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은 IMO 회의에서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IMO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주요
의제별로 식별 및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IMO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한글 번역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주로 하였으며, 정책적·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말들과 관용어를 충분히 참작하였다.
 영어는 그 내용에 가깝고 쓰기 편한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나,
관용적으로 영어 그대로 사용되어 온 것과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은 《외래어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은 원칙적으로 용어의 정의, 발생 배경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관련 논문 및 정책 자료 등을 참조하여 간략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다.
 용어집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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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용어

IMO 회의 및 조직 용어

Credential

신임장
신임장이란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 국가에 통고하는 문서로서, 국제기구 회의에서 신임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인물이 자국을 대표하는 증명 용도로 쓰임

Secretariat

사무국
사무국은 조직·단체에서 인사, 총무 등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함.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사무국은 그 설립 목적에
따른 전문부서와 운영 전반(예산, 회계, 감사 등)을 관장하는
지원부서 등으로 구성
사무국의 수장은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이라 지칭하고
기구의 실질적 책임자를 의미함

Assembly

총회
국제기구에서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의제를 토의하고 어떠한
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 기구(회의)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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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Council

국제해사기구(IMO)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지만 매번 요건을 충족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구의
정책 수립, 재정 운영 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함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서 국제해사기구(IMO) 수장을
의미함. 역대 IMO 사무총장의 명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8

성 명

국 적

재임 기간

덴마크

1959~1961

영국

1961~1963

프랑스

1964~1967

1대

Ove Nielsen

2대

William Graham

3대

Jean Roullier

4대

Colin Goad

영국

1968~1973

5대

Chandrika Prasad Srivastava

인도

1974~1989

6대

William A. O'Neil

캐나다

1990~2003

7대

Efthimios E. Mitropoulos

그리스

2004~2011

8대

Koji Sekimizu

일본

2012~2015

9대

Lim Ki-tack

대한민국

2016~

1. 일반용어

Council Reform

이사회 개편
기존 40개국으로 구성된 IMO 이사국 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이사국 선출 방법, 선출 주기 및 각 범주(카테고리 A, B,
C) 기준 등에 관한 변경을 논의함

Chair / Vice-Chair

의장 / 부의장
회의 진행을 총괄하는 직위를 지칭하며 초기에는 의장을 Chairman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man’
단어는 삭제되고 ‘Chair’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총회
의장은 ‘President’라고 함

< 의장 영문명칭의 변경 >

▶

< 출처: IMO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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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리위원회

SMC

SMC (Senior Management Committee),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각 부서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회임. 기구의 주요 결정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견해를 대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끔. 2020년 2월
SMC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음

이름

직책

소속

Mr. Kitack Lim

Secretary-General

Mr. Lawrence Barchue

Assistant Secretary-General
& Director

Department for Member State
Audit and Implementation
Support

Ms. Heike Deggim

Director

Maritime Safety Division

Mr. Hiroyuki Yamada

Director

Marine Environment Division

Mr. Frederick Kenney

Director

Leg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Division

Mr. Chris Trelawny

Acting Director

Technical Cooperation Division

Ms. Ariane Gireud

Director

Conference Division

Mr. Arsenio Dominguez

Director

Administrative Division and
Acting Chief of Staff

Mr. Sung-Jin Kim

Head

Internal Oversight and
Ethics Office
< 출처: IMO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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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aritime Day

세계 해사의 날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9월 마지막 목요일을 ‘World Maritime
Day(세계 해사의 날)’로 지정하여 각 회원국 주요 인사와 함께 국제
해사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International
Maritime Prize

국제 해사 상
국제해사기구(IMO) 목적달성에 가장 이바지를 한 개인,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1977년에 신설되었으며 1981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음

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바다의 의인상 대상
‘IMO 바다의 의인상’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매년 해상에서
인명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는 2007년부터 회원국 및 관련
국제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중 평가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2011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구출하는
작전(아덴만의 여명)에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석해균 선장이
바다의 의인상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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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해균 선장 바다의 의인상 대상 수상 (2011) >

< 출처: IMO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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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of
Commendation in
recognition of their
acts of bravery

바다의 의인상 우수상

Letters of
Commendation in
recognition of their
courageous actions

바다의 의인상 장려상

1. 일반용어

Day of Seafarer

선원의 날
2010년 STCW 마닐라 회의에서 ‘선원의 날’ 기념일이
신설되었으며, 전 세계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25일에 기념함

IMO Goodwill
Maritime
Ambassador Scheme

IMO 명예 대사 제도
해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젊은 세대에게 해사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 경험 및 지식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에 관해
전파·공유하기 위해 2015년 신설한 IMO 차원의 홍보 제도임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전문기구
유엔과 협정을 맺고 제휴․협력하며,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함.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설치되고, 유엔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기타 연관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임. 협정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각 전문기구 사이에 체결하여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전문기구들은 독자적인 회원국 제도를
가지며, 입법․행정기구, 사무국 및 자체 예산을 갖는 자율적인
기구임. 현재 15개 전문기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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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위원회
국제해사기구(IMO)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11조(Organs)에 따라 기구는 5개의
위원회(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
위원회, 간소화위원회)를 둠. 각 위원회는 해운·조선 부문의 전문성을
지니며 소관 협약의 제·개정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함

Working Group

작업반
IMO 회의 의제 중,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관해 회기
중 별도의 작업반(별도 회의실)을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음. 또한 각
회기 중 작업반 개설은 초안작업반을 포함하여 최대 5개로 제한되어
있음

Drafting Group

초안작업반
초안작업반에서는 논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 완성도 있는
결의서 및 협약 제·개정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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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mmittee

전문위원회
위원회와는 별도로 좀 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MSC 및 MEPC 산하에 7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IMO 회의체 구성 >

< 출처: IMO KOREA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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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ence
Group

통신작업반
정해진 기간의 회기 중에 시간 또는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회기 간 논의를 위해서 통신작업반을 개설할 수 있음.
이는 인터넷 통신수단(E-mail 등)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함

