제 3, 11, 13, 20

대리 김주희 의제 3, 11, 13, 20

KOSHIPA 사원 신정규 의제 5

참관
(4명)

국민안전처 경사 강성규 바다의 의인상 우수상 

부산대학교 대학생 임윤지 2016 IMO 모의총회 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생 이세미 2016 IMO 모의총회 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생 조용준 2016 IMO 모의총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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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17차 이사회 (Council, C 117)

•	 일시/장소 : 2016. 12. 05 ~ 0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Jeffrey G. Lantz(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40개국), 옵저버(43개국) 회원국 등 48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총 8명

2016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17차 
이사회(C 117*) 결과15

* Council, 117th Session

49제1장

1. 2018-23년 IMO 전략계획(Strategic Plan, SP) 수립을 위한 비전
(Vision Statement) 및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SD), 우선원칙
(Overarching principles) 승인

•	  (비전) 해운산업 발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제규정 제정자로써의 역할강조

•	  (전략방향) IMO가 추진할 7개 전략방향(SD) 채택

	- SD 1 : 협약이행(IMO 회원국감사제도와 데이터 기반을 통한 협약이행과 발효촉진, 통일해  

석,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강조)

	- SD 2 : 기술융합(IMO 규정작업은 해운산업이 직면한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진보된 기술발전을 반영)

	- SD 3 : 기후변화(파리의정서를 반영하고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해운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수립)

	- SD 4 : 해양거버넌스(장기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공간의 보존을 위

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

	- SD 5 : 국제무역의 촉진과 보안강화(선박, 항만, 관계당국의 효과적인 전자정보의 교환과 무

역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형성)

	- SD 6 : 규정의 효과성 확보(진보된 기술을 반영한 국제규정 제정절차의 효과성과 협약이행, 

조화, 통합을 고려한 법적 효과성 분석)

	- SD 7 : 조직의 효율적 운영(비전 달성,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프로세스 정립,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운영, 기술협력기금 운용)

•	  (우선원칙) 전략계획(SP) 수립시 반영될 중요 고려사항 채택

	-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도국 및 특히 저개발국

가의 필요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인적요소를 바탕으로 선원복지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교육훈련의 중요성, 

성평등 및 여성인력 역량강화의 증진 고려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대 표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 박준영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IMO 연락관 정태성 총괄지원

과 장 김영소

자 문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박종철 간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임연구원 김주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 박한선

KL-NET

대표이사 강범구

전무 박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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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 회원국 분담금* 체납관련 규정적용 강화

•	  분담금 체납국가에 대한 IMO협약 제61조(분담금 미납국가 투표권 제한)의 더 엄격한 적용을 

촉구
* 총 174개국(171개 회원국, 3개 준회원국) 중 128개국 전체 납부, 31개국 부분납부, 15개국 미납

3. IMO 명예대사제도* 운영현황 검토

•	  사무총장은 IMO 명예대사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행정적 지원 및 명예대사를 현재 임명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제도 참여를 당부

	- 아국은 ‘IMO 모의총회’ 개최를 통해 대학생들의 해사분야 관심과 기구의 역할 인식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발언
* 미래 해사분야에 진출할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에게 IMO의 역할 및 해운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15.2월 신

설한 제도

4. ‘18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 선정

•	  IMO협약 채택 70주년, 해사안전위원회(MSC) 100번째 회기를 기념하여 사무총장이 제안한 

"IMO 70: Our Heritage - Better Shipping for a Better Future" 을 ‘18년 세계해사의 날 주

제로 선정함

•	 ‘16년 터키의 성공적인 세계해사의 날 병행행사 개최사실 확인 및 차기 병행행사 일정을 기존

과 변동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함

51제1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나마 폴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란

5. ‘15년 국제해사상 수상자 선정

•	 일시/장소 : ‘16.12.5(월) 18:00~19:00/ IMO 본부

•	 수상자 : 국제해사위원회* Dr. Frank Lawrence Wiswall Junior
*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C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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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포럼 개최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2016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2016년 전국 IMO 모의 경진대회 개최

Domestic Response



54 2016년 IMO 연간활동백서 55제2장

2016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국제해사포럼01

◆ 개최 목적

•	 올해 2016년부터 강제화된 IMO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응하여 IMO 협약의 국제 표준적 이행

을 위한 협력 강화

•	 특히, 국제해사 교육 · 훈련에 대한 IMO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그간 포럼 개최 경과 및 성과

•	  (경과) 국제해사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전문가를 

초청하여 '07년부터 매년 개최

•	  (성과) 국제해사분야의 주요포럼으로 정착하면서 IMO 新규제*에 대한 국제여론 선도의 場 및 

국익창출 정책교섭** 창구로써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선박평형수, e-Navigation 등 매년 주요사안을 주제로 선정

* * IMO A그룹 이사국 8연속 진출 및 IMO 사무총장 배출 등

◆ 올해 포럼(제10회) 기대 효과

•	  국제해사분야 현안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국제이슈에 대한 추종자가 

아닌 주도자로써 아국의 역할 정립

•	  협약이행의 근간인 ‘국제해사인력 교육 · 훈련’ 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 마련 등 해사분야 선순

환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I. 포럼개요

◆ 개관

•	 일자/장소 : ‘16.12.15(목) 09:10~18:00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행사 주체 : 해양수산부 주최 및 국제해사기구(IMO) 후원

* IMO가 후원함으로써 포럼의 국제적 인지도 및 공신력 제고

•	 주제 : IMO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MO instruments)

* (선정배경) IMO회원국 감사제도 강제화(’16.1.1∼)에 따른 현안 국제이슈이며, 협약이행의 근간인 국제해사

인력 교육·훈련 시장선점 Initiative 확보에 기여

•	 참석 : 장관, 국제기구(IMO 및 ILO), 국내 · 외 전문가 등 200여명

◆ 구성

•	 개회식 : 개회사(장관님), 축사(IMO 사무총장), 발표 및 토론

•	 연회 : 오찬(전체참가자, 뷔페) 및 공식만찬(차관, 초청연사 및 국내귀빈)

•	 포럼 구성 : 3개 세션 11개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

* 국내 · 외 주요 연사 및 패널 구성 (총 11명 : 국내 2, 국외 9)

◆ 기타 행사

•	 해양수산부-IMO간 MOU* 체결 (12.15 09:20)

* 국제해사포럼의 공동개최에 관한 양해각서 : 포럼 공동주관 및 협력 등

	- 타임캡슐 봉인식(10년간 행사자료, 참석자의 10년 후 기원사항 등)