ToR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회기중 작업반, 초안작업반 또는 회기간 통신작업반 등에게 회의
시작 전, ToR을 선정하여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의 범주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
ToR은 통상 ‘위임사항’이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논의 범주를
의미함. ToR를 선정하지 않으면 논의 경과에 따라 기존에 논의
범주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

New Outputs

신규 작업과제
각 IMO 회의(위원회 &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정식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신규 작업과제(New Outputs)
제안을 받으며, 추후 IMO 차원에서 필요성 또는 가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식의제로 해당 회의체에 상정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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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rategic Direction)

전략 방향
국제해사기구(IMO)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을
설정하고 이를 회원국에 공표함

SP
(Strategic Plan)

전략계획
설정된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장기적 이행 측면을 고려한 계획임

Terms and
Conditions

이용약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해야만
하는 일종의 규칙을 의미함. IMO 회의에서는 언론 참여(Media
Attendance)에 관한 이용약관을 공지하여 밝히고 있음

Note Verbale

구술서
다른 국가와 토의한 기록 또는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일종임, 상대국에 질의, 의뢰, 통고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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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FR

재정 규정 및 규칙
FRFR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체적으로 재정 규정 및 규칙을 보유하며,
이에 따라 기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내·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회계감사 결과 (Financial
Report)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원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

PI
(Performance Index)

성과지표
국제해사기구(IMO)는 총회에서 채택된 7개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 1~7)과 관련, 향후 이에 관한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정량적인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40개의 성과지표(PI)를 선정

Plenary

본회의
사전상 의미로써 본회의 또는 전체회의를 지칭함. IMO 회의에서는
본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의미하며, 본 회의장 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서는 ‘Plenary’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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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Procedure

의사규칙
의사규칙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약속으로써, IMO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의 고유한 회의 의사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의사규칙을 준용함.
필요 시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의사규칙 개정이 가능하며, 의사규칙
통합본은 IMO DOCS 홈페이지 내 ‘Basic Documents’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Contribution

분담금
국제해사기구(IMO)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회원국의 분담금
(Contribution)으로 충당되며, 이는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결정됨.
참고로, 만약 회원국이 분담금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권리가 상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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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Audit

외부감사관
IMO 재정 규정 및 규칙(FRFR)에 따라 총회에서 4년의 임기로
외부감사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Credential
Committee

신임장 위원회
IMO 총회 의사규칙 9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게
되면, 사무국은 신임장 위원회(Credential Committee)를
조직하여 이를 검증함. 총회 의장의 지명에 따라 각기 다른 회원국의
5명의 대표가 선임되어 신임장 위원회를 구성

UN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주요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 활동, 군비축소 활동,
국제협력 활동으로 나뉘며, 주요 기구, 보조기구 및 전문기구로
구성됨. 1945년 10월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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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C

국제회의통역사협회
AII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1953년 설립, 100개국 이상의 3,000명가량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회의 통역사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관임

ICSC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국제공무원위원회는 1974년 12월 18일 총회 결의 제3357호에
따라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의 단체임. 본부는 뉴욕에 있음

Statement

성명, 담화문
담화문이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지칭함. 일반적으로 담화문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주무 부처의 장관 등이 국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작성
되며 담화문의 내용은 작성 당시의 주요 현안이나 발표자의 견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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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Inspection
Unit

합동감사기구
국제기구의 사업계획 채택·실적 평가제도 개선 등 행정·예산 분야의
제반 개혁조치 등을 포함한 이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임 (홈페이지 : www.unjiu.org)

Work Programme

작업 프로그램
IMO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신규 의제로 상정되는
안건으로써, 해당 회의의 목적과 IMO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 가능한 안건을 선정하는 절차

Participants

참석자
IMO 회의에 회원국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대표단 리스트를 정보
문서 형식으로 매회의 공개함. 참석자의 직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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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1

Head of Delegation

수석대표

2

Representatives

대표

3

Alternates

교체대표

4

Advisers

자문가

5

Observer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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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협약 용어

Treaty

조약
국가 간 맺는 기록관계에서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93)
한·인도 범죄인 인도조약 (2005)

Convention

협약
양자조약에서 특정 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또한,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담배규제 기본협약 (2005)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약 (2005)

Resolution

결의서
국제기구 및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실행하는 어떠한 의사표명의
완성된 문서를 지칭함. 결의서는 성격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권고적 효력을 지님. 단, 다양한 국제기구의 총회
결의서는 국제관습법 성립을 위한 증거가치로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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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 /Charter /
Statute

규약 / 헌장 / 규정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UN 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

Agreement

협정
국제간 조약의 일종으로 주로 정치적 성격의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 사용함. 국제법상 효력 등은 조약과 동일하나
엄격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합의에 쓰임
예) 한·호주자원협력 협정 (2005)

Protocol

의정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사용
예) 한·루마니아 경제 과학 기술협력 협정개정 의정서 (2005),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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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 Text

정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 시 사용된 언어는
일반적으로 조약문 정본으로 포함되며 조약 당사국의 국어 본도
원칙적으로 정본이 됨

Exchange of Notes

교환각서
조약의 서명 절차를 체결하는 주체 간의 각서교환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행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
예) 한·칠레 사증 면제교환각서 (200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
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로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
예)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한-WTO
양해각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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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부속서
조약문은 크게 제목(title), 전문(preamble),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다시 주된 조문(articles), 최종조항(final
clauses), 부속서(annex)로 구성됨. 부속서란 본문과 분리되어
있으나 역시 본문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로서 통상 기술적인 규정 및
보충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조약의 조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조약 본문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거나 그 체제가 산만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를 부속서로 따로 분리함.