•	 국내 · 외 참석인사 초청만찬 (12.15 18:30)

	- (주재/참석) 차관 / 국외 초청자 및 국내 관련 주요 기관장 등

   

Ⅱ. 주요 내용

오전
 제1세션 : 표준, 이행, 평가 (좌장: MCA 청장)
* 발표 : IMO 이사회 의장, 회원국감사국장, 해양수산부 및 Lloyd’s List

오후

제2세션 : 이행 강화 (좌장: Mr. L. Barchue / IMO)
* 발표 : IMO 아시아조정관, AMSA 청장 및 MCA 청장

제3세션 : 교육, 훈련; 인적요인 (좌장: AMSA 청장)
* 발표 : IMO 해사안전국장, ILO 훈련센터, GOBTC사무국장 및 한국해양대학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박진수 교수)

‘16년 IMO회원국 감사제도 강제화에 따른 국제해사인력  교육 · 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시장선점 Initiative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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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포럼 프로그램 및 연사 붙임2. 한-IMO MoU 체결행사

◆ 일정표개회식 09:10～09:40 

개회사 장관

축사 임기택 IMO 사무총장

한-IMO MoU 체결행사 장관-IMO 사무총장

기념사진 초청연사 및 귀빈

Coffee Break 09:40～10:00

세션1 : 표준, 이행, 평가 (좌장: MCA 청장) 10:00～12:00

1. Strategy Planning IMO 이사회 의장/ Mr. Jeffrey, Lantz

2. IMSAS : Trend & Prospects IMO 회원국감사국장/ Mr. L. Barchue

3. National practices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박광열

4. A view from the media Lloyd’s List 편집장/ Mr. Richard Meade

오찬 12:00～13:30

세션2 : 이행 강화 (좌장: IMO 회원국 감사국장) 13:30～15:00

1. IMO TCP cooperation
IMO Regional Coordinator(East Asia)
 / Ms. Josephine Uranza

2. Regional Maritime Safety Architecture AMSA 청장/ Mr. Mick Kinley

3. Challenges encountered by Member States MCA 청장/ Sir Alan Massey KCB CBE

Coffee Break 15:00～15:30

세션3 : 교육, 훈련; 인적요인 (좌장: AMSA 청장) 15:30～17:10

1. IMO policy on human factor IMO 해사안전국장/ Mr. A.Mahapatra

2. ILO’s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ITC ILO/ Mr. Thierry Marchandise 

3. Global on board training cooperation GOBTC 사무국장/ 히사시 야마모토

4. Maritime English Instructor Training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

Coffee Break 17:10～17:2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 17:20～17:50
* 주제 : The way forward to achieve full implementation 

만찬 (차관 주재) 18:30～20:00

일 시 내 용 비 고

09:25～09:30 한-IMO MoU 체결식 해양수산부장관 주재

09:30～09:35
국제해사포럼의 역사(동영상) 소개 및 

국제해사포럼 타임캡슐 봉인식
해사안전국장 주재

◆ 세부내용

•	 한-IMO MoU 체결식

	- 한-IMO간 국제해사포럼 공동개최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한 해양

수산부 장관과, IMO를 대표한 사무총장간 서명식을 개최함

•	 국제해사포럼 타임캡슐 봉인식

	- 지난 10년간 국제해사포럼의 발자취로서 발간한 리플렛을 봉인하고

	- 더불어, 제10회 국제해사포럼 참가자가 염원하는 미래 10년 후 국제해사포럼이 지향해야할 

목표 또는 목적을 담은 소망편지를 타임캠슐에 담아 봉인함

	- 이 타임캡슐은 오늘부터 10년 후인 2026년에 개봉되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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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02붙임3. 주요 참석자 약력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IMO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석

한 국제해사협의회를 2016년 중 3회 개최하였다.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제해사 분야 역량강화와 해사산업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바다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수부 고시 제2014-140호)에 따

라 2015년 초 발족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2016년 우리나라가 IMO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제안한 의제문서를 평가하였다. 

또 2017년도에 제출할 의제를 사전 검토하여 2017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사업에 반영할 예

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운 · 조선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내외 해사안전, 해양환경기술 및 IMO 

국제정책 등 분야별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해사학회를 창립하여 IMO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

슈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의 공동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제개발, 국제회의 참석, 회의 참석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협의체로

서 산·학·관 20개 기관의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연사목록

이름 : 임기택

소속 : IMO

직위 : 사무총장

*축사

이름 : Jeffrey, Lantz

소속 : IMO(USCG)

직위 : 이사회 의장

*발제(1-1)

이름 : Lawrence Barchue 

소속 : IMO

직위 : 회원국감사국장

*발제(1-2) 및 좌장(2)

이름 : 박광열

소속 : 해양수산부

직위 : 해사안전국장

*발제(1-3) 

이름 : Richard Meade

소속 : Lloyd’s List

직위 : 편집장

*발제(2-1)

이름 : Josephine Uranza(Ms.)

소속 : IMO

직위 : 지역 조정관

*발제(2-2)

이름 : Mick Kinley

소속 : AMSA

직위 : 청장

*발제(2-2) 및 좌장(3)

이름 : Sir Alan Massey KCB CBE

소속 : MCA

직위 : 청장

*발제(2-3) 및 좌장(1)

이름 : Ashok Mahapatra 

소속 : IMO

직위 : 해사안전국장

*발제(3-1)

이름 : Thierry Marchandise

소속 : ITC ILO

직위 : 수석 프로그램 담당관

*발제(3-2)

이름 : Hisashi Yamamoto

소속 : GOBTC

직위 : 사무국장

*발제(3-3)

이름 : 박진수

소속 : 한국해양대

직위 : 교수

*발제(3-4) 및 좌장(패널토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6. 5. 26(목) ~ 27(금) / 롯데시티호텔 울산

•	 (참  석  자) 우리부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54명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대, 목포해대,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주협회, 조선

해양플랜트협회, 현대해양서비스, 팬오션

I. 제4차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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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인사말씀(국제해사 미래전략 TF팀장 김영소)

 -  (요지) 협의회를 통해 IMO 회의 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향후

에도 현 IMO 주요이슈와 방향에 맞는 양질의 의제를 발굴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협의회

가 되기를 기대함

•	 IMO 회의 영어 매뉴얼 교육(해양수산연수원 최승희 교수)

 -  효과적인 국제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외교적 공손화법, IMO 회의 상황별 주요표현 등 