Authentication

인증
조약문이 작성된 다음에 조약문을 채택(adoption)하고 그 조약문을
최종적인 것으로 끝맺는 절차로서, 임시서명이나 서명의 방식으로
행해짐. 인증된 조약문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은
재교섭을 의미함

Force Majeure

불가항력
협약상 불가항력은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
불가능하고, 극복 불가능한 상황을 지칭함.
대부분 국제협약 조문에서 불가항력 경우의 협약 적용에 관해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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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ules

특별규칙
국제협약의 조문에서 특별규칙 조항을 통해 일부 합의에 따라
특별규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OLAS 경우 특별규칙에
따라 협약 및 코드의 4년 주기 발효 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Ratification

비준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지칭함. 비준 의사의
표시는 양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 교환으로, 다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 기탁으로 행해짐

Acceptance /
Approval

수락 / 승인
수락이나 승인은 주로 다자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의
한 방법으로 조약의 원서명자로서 수락이나 승인을 행하는 경우와
조약의 원서명자가 아닌 국가가 수락이나 승인을 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수락의 조건으로” 또는 “승인의 조건으로”
서명한 후 행하는 전자의 경우는 “비준” 그리고 해당 조약채택 시
서명을 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이나 승인은 “가입”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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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on

가입
다자조약의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가 추후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조약상의 규정(가입)에 따라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

Entry into force

발효
발효란 합의된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함. 다자조약에 있어서 협약이 채택되었다 하더라고
발효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봄

Reservation

유보
다자조약 체결 시(서명·비준·가입·승인 또는 수락) 행하는 선언으로,
그 조약 내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력을 자국에 대하여 배제,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

Invalidity

무효
조약의 무효란 조약체결에 있어 국제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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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

기탁
다자조약에 있어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입·비준·수락·승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써,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 국가 사이의 비준서 등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depositary)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김

Registration

등록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조약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둠으로써
비밀외교를 방지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UN 헌장
제102 조는 모든 조약을 UN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함

UN 헌장 제102조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 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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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개정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규정을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조약에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체결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개정됨

Denunciation and
Withdrawal

폐기 및 탈퇴
조약의 당사자들이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로서, ‘폐기’는 양자조약에서 사용되며 ‘탈퇴’는
다자조약에서 사용됨

Circular

회람문서
비강제적 성격을 가지는 IMO가 합의한 각종 지침서와 회원국이
주지할 필요가 있는 다른 회원국의 정책 사항에 대한 문서를 지칭

Circular Letter

회람장
IMO 차원에서 회원국에 알리는 행사 개최 등의 단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Circular Letter 문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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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 acceptance

명시적 수락
통상 협약의 수락 절차는 명시적(Explicit) 수락과 묵시적(Tacit)
수락으로 나뉘며, 명시적 수락은 협약의 개정 사항 채택 이후 정해진
별도 수락 기간이 없고 분명한 수락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지칭함

Tacit acceptance

묵시적 수락
묵시적(Tacit) 수락은 채택된 협약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수락에
관한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되는 방법임

Consensus

총의
통상적으로 조직 및 기구에서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됨.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진중한 심의가
필요하며 국제기구는 총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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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협약 목록
(2020년 1월 기준)

번호

32

협약명

발효일
(채택일)

1

국제해사기구 협약(IMO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58.3.17
(48.3.6)

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80.5.25
(74.11.1)

3

해상인명안전협약 1978 의정서(SOLAS Protocol 1978)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81.5.1
(78.2.17)

4

해상인명안전협약 1988 의정서(SOLAS Protocol 1988)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00.2.3
(88.11.11)

5

스톡홀름 협정 1996(SOLAS AGR 1996)

97.4.1
(96.2.28)

6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68.7.21
(66.4.5)

7

국제만재흘수선협약 1988 의정서(LL Protocol 1988)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00.2.3
(88.11.11)

8

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82.7.18
(69.6.23)

9

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197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77.7.15
(72.10.20)

10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197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77.9.6
(72.12.2)

11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1993 개정(CSC 1993 amendment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93 amendments

미발효
(93.11.4)

12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 1993 의정서(SFV Protocol 1993)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미발효
(93.4.2)

1. 일반용어

번호

협약명

발효일
(채택일)

13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 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197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84.4.28
(78.7.7)

14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199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12.9.29
(95.7.7)

15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SAR 197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85.6.22
(79.4.27)

16

특수상용 여객선협정(STP 1971)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 1971

74.1.2
(71.10.6)

17

특수상용여객선의 구역요건에 대한 의정서(SPACE STP 1973)
Protocol on Space Requirement for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1973

77.6.2
(73.7.13)

18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IMSO C 1976)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INMARSAT), 1976

79.7.16
(76.9.3)

19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INMARSAT OA 1976)
Operating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1976)

79.7.16
(76.9.3)

20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2006 개정(IMSO C 1976, 2006 amendment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INMARSAT), 1976,
2006 amendments

미발효
(06.9.29)

21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2008 개정(IMSO C 1976, 2008 amendment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INMARSAT), 1976,
2008 amendments

미발효
(08.10.2)

22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1965)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67.3.5
(65.4.9)

23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Ⅰ/Ⅱ(기름/산적유해액체)
(MARPOL 73/78 Annex Ⅰ/Ⅱ)
Annex Ⅰ/Ⅱ of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83.10.2
(7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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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번호

협약명

발효일
(채택일)

24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Ⅲ (포장유해) (MARPOL 73/78 Annex Ⅲ)
Annex Ⅲ of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ea in Packaged Form)

92.7.1
(78.2.17)

25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Ⅳ (하수) (MARPOL 73/78 Annex Ⅳ)
Annex Ⅳ of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ewage from Ships)

03.9.27
(78.2.17)

26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Ⅴ (폐기물) (MARPOL 73/78 Annex Ⅴ)
Annex Ⅴ of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Garbage from Ships)

88.12.31
(78.2.17)

27

해양오염방지협약 1997 의정서 부속서 Ⅵ(대기오염) (MARPOL Protocol 1997 Annex Ⅵ)
Annex Ⅵ of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05.5.19
(97.9.26)

28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 1972)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75.8.30
(72.12.29)

29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96 의정서(LC Protocol 1996)
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06.3.24
(96.11.7)

30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INTERVENTION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75.5.6
(69.11.29)

31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1973 의정서(INTERVENTION
Protocol 1973)
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by
Substances ther than Oil, 1973

83.3.30
(73.11.2)

1. 일반용어

번호

협약명

발효일
(채택일)

32

1969 유류오염손행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LC 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1969

75.6.19
(69.11.29)

33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의 1976 의정서(CLC Protocol 1976)
Protocol of 1976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1969