IMO 회의영어 교육

•	 글로벌 회의대응 매너 교육(퀸즈앤컴퍼니 글러벌매너교육센터 이성화)

 -  다른 문화권 이해를 위한 시선, 표정, 인사방법, 손동작의 의미,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활용

법 등 글로벌 매너 교육

•	 IMO 모의총회 운영위원회(분임토론 1)

 -  모의총회 개최계획 발표, 행사일정 및 홍보일정, 대회 진행방식, 심사위원 구성, 모의총회 주

제, 시상 방식 등 논의(붙임 2)

* (논의결과) 예선(9.27) 온라인 및 본선(11.10) 오프라인 진행 확정, 주제는 예선 및 본선을 통일하고 구체적

으로 제시(차후 결정), 대상은 장관상으로 확정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은 차후 협의(기관별 후원 및 형

평성 조율필요)

•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협의회(분임토론 2)

 -  학술지 발간사업 장기계획 검토, 편집위원 섭외 경과 및 선정 협의, 출판사 선정, 학술지 출

판 교섭 및 계약 등 논의(붙임 3)

* (논의결과) 국외 편집위원 70%, 국내 30% 배정, 논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IMO 전략연구 결과 논문화, 

e-Navigation 포럼 창설시(’17) 세션 참여

•	 ‘17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과제 제안(분임토론 3)

 -  국내항해 전용선박 에너지효율 규정 면제, EEDI 개선을 위한 수정식 제시, 전자장비의 안전

성 기준 제안 등 7개 제안과제 검토

* (논의결과) 개발필요과제 6건 및 추가검토과제 1건 식별

•	 총평(해사안전국장 박광열)

 -  (요지) 협의회를 통한 교육 및 현안 논의가 IMO 담당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전문가들의 지속적 참여가 필요하고 향후 국제회의 참석 가능자도 참여토록 각 기관의 지원 

및 협조 당부

붙임1. 협의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5.26
(목)

13:30～14:00(30분) 등록 안내(KST)

14:00～14:10(10분) 협의회 개회 해사안전센터장

14:10～14:20(10분) 인사 말씀 국제해사 미래전략 TF 팀장

14:20～15:50(90분)
국제회의 참석자 교육 Ⅰ

IMO 회의대응 영어매뉴얼 활용법 소개
최승희 교수

15:50～16:00(10분) Tea Break

16:00～17:30(90분)
국제회의 참석자 교육 Ⅱ

글로벌 회의대응 매너 
이성화 전문강사

17:30～17:40(10분) 마무리 말씀 해사안전국장

18:00～20:00(120분) 저녁 간담회 및 석식 외부 식당

5.27
(금)

07:00～09:00(120분) 조식 호텔 식당

09:00～09:30(30분) Tea Break 및 협의회 준비

09:30～09:40(10분) 협의회 개회 해양수산부

09:40～10:40(60분)

분임토론 (1분임) 
IMO 모의총회 운영위원회 

1분임장
지민철 주무관

분임토론 (2분임) 
국제해사안전·환경 저널 발행 협의회

2분임장
김정은 박사

분임토론 (3분임) 
‘17년 IMO 전략연구 과제안 검토

3분임장
김영두 센터장

10:40～11:00(20분) Tea Break

11:00～11:40(40분) 분임토론 결과정리

11:40～12:00(20분) 총평 및 당부사항 국제해사 미래전략 TF 팀장

12:00～13:30(90분) 중식 간담회 호텔 식당

13:30～18:00(300분) 산업 시찰 울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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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제해사안전·환경 저널 발행 협의

◆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간사업 개요

* (JIMSEA)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Affairs

•	  (목적) 국내외 해사전문가 Pool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국제해사분야의 이슈를 선점

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 강화

•	  (범위)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해사안전·환경·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	  (수행기관) 해양환경안전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	  (주요내용) 영문학술지 발간, 학술지 전용웹사이트 개설, 국제학술회 개최, 학술지 홍보활동

•	  (진행경과) '16.4.12(화) 1차 회의를 통해 국제학술저널 발행 절차 및 요건, 편집위원 선정검토, 

홍보안 및 기타사항 논의

◆ 논의 사항

•	  SCI급 저널 등재 추진을 위해 해외편집위원 70% 이상 확보 필요

	- 국내 편집위원 7명*, 저널관리담당 4명**, 해외편집위원 13명 확정 및 8명 추가 섭외 추진(

첨부1 참조)

* 해양연구원 양희철 박사, 목포해대 김광수 교수, 한원희 교수, 이홍훈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교수, 양

종수 교수, 해양수산부 안광 박사

* * 해양연구원 김정은 박사, 목포해대 최정식 교수, 김수련, 최여주

•	 SCI 저널 담당사인 스프링거 출판사, SCOPUS 담당인 엘제비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우호적 출

판사와 계약 추진(‘16.8)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16.6), 웹사이트 개설(‘16.7), 신규저널 소개를 위해 저명한 국제학회 

참가(‘16.8, 싱가포르 국제법 컨퍼런스 등)필요

◆ 운영위 개요

•	 (일시/ 장소) 2016. 5. 27(금) 09:40~11:30/ 롯데시티호텔 울산

•	 (참석자) 8개 기관 및 대행사 등 총 17명 참석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전상엽 본부장, 강석용 교수), 해양수산부(김영소 과장, 지민철 주무관), 한국해양수산개

발원(박한선 부연구위원, 이혜진 연구원), 한국선주협회(이철중 부장), 한국선급(김성동 팀장, 박종철 책임, 공

신운 선임), 선박안전기술공단(이영우 원장, 조민철 책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강사준 상무), 목포해양대

(김명재 교수), 테스인터내셔널(조경희 대표 등 3명) (총 17명)

◆ 주요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구 분 내 용

1. IMO 모의 총회 진행 소개

◦ 사업 시행업체(체스인터내셔널) 조경희 대표 발표(15분)
◦ 홍보 : 16년 5월~8월, 참가팀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참가대상 : 전국대학 재학생(지도교수 및 학생 100여명)
◦ 예선 : 20개팀 이상(팀 구성: 팀별 3명 이내)
◦ 본선 : 10개팀 (개회식, 대회, 심사발표, 시상식)

2. 예선 및 본선 일정 
◦ (예선) 2016년 9월 27일 
◦ (본선) 2016년 11월 10일

3. 본선 장소
◦ (1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다목적 강의실(강당)
◦ (2안) 국립해양박물관 

4. 예선 방법 ◦ 온라인 개최(제출된 문서 및 발표 촬영자료 온라인 심사)

5. 심사위원 수 및 대상 
◦ 심사위원 수 : 예선 7명, 본선 7명
◦ 심사위원 기준 : 전문성 및 어학능력 고려, 운영위원과 분리

6. 심사기준 및 채점표
◦ 심사기준 : 전년도 자료 토대로 시행업체 작성, 위원회 결정
◦ 채점표 :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
※ 100만점 심사기준을 두고 다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7. 본선 참가자 OT ◦ 본선 진출 10개팀 대상 OT 및 리허설 집합교육

8. 발표 주제 ◦ 분야별 IMO 이슈 특정 주제 선정, 분야별 경쟁

9. 시상 종류
◦ 1등(1개팀) : 해양수산부 장관상(500만원), IMO 본부견학
◦ 추가 시상 종류 및 상금 : 운영위원 참여기관별 시상규모 결정
※ 모든 참가팀 해당될 수 있도록 지원 

7. 부위원장 선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엽 실장 (전년도 개최기관)

8. 간사 선임 ◦ 내부 : 채종주 교수/ ◦ 외부 : 조경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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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확정된 해외 편집위원

	- Editors in Chief

Name Affiliation Expertise

Andy Norris
Honorary Professor of Navigation 
Technology  (University of Not-
tingham/UK) 

e-Nav

Adam Weintrit
Professor (Gdynia Maritime 
University, Faculty of Navigation/
Poland)

maritime navigation, sea transport, 
telematics, geomantics, hydrography, car-
tography, geodesy and safety at sea

Le Quoc Tien
Vice President (Vietnam Maritime 
University)

Torgeir Edvardsen Senior Economist (OECD/France)

Barrie Lewarn
Professor (Australian Maritime 
College, maritime policy/Australia)

port development, shipping policy
maritime education

Aldo Chircop
Professor (University of Dalhousie, 
Canada)

Maritime Law

	- Editors

Name Affiliation Expertise

Mary George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Malaya/Malaysia)

Law/ Policy

Stephen de Mora
Professor
(Plymouth Marine Laboratory/UK)

Paul Davies
Technical Manager
(Lloyds Register/UK)

Risk assessment , LNG

Wessam Abouarg-
houb

Lecturer
(Business School, Cardiff Univer-
sity/UK)

Logistics and operations
management

Margareta Lützhöft
Professor (University of Tasma-
nia, National Centre for Ports and 
Shipping/Australia)

human centered design, effects of new 
technology and resilience engineering

•	 Members of Editorial Board

Name Affiliation Expertise

Jens-Uwe 
Schroder-Hinrichs 

Professor (WMU/Sweden)
Maritime casualty, ship safety
maritime risk

Adolf K.Y. Ng
Professor (University of Manitoba 
Business School/Canada)

port economics,
transport geography,
piracy and maritime security

•	 추가 섭외 대상자

Name Affiliation Expertise

Simon Baughen
(To be confirmed)

Professor (Law School, Swansea 
University/UK)

Maritime law, shipping law

Dan Sarooshi
(To be confirmed) 

Professor (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UK)

Public Int’l Law, Int’l Orgs, IOPC
Fund

Phillip Belcher
(To be confirmed)

Marine Director (INTERTANKO/UK) Master Mariner

Bao Junzhong
(To be confirmed)

Professor
(Dalian Maritime University/China)

Maritime safety

Fai Cheng
(To be confirmed)

Senior Principal Surveyor
(Lloyds Register/UK)

Shipping

Theo Notteboom
(To be confirmed)

Professor (University of Antwerp, 
Institute of Transport and Maritime 
Management (ITMMA))/Belgium)

Port economics

Nikolaos P. Ventikos
(To be confirmed)

Assistant Professor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School of Naval Archi-
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Greece)

marine safety, risk analysis,
Maritime security, salvage Engineering

Henrik Ringbom
(To be confirmed)

(Nordic Institute for Maritime Law, 
University of Oslo, Norway)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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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행사 자료 사진

해사안전국장 말씀 국제해사 미래전략 TF팀장 말씀

IMO 회의대응 영어매뉴얼 교육 글로벌 회의대응 매너교육

1분임 토론 2분임 토론

3분임 토론 참석자 단체사진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6. 09. 29(목) ~ 30(금) / 탐라스테이 제주

•	 (참  석  자) 우리부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58명

* KST, KR, KIOST, 해양수산연수원, 해사위험물검사원, 목포해양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주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케이엘넷 등

◆ 주요 내용

•	  인사말씀(해사안전국장) : IMO의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협의회가 주도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함

•	  감사장 수여(해사안전국장) : ‘16년 IMO 회의 간사들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

* ‘16년 IMO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총16개 회의에 대한 간사 10명이 수상하였으며, 차년도부터는 연초에 임

명장 수여 예정

•	  국제학술 논문 작성방법 교육(목포해대 정재용교수, KIOST 이창열 박사) : IMO 전략연구 결

과를 국제학술 논문으로 제출하기 위한 교육

* 공학 및 인문사회과학 논문작성에 대해 논문정의, 요건, 작성방향, 연구방법, 작성요령 및 심사시 유의사항 등 

학술논문 작성 방법 교육 시행

•	  MSC/MEPC 작업방법 이해도 제고 교육(KR 박종철 책임검사원) : IMO 회의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IMO 문서작업 이해도 제고 교육

* IMO의 전략방향 및 작업계획 의미, 위원회(MSC/MEPC) 및 하위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작업방법(작업반 개

설, 의제문서 준비과정 등) 교육

•	  제주 해양역사 및 해양문화 이해 (제주관광대 윤영국 교수) : 제주도 유래, 인구 및 관광 산업, 

자연환경 특색 등 제주도의 해양역사 및 해양문화에 대한 교양교육

•	  신규 IMO 전략연구 과제 발굴 토의(분임토론 1)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논의를 통해 총 12건의 

신규 제안과제 검토

* (결과) 개발필요과제 9건을 ’17년도 IMO 전략대응연구과제로 발주 예정

•	  現 IMO 대응체제 개선방안 논의(분임토론 2) : 연구과제별 난이도에 따라 연구비 차등 배정, 연

구결과 보고회는 과제종류별(안전, 환경 등)로 묶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

•	  당부사항(국제해사 미래전략 TF팀장) : 최신 해사 트렌드 파악을 통해 해사산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미래과제 지속연구 필요, TC 과제 발굴 및 아국 인사를 IMO 컨설턴트로 등록 확대 추진 