81.4.8
(76.11.9)

34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의 1992 의정서(CLC Protocol 1992)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1969

96.5.30
(92.11.27)

35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협약의 1976의정서(FUND Protocol 1976)
Protocol of 1976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94.11.22
(76.11.19)

36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치에 관한 협약의 1992 의정서(FUND Protocol 1992)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96.5.30
(92.11.27)

37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치에 관한 협약의 2003 의정서(FUND Protocol 2003)

05.3.3
(03.5.16)

38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NUCLEAR 1971)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eld of Maritime Carriage Nuclear Material,
1971

75.7.15
(71.12.17)

39

승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PAL 1974)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87.4.28
(74.12.13)

40

승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1976 의정서(PAL Protocol 1976)
Protocol of 1976 to Amend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age by Sea, 1974

89.4.30
(76.11.19)

41

승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1990 의정서(PAL Protocol 1990)
Protocol of 1990 to Amend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미발효
(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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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번호

협약명

발효일
(채택일)

42

승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2002 의정서(PAL Protocol 2002)
Protocol of 2002 to Amend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age by Sea, 1974

14.4.23
(02.11.1)

43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LLMC 1976)
Convention on Relating to the Carriag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86.12.1
(76.11.19)

44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1996 의정서(LLMC Protocol 1996)
Protocol of 1976 to Amend the Convention on Relating to the Carriag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04.5.13
(96.5.3)

45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 1988)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on, 1988

92.3.1
(88.3.10)

46

대륙붕 고정식 플랫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방지협약 1988 의정서(SUA Protocol 1988)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nental Shelf, 1988

92.3.1
(88.3.10)

47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 2005(SUA 2005)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on, 2005

10.7.28
(05.10.14)

48

대륙붕 고정식 플랫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방지협약 2005 의정서(SUA Protocol 2005)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nental Shelf, 2005

10.7.28
(05.10.14)

49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LVAGE 198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96.7.14
(89.4.28)

50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95.5.13
(90.11.30)

1. 일반용어

번호

협약명

발효일
(채택일)

51

유독 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국제협약(HNS Convention 199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미발효
(96.5.3)

52

유독 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2010 의정서(HNS PROT
2010)
Protocol of 2010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미발효
(10.4.30)

53

위험, 유해 물질 오염사고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2000 의정서(OPRC/HNS
2000)
Protocol 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2000

07.6.14
(00.3.15)

54

2001 연료유 협약(Bunkers Convention 200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n Damage, 2001

08.11.21
(01.3.23)

55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시스템 사용 규제 국제협약(AFS Convention 200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 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08.9.17
(01.10.5)

56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Convention 200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17.9.8
(04.2.13)

57

난파물제거협약(Nairobi WR Convention 2007)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15.4.14
(07.5.18)

58

선박재활용협약(SRC 2009)
Hong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미발효
(09.5.11)

59

2012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2012)
Cape Town Agreement of 2012 on the Imp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미발효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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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안전위원회(MSC)
∙ 자율운항선박(MASS)
∙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 해상보안
∙ 해적 및 무장강도
∙ 기타 사항

2. 해사안전위원회(MSC)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자율운항선박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선박으로써 고도로
자동화되었거나 원격으로 운항시스템의 통제가 가능한 선박을 말함.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육상 통제
시스템과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선박 경계당직(lookout), 장비
점검, 엔진 조종, 화물 선적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율적으로 처리 가능함.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안전성 향상, 해상 운송 효율성 제고, 선원들의
작업환경 개선, 해운·조선 등 해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IMO의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수준 분류 >

<출처: https://m.blog.naver.com/koreamof/22167857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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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System

자율 시스템
자율 시스템은 자율항해시스템과 자율기관시스템으로 구분됨
자율항해시스템은 라이다*, 레이더, IR 카메라(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운항 중인 다른 선박, 장애물, 지형, 날씨 등의
데이터를 읽고 수집 가능한 시스템을 지칭함
자율기관 시스템은 선박의 엔진과 각종 기기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상태와 변화추이를 분석함. 고장 발생 전
분석한 빅데이터를 통해 사고를 예측하거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항 효율을 높임

*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 레이저를 발사해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해 주변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
<라이다로 캡쳐한 화면, 출처: DNV GL – Maritime Remote-controlled
and autonomous 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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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안전위원회(MSC)

Remotely Controlled
System

원격제어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은 선박과 선박 또는 육상과 선박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운항에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칭함. 선박은 운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주변 선박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하고, 또한 육상의 전문 인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Remote Operator

원격운항자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제어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휘 및 통제하는 자로서,
기존의 선장과 선원의 역할을 대신함. 향후 원격운항자의 명확한
정의를 비롯하여 역할과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 IMO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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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Scoping
Exercise
(RSE)

규정 적용 범위 분류작업
MSC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IMO 협약 중 해상안전, 해양환경,
인적 요인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여 협약 내 잠재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이에 다루고 있는
협약들은 다음과 같으며, RSE는 두 단계 절차를 통해 진행됨
•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SOLAS)
• Collision regulations (COLREG)
• Loading and stability (Load Lines)
• Training of seafarers and fishers (STCW, STCW-F)
• Search and rescue (SAR)
• Tonnage measurement (Tonnage Convention);
Safe Containers (CSC)
• Special trade passenger ship instruments (STP)

< RSE 작업 기본 절차 >
< 1단계 >

< 2단계 >

관련 IMO 협약 내 MASS
운용에 필요 또는 방해되는
규정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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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한 규정에 관한 통일해석

▶

개발 등 MASS 운용을 위한
협약 제·개정

2. 해사안전위원회(MSC)

Interim
guidelines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rials

MASS 시운전 임시지침서
동 지침서는 MASS 시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함. 시운전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해상안전, 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와 같은 수준으로 시행되며,
선상이나 육상의 MASS 운항자는 시운전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MASS 시운전 시 사용되는 시설들과
전산시스템의 사이버보안을 점검하는 단계도 지침서에 포함됨

< MASS 시운전 임시지침 개발 원칙 >
1.