당부

Ⅱ. 제5차 협의회 개요

구 분 계 해사안전 해양환경 해사정책

개발필요* 9 6 2 1

추가검토필요 3 1 2 -

계 12 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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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6. 12. 14(수) ~ 15(목) / 토요코인 호텔 해운대

•	 (참  석  자)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63명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대, 

목포해대, 고려대, 동명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조선

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진해운, 현대해양서비스, KL-NET 등

◆ 주요 내용

•	  인사말씀 (해수부 김인철 사무관)

 -  (요지) IMO 전략대응 연구를 통한 의미있는 성과 창출에 대한 감사 및 향후 IMO 회의 대응

관련 당부사항* 전달

* 국제해사포럼 참석 요청, 국제미래해사전략TF팀의 사전 검토 완료 후 IMO 의제문서 제출 당부, 모의총회/학

술대회/해사연구동향 발표 등을 포함한 ‘Korea Maritime Week’를 5월 중 개최 추진

•	 ‘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의제개발 과제 19건 및 기타 과제 9건에 대한 참여기관별*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검토

* KST 3건, KR 6건, KOMERI 4건, KIMFT 3건, KIOST 2건, KOMDI 2건, 한국해대 1건, 고려대 1건, KRISO 

1건, KL-NET 1건, 동명대 1건, KTR 1건, 선주협회 1건, KMII 1건

•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추천과제 검토

 -  (세션 1) 제4~5차 협의회 기간 중 제안된 기존과제(총 18건)에 대한 연구필요성 검토 실시   

(붙임 3)

 - (세션 2) 금번 협의회 중 제안된 신규과제(12건) 검토

* (결과) 연구필요 과제(24건) 중 추진 시급성/중요도를 판단하여 ‘17년 IMO 전략대응연구 과제로 선정 후 최

종 발주 예정

Ⅲ. 제6차 협의회 개요

해사안전국장 말씀 IMO회의 간사 감사장 수여식

(교육1) 국제학술 논문 작성방법 (교육2) MSC/MEPC 작업방법 이해도 제고

(교육3) 제주역사 및 해양문화 이해 1분임 토론

2분임 토론 단체 기념사진

구 분 계 해사안전 해양환경 해사정책

연구필요 15 10 4 1

추가검토필요 3 1 2 -

계 18 11 6 1

구 분 계 해사안전 해양환경 해사정책

연구필요 10 7 2 1

추가검토필요 2 1 1 -

계 12 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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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지속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정방향 검토(붙임 1)

 -  회의별 지속적으로 참석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을 전면 재구성하고, 회의별 총괄

간사 공식지정을 통해 회의 전문가 역할 강화

•	 총평(김민종 과장님)

 -  IMO 사무총장 배출국으로 본 협의회가 국제해사분야에서 아국의 새로운 활력 모멘트 만드

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 그간 연구수행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실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IMO에서의 위상이 높

아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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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사분야 국제회의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목록(안)

◆ IMO 위원회

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전문가 사업부서 간사

총회
(Assembly)

한국선급(정부대행업무팀) 박종철

해사안전정책과
국제기구계

박종철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김영두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이사회
(Council)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이혜진

해사안전정책과
국제기구계

박종철한국선급(정부대행업무팀) 박종철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해사안전
위원회
(MSC)

한국선급
(협약법제팀, 정부대행업무팀)

이중근
정정호
나성

박종철
공신운 해사안전정책과

국제기구계

해사안전관리과
해사보안계

해사산업기술과
선박구조·검사계

박종철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미래정책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연구소)

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술지원팀)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MEPC)

한국선급
(협약법제팀, 조선해양기자재팀)

김회준
조성철
손명백
오승우
김진형
이정엽
최병철
편강일 해사산업기술과

선박환경계
특수선박계

김회준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융복합기술실)
이경열
박정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대기환경팀)

김영수
천정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연구부·미래선박연구부)

신명수
이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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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전문가 사업부서 간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MEPC)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연구센터)
신명수
이영연

해사산업기술과
선박환경계
특수선박계

김회준

부산테크노파크(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선옥
송다영

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술지원팀) 김성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미래정책팀) 두현욱

한국선주협회(해무팀) 이철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해양환경팀) 이지현

목포해양대학교(기관과) 남정길 

경희대학교(생물학과) 이기태

부경대학교(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김종명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주연

충남대학교(해양학과) 최근형

한진해운(해기팀) 장상운

현대해양서비스(해사기술팀) 이보라

대한석유협회(환경안전팀) 전재성

대우조선해양(선박종합설계부) 이재강

현대중공업(기본계획부) 김민국

현대미포조선(기본계획부) 이창훈

삼성중공업(기술영업팀) 김종문

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전문가 사업부서 간사

법률위원회
(LEG)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연구소)
양희철
이창열
최용진

해사안전정책과
국제제도계

이창열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
이윤철
전해동 

목포해양대학교(기관해양경찰학부) 임채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이혜진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기술연구소) 제기문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박서현

기술협력
위원회
(TC)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플랜트교육팀, 미래정책팀)

채종주
최승희

해사안전정책과
국제협력계

채종주

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한국선주협회 이철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해양환경관리공단(국제협력팀) 장준영

항로표지기술협회

간소화
위원회
(FAL)

KL-NET 박순호

항만운영과
제도계

조민철

한국선급 이윤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이호춘

한국해양대학교(IT공학부) 이영찬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74 2016년 IMO 연간활동백서

2016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75제2장

◆ IMO 전문위원회

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전문가 사업부서 간사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III)

한국선급(검사지원팀, 협약법제팀)
임진성
김정섭

해사산업기술과
기준이행계

해사안전정책과 
국제협력계

통제계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조사관실

최충정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최충정

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

한국선주협회

해양오염방지 
대응전문위원회 

(PPR)

한국선급(협약법제팀, 조선해양기자재팀)

지재훈
박윤찬
황영종
남연우
박준성
권우석
편강일
손명백

해사산업기술과
선박환경계

박정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선박평형수팀)

이송이
송다영
이선옥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대기환경팀)

김영수
임수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연구센터)

신경순
염승식

해양수산개발원(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경희대학교(생물학과) 이기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해양환경팀) 이지현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융복합기술실) 박정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기술연구소) 제기문

부경대학교(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김종명

충남대학교(해양학과) 최근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CCS연구단) 강성길

한국선주협회 이철중

한국선주협회(한진해운) 장상운

해양환경관리공단(예방안전팀)

목포해양대학교(기관시스템공학부)

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전문가 사업부서 간사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CCC)

한국선급(정부대행업무팀)
유상진
장재식 해사산업기술과

특수선박계
최원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제기문
최원준

선박시스템·설비
전문위원회 

(SSE)

한국선급(환경배관팀)
진재호
안용택

해사산업기술과
기준이행계

진재호조선기자재연구원 임수연

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술지원팀)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SDC)

한국선급(기본기술팀)
백승률
정우교

해사산업기술과
기준이행계

백승률
한국기계연구원 송치성

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술지원팀) 

선박안전기술공단(도면승인실)

항해·통신·수색·
구조 전문위원회 

(NCSR)

한국선급(협약법제팀)

권용석
이동선
조성훈
김준범
전계정

해사안전관리과
해사기획계

해사산업기술과
e-Nav팀

김용남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선박융복합기술실)

김용남
김종성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정중식
안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미래정책팀) 안영중

한국해양대학교(IT 공학부) 이서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연구부)

박진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선해양 IT 융합연구실)

이광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성능고도화 시험연구센터)

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술지원팀)

도선사협회 

인적요소 ·
훈련·당직 전문위

원회 (HTW)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미래정책팀, 해양플랜트교육팀)

권영태
채종주 

선원정책과
해기계

채종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연구부)

김홍태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 이윤철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한국선급(협약심사팀)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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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전문가 사업부서 간사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홍기훈
해양보전과

배출계
-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정창수
해양보전과

배출계
-

국제유류오염
손해보상기금
(IOPC Fund)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기술연구소) 제기문
해사안전정책과

국제제도계
제기문

해양환경관리공단(예방안전팀)

국제이동위성기구
(IMSO)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위성연구센터)
해사안전관리과

해사보안계
-

◆ 해사안전 · 환경분야 회의

기구 명칭 전문기관(담당부서) 사업부서

국제항로표지
협회(IALA)

이사회(Council) 항로표지기술협회(국제협력팀)
항로표지과

국제계

총회(Conference) 항로표지기술협회(국제협력팀)
항로표지과

국제계
심포지움

(Symposium)
국립해양측위정보원(운영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기획팀)
항로표지과

국제계

항로표지관리 기술위원회(ARM) 항로표지기술협회(국제협력팀)
항로표지과

운영계

항로표지 공학 기술위원회(ENG) 항로표지기술협회(기술연구소)
항로표지과

기술계

e-Navigation
기술위원회(ENAV)

항로표지기술협회(국제협력팀, 기술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융복합기술실)

한국선급(해사ICT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기획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안전연구부)
한국해양대학교(IT 공학부)

동서대학교(컴퓨터정보공학부)
연세대학교(글로벌 융합 공학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선해양 IT 융합연구실)

해사산업기술과
e-Nav팀

항로표지과
항법계

국제노동기구
(ILO)

-
한국선급(협약심사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기획팀)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

선원정책과
해기계

국제연합
기후변화회의
(UNFCCC)

당사국총회(COP)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융복합기술실)
해사산업기술과

특수선박계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융복합기술실)

해사산업기술과
특수선박계

국제연합
유럽경제

위원회(UNECE)

국제연합 위험물운송전문가
전문위원회(UNSCETDG)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기술연구소)

해사산업기술과
특수선박계

붙임2. 행사 자료 사진

제6차 국제해사협의회 개회 해양수산부 인사말씀 (김인철 사무관)

최종보고회 모습 1 최종보고회 모습 2

국제해사협의회 토론 모습 해양수산부 마무리 말씀 (김민종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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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03

 1959년 설립된 UN 산하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 조선과 관련된 국제기 준의 제 · 

개정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현재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인명의 손실과 엄청난 환경적 재난 및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대형 해난사고와 같은 내 · 외부적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들

이 모이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해상안전과 선박설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제 · 개정하는데 초

점을 두었으며 또한 여객선 및 화물선의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어선 및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성 강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상기의 IMO의 결정사항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1962년 

IMO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주요 해운 선진국으로 구성된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계

속 (2013년 재선, 7회 연속 진출)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및 각 전문위원회 통신작업반 내에서 의장직을 수행하여 아국의 위상 

증대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IMO의 향후 정책은 IMO의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된 협약의 효과적인 시행과 집행

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IMO 회원국 감사 제도의 이행

을 통한 각 회원국의 협약 이행 여부 감독이다.

  이와 같은 IMO 내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IMO A그룹 이사국의 면모에 부합하고 또한 조선 1위국

이며 해운 선진국으로서 IMO 국제해사협약 및 기준 제 · 개정과 IMO 운영에 대한 국제해사분야 정

책 리더가 되기 위해 “IMO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

해 우리나라의 IMO 대응 체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I.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및 IMO에 제출할 우리나라  의제문서 개발(19개)

나. IMO 영어 모의경진대회

다. 해사산업의 규모산정에 관한 연구

라.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마.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바. 아태지역 기항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점검지침 개발연구

사. 국제해사안전 환경저널 발행

Ⅱ. 연구의 범위

구분 연구과제

1 가스추진선의 LNG Bunkering 관련 위치선정 및 안전설치 방법에 관한 연구

2 STCW B Code Chapter 5 권고규정의 A Code 강제규정으로의 이관 논의 제안 연구

3 AIS ASM 선상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문구 제정에 관한 연구

4 여객(선원)의 최적 탈출경로 결정 및 선박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선박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연구

5 육상시험 시험수 화학첨가제 표준화 연구

6 2016.1.1 이후 주요개조 된 디젤엔진의 NOx Tier II 적용 허용 제안 연구

7 IMO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 방안 연구

8 POLAR CODE 적용선박의 연료유 탱크 이중선체 보호요건 관련 명확화 연구

9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IMDG Code 내 교육사항의 ICAO 수준 개선 검토 제안 제안

10 IMDG Code 위험물 목록(DGL) 상에 독성 및 피부부식성 정보 추가 개정안 연구

11 해상에서의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한 LNG 대기 방출 규제 기준 연구

12 수중 생존생물 분석 자동분석장치 개발 연구

13 IMO G9 승인을 위한 소독부산물의 분석방법 최적화 연구

14 운항선의 대개조시 EEDI 적용 감축율 재산정 검토 연구

15 선내작업 안전강화을 위한 수신호 통일지침 개발 연구

16 IMO 협약들의 해석기준 수립 제안 연구

17 선박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의 제정 제안 연구

18 선원의 정신적 작업부하 평가를 위한 실험 연구

19 해상 물류 효율성 및 간소화를 위한 선박의 전자적 처리 수단과의 항만 정보 연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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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 총 19개 의제문서 개발 중 2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사단법인 한국선급(KR)