산업계와 정부의 통일된 단일지침서 개발

2.

통상적인 일반사항을 고려한 지침 개발

3.

기술적인 상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개발

4.

목적기반기준개발(GBS) 방법과 절차를 준용

5.

IMO와 이해당사자 간의 지침 개발 관련 정보 공유

6.

시운전 수행에 관한 해당 연안국 보고를 포함한 정보 공유

7.

선반 안전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고 예방조치

8.

IMO 국제협약의 준수하에 시운전 수행

9.

항해 및 장비 등 시운전 작업 범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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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Goal-Based New
Ship Construction
Standards

신개념 선박건조기준
GBS란 선박이 수명주기 동안 확보해야 할 안전목표(Safety Goal)
및 기능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다섯 단계로 정의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IMO 법규 체계임.
Goal-based 규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목표만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능하게 함

< GBS 기준 5단계 >

< 출처: http://m.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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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Verification
Audit Scheme

GBS 적합성 검증 감사
선급에서 제정한 GBS 건조 규칙은 GBS 감사팀의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함. GBS 4단계 선급 규칙이 1단계 목적(goals)과 2단계
기능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을 반영 여부를 검증.
3년 주기로 유지보수 감사를 수행하며, 규칙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
Category에 따라 모든 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

Common Structural
Rules (CSR)

Category 1

감사 미시행(Team 요청 경우를 제외)

Category 2

변경사항의 영향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

Category 3

항시 감사를 수행

공통 구조 규칙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 IMO GBS 규정에 따라 개발한 선체
구조 규칙으로써 생명, 환경 및 재산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선박의
설계 수명 동안 선체 구조의 내구성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주요 선체
구조의 결함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설정함. 선박의 구조
강도 및 수밀 구조가 상세 요건을 만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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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Life

설계 수명
선박이 자체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면서 선체구조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 선박의 실제 서비스
설계 수명은 운용조건이나 선박의 전 생애 주기 동안 유지, 보수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Class Rules

선급 규칙
선주와 조선소 및 보험회사의 삼각대 속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급 협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박의 안전 기준

GBS-Safety Level
Approach (SLA)

안전수준접근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과거의 사고 사례 및
미래의 사고 예측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정량적인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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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based
Approaches (RBA)

위험도 기반 접근법
분석대상의 안전도나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접근 방법. 즉, 인명, 재산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목표 위험도를 설정하고, 이 위험도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는 기법

Risk

위험도
사건의 위험한 정도를 일컬으며 발생 빈도와 발생시 피해 규모의
조합으로 표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 정성적(예 : 고, 중, 저)으로 표현하고 두 요소를 조합하여
위험의 크기를 결정

Fault Tree Analysis
(FTA)

결함수 분석
고장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시스템의 비정상적 상태(예 : 고장, 성능
하락)를 하위시스템의 상태나 사건을 조합하는 불리안 논리
(boolean logic)로 표현하여 시스템의 고장률을 정량적으로 산출
하는 방법. 나뭇가지와 같이 하위시스템으로 순차적인 전개를 통하여
결국 시스템의 비정상적 상태는 개별 요소 사건(basic event)의
조합으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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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각 부품의 고장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고장에 대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Failure Modes and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고장 형태, 영향 및 심각도 분석

Formal Safety
Assessment (FSA)

공식안전성평가

계량화된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FSA는 위험 분석과 위험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비용-편익 평가를
통해 생명, 건강, 해양환경 및 재산 보호 등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임. 해상안전이나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규정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됨. 즉, 인명, 해상환경 및 재산
보호를 포함하여 해상안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저감해야 할
위험도와 이에 필요한 비용-편익 평가를 사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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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ause
Failure

공통원인고장
동일한 근본 원인(root cause)에 의하여 다중의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여러
아이템의 고장

Structural
accessibility

구조 접근성
선체구조를 유지ㆍ보수ㆍ검사하기 위하여 선체의 모든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및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것

Root cause analysis

근본 원인 분석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로써 제어·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정의하는 분석 기법

Checklist analysis

목록 분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록 양식으로 된 현존하는 지침에 대한 상황
평가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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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requirements

기능 요건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에서 2단계 요구 조건으로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1단계인 목적(goals)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 요건들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
시스템 내의 한 성분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혹은 위험도 평가에서 한 측면의 변화가 전체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평가하는 분석법

Frequency analysis

발생빈도 분석
과거의 통계적 기록, 혹은 대상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적으로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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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entered
Design (UCD)

사용자 중심 설계
제품의 계획,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인간)의 특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 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개념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
특정 설계나 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법. 안전공학에서는 대개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데
소요 비용과 안전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저감되는 위험도에 대한
편익을 서로 비교함. 최소한 ‘편익 > 비용’ 관계를 만족해야 채택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큰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설계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편익 < 비용’인 경우에도 채택할 수 있음

User interface
design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와 시스템(제품)
사이의 상호 정보교환의 문제점을 지각적, 인지적 측면에서 밝혀내고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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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Means of
Access (PMA)

상설접근설비
선박의 화물창의 높이가 높아 근접·정밀한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발판, 사다리 등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근접검사가 쉽게 하는 검사용 설비를 지칭함

Reliability

신뢰성
주어진 기간 및 환경 조건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확률. 즉,
시간의 측면에서 본 품질로서 일정 기간 주어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을 의미함

Safety Factors

안전계수
기계나 구조물의 설계 시 사용하는 재료의 응력에 대한 허용기준과
설계응력의 비율

Impact Assessment

영향평가
위험도 개선을 위한 관리 행위의 유효성을 추적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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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factors,
Causation factors

원인 요소
인간과실(human error) 혹은 장비 고장과 같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사건 또는 조건(conditions). 원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초기사건, 실패한 안전장치(safeguard), 혹은
마련되지 않은 적정 안전장치를 지칭함

Risk Management

위험도 관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위험 요소 파악, 위험도 산정, 안전 대책
수립, 잔존 위험도의 평가, 관련 기록의 보관, 관련 조직의 구성 및
감사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경영 및 안전관리 활동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
위험도 해석(risk analysis) 결과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위험도 허용기준(risk acceptance criteria)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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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to Analysis

파레토 분석
심층 평가를 위하여 가장 큰 관심 대상을 확인하고 순위를 결정
하고자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선별심사(screening) 기법

Human System
Integration (HSI)

인간-시스템 통합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인력, 조직, 훈련, 인간공학, 시스템안전,
보건, 편의성, 생존성(신뢰성)과 같은 시스템의 분야들을 통합하는
기술적 과정

Human element
analyzing process
(HEAP)

인적요인 분석절차
해상안전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인적 요인을 다루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설계, 인간공학, 실험, 승인 및 관리 등의 기술적 검토와
함께 정원, 훈련, 작업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검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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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

정량적 위험성 평가
전체 시스템에서 모든 위험 요소에 의한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대상은 인명, 환경 및 재산 등이며, 이 중에서 인명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룸

Qualitative risk
assessment

정성적 위험성 평가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에 의한 인명, 환경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를
양이 아닌 특성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시스템에 미치는 특정 위험과
위험 응답의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음

Fatigue

피로
① 정신력, 체력, 신속성, 반응시간, 기능의 조화, 의사결정, 마음의
안정 등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소모의
결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 즉, 인간의
효율성 감소를 의미
② 선체 구조 부재가 파도와 같은 반복하중에 노출되어 일순간에
구조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나타나는
균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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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and
operability
(HAZOP)

위험요소 및 운용성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잠재적인 위험요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위험요소 규명(hazard identification)
단계에서 사용되는 정성적인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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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

Maritime Security

해상보안
원활한 해상 무역을 위해서 선박과 선원, 항만은 해상보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IMO는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에 협조하여 글로벌 해상 무역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규정과 지침서를 발간하고, 회원국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해상보안 신탁자금을 운용함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선박의 선상 정보 기술과 운항 기술 시스템은 육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해킹에 취약함. 보안 침입은 선박, 항만, 해양시설 및
운송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에 위협을 끼치게 되므로 IMO는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산업계가 사이버 위험요인을
초기에 인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함

Stowaways

밀항자
밀항자란 선주나 선장 그리고 관리자의 동의 없이 선박이나 적재
중인 화물 안에 숨어들어 출항 후 선박이나 다음 항만에서 하역 작업
시 적발된 자를 지칭함. 선장은 발견 즉시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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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S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는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해상에서의 선박의 보안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SOLAS 11-2장에 포함됨. ISPS 코드는
선박 항만 보안을 위해 기국, 항만국, 선사,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일부 기국은 특정 해역에 보안 수준을 지정할
수 있음. 기국은 통항하는 선박에 보안 레벨을 알리고, 선박은
선박보안계획서(SSP, Ship Security Plan)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해야 함. 이 과정은 선사, 선박보안책임자(Ship Security
Officer, SSO) 및 선장이 관여함

Ship Security Plan
(SSP)

선박 보안 계획
ISPS 코드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인 모든 화물선에
선박 보안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함. 선박 보안계획은 선박의 보안과
관련된 계획에 제시된 조치 사항들이 선상에서 적용되도록 마련된
계획임. 이는 보안 관련 위험으로부터 인력, 화물, 화물 이송 장치,
창고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이 계획은 ISPS 코드, 산업계, IMO 등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행하는 인정기관 (RO)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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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Security Alert
System (SSAS)

선박 보안 경보 시스템
선박보안경보 시스템은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적이나 테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임. 자동 경보시스템으로써, 비상시
경보시스템을 활성화 시켜도 본선이나 주위에 시각/청각 신호를
발생하지 않음. 경보는 대부분 선주나 보안관리자가 먼저 수신한 후
기국에 알리며, 항해중인 선박의 가까운 연안국에 알려야 함

Company Security
Officer (CSO)

총괄 보안 책임자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선박 보안책임자와 교신하며, 선박 보안계획을
개발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고 이후 보안계획 이행과 정비유지를
담당하는 자

Ship Security
Officer (SSO)

선박 보안책임자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총괄 보안책임자와 교신하며, 선상에서 보안
계획을 시행하고 유지하는 자로서 보통 선장의 임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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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
(PFSO)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총괄보안 책임자, 선박 보안책임자와 교신하며, 항만시설 보안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 및 유지, 보수하는 책임자임

Port Facility
Security Plan (PFSP)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 내의 항만 설비, 선박, 인명, 화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 사항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계획서임

Declaration of
Security (DOS)

보안선언서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와 선박 보안책임자 간에 지정된 보안 수준에
대응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보안 조치를 나타내는 양해문서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ISSC)

국제선박 보안증서
해당 선박의 보안 시스템과 보안장비가 ISPS 코드에 부합하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국으로부터 발행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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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및 무장강도

Piracy

해적
민간 선박(항공기 포함)의 선원이나 승객이 다른 선박에 대하여 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며 공해상 또는
국가 관할권이 속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것. 해적선으로
활동하는데 협조한 행위, 그리고 상기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모든 행위를 말함

Armed robbery
against ships

선박 무장강도
한 국가의 영해 내에서 선박이나 그 선박의 승객과 재산에 행해지는
‘해적’ 행위 이외의 폭력이나 억류, 약탈, 위협 행위를 말함. 또한,
상기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모든 행위를 말함

SUA Convention

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 협약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은 1988년도에 채택
되었으며, 2005년에 개정됨. 선박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방안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선박 강제점령, 선원 폭행,
폭발물 설치 등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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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최적관리기법
서아프리카 기니만 등 해적 행위가 빈번한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BMP Guideline을 발간하고 있음.
발간 목적은 선박의 항로계획과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방어 및
사고 보고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해적과 무장강도들의 공격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해서 지침이 갱신됨

Contact Group on
Piracy in Somalia
(CGPCS)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유엔 안보리 결의서 1851의 ‘해적퇴치를 위한 공통의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 메커니즘’ 수립 권고에 따라, 2009년 1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이
창설됨. 해적퇴치를 위한 회원국 간 국제협력을 조정함