	- 총 19개 의제문서 개발 중 5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KOMERI)

	- 총 19개 의제문서 개발 중 2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2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2. 2016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추진현황

2.1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계약
2.1.1  2016년 3월 31일 용역 계약

(1)  용역 명칭 :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2)  용역 계약 금액 : 일금 5억 7천 2백만원

(3)  용역 기간 : 2016. 3. 31 ~ 2016. 12. 31 (9개월)

2.1.2  2016년 3월 31일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계 제출

2.2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장소 : 2016년 4월 07일 / 해양수산부 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필요성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2.3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장소 : 2016년 9월 08일 / 해양수산부 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추진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2.4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 2016년 12월 14일 / 토요코인 호텔 해운대

•	 참가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토론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2016. 03. 31 - 2016. 

12. 31, 9개월)임

Ⅲ. 연구 용역 기간

2016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상기 1.2항의 세부 과제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한다.

1. 연구 용역 추진 체계 (총괄)

◆ 주관기관(KST)

	- 업무 총괄 (용역 총괄 업무 등 업무 추진)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총 19개 의제문서 개발 중 6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3개 과제 수행
* 의제문서 및 기타연구과제 둥 세부과제에 대해 한국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대, 현대해양서비스, KL-NET과 협

동연구 수행

◆ 협동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총 19개 의제문서 개발 중 4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2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의제문서 및 기타연구과제 둥 세부과제에 대해 동명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융합시

험연구원 등과 협동연구 수행

Ⅳ. 연구의 내용

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KST)

협동연구기관

(사)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82 2016년 IMO 연간활동백서

2016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2016년 IMO 모의 총회 개최04

•	 IMO는 해운 · 조선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제 · 개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며, IMO의 결정사항

은 관련 해양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이에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인 IMO대응을 위한 인재육성이 

필요

•	 한국인 최초 IMO 사무총장의 당선에 발맞추어 미래에 IMO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5년부터 전국 IMO 모의총회 개최

I. 개최배경

83제2장

Ⅱ. 기대효과 

•	 미래 IMO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IMO 대응기관과 대학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IMO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모의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차세대 해사안전 전문가 양

성 기반 마련

•	  (일자 및 장소) ‘16년 11월 10일(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1층 다목적홀 

•	  (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후원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한국해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상내역) 약 3천만원 상당의 상금수여

Ⅲ. 연구 용역 기간

참고1. IMO 모의총회 본선 주요내용

◆ 본선

•	  IMO 관련주제(안전, 환경, 법규, 정책, 교육, 물류) 중 제안한 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영문 PPT로 작성 및 제출하여 예선심사를 거쳐 11개의 팀이 참가

•	  참가한 총 11개의 팀 중 대상 1개 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영국 IMO 회의 참관 등 1주 내

외 견학

	- 대상자 부상 : IMO 런던 견학

	- 참가회의 일정 : 2016년 11월21일(월)~25일(금)

	- 참가 회의명 : MSC 97

	- 대상팀 출국 일정 : 2016년 11월 19일(토)~27일(일), 7박9일

•	 시상식

	- 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상

	- 최우수상 1팀 : 해양수산부 장관상

	- 우수상 1팀 : 해양수산부 장관상

	- 특별상 8팀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상, 한국도선사협회장상, 한국선급협회장상, 한국선주

협회장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 한국해양산업협회장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	 상장

	- 각 기관장의 수상자가 발표된 후 각 기관에서 상장공인처리를 완료한 후 직접 수상자들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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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IMO 모의총회 본선 사진 1참고2. 2016 IMO 모의총회 수상자

상명 팀명 이름 소속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싸우전드 써니

임윤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세미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조용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최우수상 런치핀

고동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김경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임태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우수상 오투

차현일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김지원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현차희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특별상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장상

더 컴퍼스

김현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과

권천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과

최지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한국선급회장상 국제인류애모임

이광백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자히르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아지라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장상

트리플 제이

장시원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지주현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주슬기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장상

고투런던

장훈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김성록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유재연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한국해양산업
협회장상

해(海)리포터

문명애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김연각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김예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상

코이

서제민 학국해양대학교 제무역경제학부

박지현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허지혜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한국도선사협회장상 딥블루

김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

허성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김승환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

한국선주협회장상 희망배

김용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김은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이랑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개회식 (기념사)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식 (기념촬영) 희망배 발표

딥블루 발표 런치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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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IMO 모의총회 본선 사진 2 참고3. IMO 모의총회 본선 사진 3

트리플제이 발표 싸우전드써니 발표

고투런던 발표 더컴퍼스 발표

국제인류애모임 발표 코이 발표

오투 발표 해(海)리포터 발표

심사총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시상

한국선급회장상 시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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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IMO 모의총회 본선 사진 4 참고3. IMO 모의총회 본선 사진 5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상 시상 한국도선사협회장상 시상

한국선주협회장상 시상 우수상 시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 시상 한국해양산업협회장상 시상 최우수상 시상 대상 시상

운영위원장 마무리 인사말 단체사진

89제2장



90 91『해사안전소식』가을호  

제3장
2016년 IMO 국제해사동향

항만국통제 관련 동향 

화물선 안전 관련 동향 

해양환경보호 동향 

선박보안 관련 동향 

기타 해사안전 관련 동향

International Maritime Trend 



92 2016년 IMO 연간활동백서 93제3장

2016년 IMO 국제해사동향

항만국통제 관련 동향 화물선 안전 관련 동향01 02

•	 호주 항만당국은 Gladstone 항에서 선원 임금 미지불 등 국제해사노동협약(MLC) 위반으로 출

항이 정지된 선박의 선원들에게 긴급 식량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섬

•	 홍콩 선적의 18만 톤급 벌크선 Five Stars Fujian의 선원들은 선주로부터 2개월 동안 임금과 식

량 공급을 받지 못해왔으며, 항만당국의 출항정지 조치와 접촉시도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잠적

한 것으로 알려짐

•	 SOLAS 협약 개정*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선박에 선적 전 개별 컨테이너의 총중