WCA Code of
Conduct

서·중앙아프리카 행동강령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해적, 무장강도, 불법 해상활동근절을
위한 새로운 행동강령으로 2013년 7월 카메룬에서 채택됨. IMO는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다자 신탁 펀드(multi-donor trust fund)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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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Information
Sharing Centre
(ReCAAP-ISC)

아시아해적퇴치협정 해적정보공유센터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 Piracy
Reporting Centre

국제해사국 해적 신고 센터

ReCAAP은 아시아 지역의 해적퇴치를 위한 16개국 간의 다자협정
이며, 현재 20개국이 비준함. 정보공유센터(ISC)를 설립하여 당사국
간 해적과 해상 강도 등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ReCAAP-ISC는 연중무휴 당사국 간 연락망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운업계에 비상 경고를
발송하고, 연안국의 법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함. 수집하고 검증된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ReCAAP ISC는 정기적인 보고서(주간, 월별,
분기별, 반기, 연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해적과 무장강도 사고의
정확한 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공함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전문 부서이며
해적 방지를 위해 설립됨. 전세계 항로를 24시간 감시, 현지 법률을
위반한 해적 행위를 보고하고, 해적 출몰 지역에 대한 경고를 발송함.
IMB는 198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모든 유형의 해상 범죄에
대항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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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unter
Piracy Guidance for
Companies, Masters
and Seafarers

선사, 선장, 선원을 위한 글로벌 해적 대응 지침서

Jeddah Amendment
to the Djibouti Code
of Conduct 2017

지부티 행동강령 2017

MSC는 선원, 선박 및 화물을 보호하고 해적과 무장 강도의 공격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위험 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동 지침서를 채택함. 모든 선박 유형에 적용되며, BMP 최신버전,
ReCAAP ISC 등이 발간한 해적 및 해상보안에 대한 지역별 지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서인도양과 아덴만에서 발생하는 해적과 무장강도를 퇴치하기 위한
지부티 행동강령으로 2017년 1월 사우디 제다(Jeddah)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인신매매와 IUU(불법․미보고․
미규제) 어업을 포함하는 해상에서 불법 행위까지 확대함. 특히,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IMO의 협조를 통해 확대된
해상안전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협력에 동의함.
또한, IMO는 지부티 코드 신탁 펀드를 개설하여 입법, 교육, 역량
구축, 정보 공유의 4대 축을 바탕으로 지역 연합을 구축하여 지역 내
해적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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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 Global
Compact on
Refugees

유엔 글로벌 이주 협약 및 유엔 글로벌 난민협약
2018. 12. 10-11 모로코 마라케시에 안전 및 질서 정연한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유엔 글로벌 이주 협약과
유엔 글로벌 난민협약이 채택되었음.
두 가지 협약 모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범적
시민성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이
겪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충적 보호제도임.
유엔 글로벌 이주 협약의 목적은 난민 수용국의 부담 완화, 난민의
자립 강화, 공식적인 재정착과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한 소위 ‘제3국의
난민 접근 확대 및 안전한 본국 송환 보장을 위한 출신국의 협조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유엔 글로벌 난민협약은 ‘난민이 겪는 곤경은 인류의 공통 과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또 장기화하는 난민의 상황에
대한 ‘예측할 수 있고 공평한 부담과 책임의 공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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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설비기준, 구조기준 등의
하드웨어 요건과 선박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요건들을 망라한
협약임. 1912년 타이타닉 사고 이후 1914년 채택되어, 1929년,
1948년, 1960년 개정됨. 1974년에 새로운 개정 절차로 묵시적
승인을 도입한 이후 개정 작업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됨. 또한
1974 SOLAS 협약에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한 조화제도(HSSC)를
도입하면서 별도의 협약으로 1988 Protocol을 채택함. SOLAS
협약은 협약 운영을 위한 조문(Articles)과 부속서(Annex)에 있는
14개의 장(Chapters)이 본문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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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협약 개정안 4년 주기 발효 체계
SOLAS 협약 개정사항의 발효 절차는 아래와 같이 채택에서
발효까지 대략 18개월이 걸리는 체계였음. 그러나 다수 개정에
기인한 복잡성으로 인해 4년 단위 일괄 발표 체계를 채택함
(MSC.1/Circ.1481)

< 기존의 협약 개정사항의 발효 절차 >

MSC 승인
(Approval)

회람
▶
(6개월)

MSC 채택
(Adoption)

▶
(1년)

수락/비준
(Acceptance)

▶
(6개월)

발효
(Entry into
force)

< 개정된 협약 발효 절차 >

- 2016.1.1 이후 ~ 2018.7.1전에 채택된 개정사항은 2020.1.1 발효
- 2018.7.1 이후 ~ 2022.7.1전에 채택된 개정사항은 2024.1.1 발효
- 2022.7.1 이후 ~ 2026.7.1전에 채택된 개정사항은 2028.1.1 발효

67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2012 Cape Town
Agreement (CTA)

2012 케이프타운 협정
어선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으로 1977 어선 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이 제정됨. 엄격한 규정으로 발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일부 요건을 완화하여 1993 트레몰리노스
의정서로 개정함. 이 또한 현재까지 발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의정서의 세부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점진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의정서 발효를 촉구하고자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를 체결함.
발효 조건은 24m 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며, 현재 11개국이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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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 선박평형수 및 수질오염
∙ 대기오염
∙ 온실가스 및 선박에너지효율
∙ 해양 플라스틱
∙ 기타 사항

3.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선박평형수 및 수질오염

Ballast Water

선박평형수
선박이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및 선체 응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싣고 있는 부유물질이
포함된 물을 지칭

< 선박평형수의 적재 및 배출 >

< 출처: 해양수산용어사전 >

71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Harmful aquatic
organisms and
pathogens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
강, 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 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지칭

BWM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Ballast water
management

선박평형수 관리

연간 50억에서 100억 톤의 바닷물이 다른 나라로 선박평형수에
의해 옮겨지고, 7,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선박평형수와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 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IMO는 본 협약을 채택(’04.02.13). 발효요건인 30개국 이상
가입국 선복량이 세계 선복량 35%를 2016년 9월 8일에 만족하여,
2017년 9월 8일부터 발효