량 확인제도가 화주, 터미널, 관계 당국 등의 준비 부족으로 협약 발효시점 이후 혼선을 빚을 것

으로 예상됨
* 동 협약 개정안은 컨테이너선 MSC Napoli 전복사고를 계기로 shipper의 컨테이너 총중량 (gross mass) 계

측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MSC 93 (‘14.5)에서 승인, MSC 94 (‘14.11)에서 채택되어, 2016년 

7.1 발효됨

•	 많은 화주, 터미널, 항만 당국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며, 실질적인 대

비방안이 적기에 마련·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컨테이너 총중량 확인제도, 준비부족 우려 (4.22)
호주 항만당국, 억류된 선박의 선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

(Lloyd's List, 8.17)
01 01

•	 Paris MOU와 Tokyo MOU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감

•	 지난, MEPC 70차 회의에서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키로 결정됨에 따

라,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되며, 2018년도에는 집중점검 캠페인을 통해 

이를 미리 점검해 나갈 예정임 (2020년 이전까지 현행 규제는 황함유량 3.5% 이하)

유럽·아태지역 항만당국, sulphur limit 검사 강화 

(Lloyd's List, 11.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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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가 2016. 9. 8(목)부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협약 가입국은 총 52

개국, 선복량은 세계 선박톤수의 35.1441% 수준으로 동 협약 발효요건을 충족하게 됨 (발효요

건:30개국, 35%)

•	 이에 따라 동 협약은 동 발효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후인 2017.9.8. 발효될 예정임 이며, 동 협

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  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은 ▲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하고 ▲ 선박평

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평형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 국제선박평형수관리증서를 선박에 비치

하여야 함

•	 선박평형수처리장치는 협약 발효 이후 첫 번째 도래하는 IOPP 증서 갱신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해운·조선 산업계에서는 많은 선주들이 노후선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장치 설치 

대신 폐선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미국은 IMO의 동 협약 기준에 따른 평형수처리장치의 승인과 별개로 USCG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USCG가 승인한 처리장치가 없어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선주들

에게 우려를 주고 있음

선박평형수관리협약 2017. 9. 8. 발효

(IMO / Lloyd's List, 9.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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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호 동향03
3

•	 북해, 발틱해 등 ECA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MARPOL 협약상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충족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EC는 연료유 샘플링을 통한 분석 검사를 지난해까지 1000척당 1척에서 올해에는 1000척당 40

척으로 늘여서 시행

EC,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강화 (1월)01

•	 ICS, BIMCO, Intertanko 등 선주단체들은 IMO에 선박의 연료소모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

록 하는 의무 보고제도의 도입을 요청함

•	 연료소모량 또는 CO2 배출량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CO2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의 3단계 

중 첫번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CO2 감축을 위한 해운분야 시장기반조치의 조기 시행

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ICS 등, global CO2 reporting scheme 지지 (2.19)02

•	 8월11일～12일 양일간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안타나나리보 (Antananarivo)에서 해양쓰

레기 투기 관련 워크샵이 캐나다 정부의 지원 하에 마다가스카르 항만·해사·하천청(APMF) 주

관으로 진행됨

•	 동 워크샵은 London Protocol의 전체 규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해양 투기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마다가스카르를 지원하는 계기가 됨
* London Protocol(1996)은 올해 채택 20주년이 되며, 현재 가입국이 47국이고, 최근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마다가스카르 LC/LP 관련 워크샵 개최 (IMO, 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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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가 2020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연료사용비용 증가로 선

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황함유량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배출저감장치(Scrubber)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며, 현재 싱가포르 급유시장 기준으로 배출저감장치는 톤당 440달러, 저유황유는 톤

당 280달러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황함유량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LNG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수요·투자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 경우 건조 비용 또한 증가하여 신규 발주가 억제되므로, 선복량 과잉해소에는 오히려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0.5% Sulphur cap, 선박 건조시장에도 영향 

(Lloyd's List, 11.23)
07

•	 LNG와 벙커유를 주기관의 연료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duel-fuel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운

반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노르웨이 UECC사에 인도됨

•	 LNG 연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용이하므로 LNG 연

료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세계 최초 LNG 연료추진 자동차운반선 취항

(World Maritime News, 9.28)
06

•	 IMO 사무총장은 9.29 Lloyd's List와의 인터뷰에서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로드

맵을 구상중이며 오는 10월 MEPC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동 로드맵에서는 우선 선박의 CO2 배출량 데이터를 면밀히 수집하여 해운산업계의 CO2 배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연료세 부과 및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기반조치가 대책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임

MEPC,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논의할 것

(Lloyd's List, 9.2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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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Verizon사 사이버보안팀은 최근 연구결과 발표에서 진화된 해적들이 해운선사에 대한 온라

인 해킹을 통해 고가화물(high-value items)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여 이를 탈취해 가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해적, 온라인 해킹을 통해 고가(高價) 화물 노려 (3.2)0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해운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

정임

•	 북한으로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며, 석탄, 철광석, 사치품, 항공비행 관련 

물품 등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운송 금지 품목을 실어 나르는 혐의가 있는 경우, UN

회원국 항만 기항을 거부하도록 하였음

•	 또한 북한에 용선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 31척을 지정하여 다른 회원국이 선적국 변경

(reflagged)을 받아주지 못하도록 하였음

UN, 북한 해운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 (3.2)02

99제3장

기타 해사안전 관련 동향05

•	 선박재활용 시설이 밀집한 방글라데시에 안전하고 친

환경적인 선박해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IMO 프로젝트

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노르웨이의 기술협력 자금을 받아 진행되는 동 프로젝

트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6.15 관련 워크숍을 통해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 성과

를 점검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한 바 있음

IMO, 선박재활용 기술협력 프로젝트 순항 (IMO, 6.21)01

•	 2017.9월 선박평형수협약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원유운반선 74척, 석유제

품운반선 114척이 2018-2021 사이에 네 번째 정기검사 (5년마다 실시)를 앞두고 있어, 주요 폐

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장기 용선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쉽게 폐선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유조선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저조한 해운시황,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운데 상당수 선박들

이 폐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평형수 협약 발효로 Tanker 폐선 증가 전망 

(Lloyd's List, 11.16)
03

선박보안 관련 동향04

•	 금년 7.19～7.21, 모로코에서 선박분야 에너지효율강

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기술협력 워크숍이 

개최됨

•	 IMO 및 모로코의 정부/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선

박분야 에너지 효율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

술개발 동향 및 논의를 진행함

•	 IMO 및 모로코의 정부/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선박분야 에너지 효율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 및 논의를 진행함

에너지 효율강화 IMO 워크숍, 모로코에서 개최 

(IMO, 7.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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