평형수 및 침전물 내에 포함된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그 유입 또는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 또는 그 절차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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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st water
exchange

선박평형수교환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 내 포함된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의 유입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를 200해리 (최소 50해리)
및 수심 200m 이상 되는 외해의 물로 교환하는 방법.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제 D-1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Ballast water
performance
standard

선박평형수 배출성능 기준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내 생존하는 생물의 개체 수를 규정하여 선박의
평형수를 관리함.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제 D-2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적용받는 대부분 선박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설비를 설치하여 평형수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선박평형수 배출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음

생존생물 구분
생물 크기
(최소지름 기준)

지표미생물

배출기준

50μm 이상

< 10 inds. / m3

10μm 이상 50 μm 미만

< 10 inds. / mL

Vibrio cholerae

< 1 CFU/100 mL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시료 1g(습중량)

Escherichia coli

< 250 CFU / 100mL

Enterococcus group
Intestinal Enterococci

< 100 CFU /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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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MS Code (Code
for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코드

Active substance

활성 물질

주관청이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해 따라야 하는
형식승인 절차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육상시험, 선상 시험,
환경시험 및 그 밖에 설계, 건조 및 안전에 관한 요구 사항들에 관한
규정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코드는 2005년 MEPC
53차 회기에서 지침(Guidelines)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MEPC 58차 회기에서 1차 개정된 후 2016년에 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MEPC 72차 회기에서 코드로 채택하여 강제 규정함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에 대해 일반적 또는 특이적인 반응을
가지는 물질 또는 생물(바이러스 또는 균류 포함)을 지칭함

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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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을 사멸 또는 살균처리 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부터 외래종 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협약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활성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에서는 정부의 형식승인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IMO) 승인이 필요함

3.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각 선박에 비치된 선박평형수 관리 공정 및 절차를 기술한 문서를
말하며,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B-1 규칙에서 동 협약을 적용받는
모든 선박은 주관청이 승인한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규정함

Viable organisms

생존생물
종의 번식을 위해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지닌
생물을 말함.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제 D-2 규칙은 외래종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외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내
생존생물의 개체 수를 제한하고 있음

Total Residual
Oxidant (TRO)

잔류산화물
선박평형수에서 염수가 전기분해되면 수소이온과 산화염소이온(H+
+ OCl-)를
생성함.
이후,
해수에
고유하게
포함된
브로마이드(통상농도: 40-65 mg/L)의 농도범위 내에서 많은 H+ +
OCl-이 H+ + OBr-(산화브롬이온)으로 전환됨. 이 두 물질이
살균력(산화력)을 가지며 물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잔류산화물
(TRO)이라고 함. 참고로 이 두 물질은 또한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유기물질과 반응하여 부산물(기타 화학물질)을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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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facilities

수용시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저장, 육상양육 또는
수용시설에서 직접 처리 후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임.

The Joint Group of
Expert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GES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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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전문가그룹
1969년부터 해양환경 자문을 위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산하에서 운영되었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EP (UN
환경계획) 등 UN 기구 등에 자문을 수행함. 2004년
선박평형수협약이 채택된 후 선박평형수 작업반(BWWG)을
구성하여 선박평형수 장치에 대한 독성 · 화학 등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워킹 그룹으로 운영

3.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Anti-fouling
Systems

방오시스템
생물부착을 제한 및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사용되는 코팅, 페인트,
표면 처리, 표면 또는 장치를 말함. 일반적으로 선체에는 방오도료의
도포 또는 코팅이 사용되며 선내 취수를 위한 sea chest 및 관
장치의 생물 부착방지를 위해 해양생물 성장방지 장치(MGPS,
Marine growth prevention system)을 주로 사용함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선박유해방오시스템 사용규제 협약
1960년대 말 이후 선박, 어망, 어구 및 해양구조물의 생물부착
방지용 방오도료 (Anti-fouling paint)로 사용이 급증함. 생태계에
인위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 호르몬)로서
독성이 높은 TBT는 해수 중에 확산하면서 굴 유생을 폐사시키거나
성장을 저해하며, 굴 패각 기형을 가져오고, 전복과 같은 고등류
암컷의 불임을 일으키는 Imposex(암컷의 수컷화) 현상으로
개체군의 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IMO는 1980년대 후반부터 TBT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확인하면서 사용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2001년도 10월에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의
유해방오 시스템 사용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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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ouling

생물 오손
수중 환경에 잠겨있거나 노출된 표면 및 구조물에 미세생물, 식물 및
동물들과 같은 수중생물의 축적을 의미함

Macro Bifouling

대형 생물오손
따개비, 관갯 지렁이 등과 같이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분명한
다세포 생물로서 크기가 큰 생물로 인한 선체 오손을 의미함

Micro Bifouling

미세 생물오손
세균 및 규조류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점액 물질을 포함한 현미경적
크기의 생물로 인한 선체 오손을 의미함. 미세생물오손으로만 구성된
생물오손은 일반적으로 슬라임 층으로 봄
< 미세생물로 인한 선체 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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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e areas

취약 구역
수로학적 응력 다르거나, 방오 코팅 시스템의 마모나 손상, 또는
방오도료가 부적절하게 도포되어 있어 생물오손이 더 잘 발생하는
선박의 구역을 의미함. 취약 구역의 예시로 해수 흡입구, 선수
추진기, 프로펠러 샤프트 등이 있음

Marine Growth
Prevention System
(MGPS)

해양생물 성장방지시스템
내부 해수 냉각시스템 및 해수 흡입구에서 생물오손 축적의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방오 시스템을 의미하며 주입 시스템 및 전기분해의
양극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2011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2011 선박 생물오손 관리 지침서
선박의 생물오손을 통한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와
생물부착에 취약한 구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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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ater cleaning

수중 소제
수중에서 선박으로부터 생물오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함

< 잠수부에 의한 선박 수중 소제 >

< 출처: MARINE LINK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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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0.50% Sulphur limit

연료유 0.5% 황 함유량 규제
0.50% Sulphur limit under MARPOL Annex VI,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SO2 및 SO3)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중유(3.5% S 이하) 대신 황 함유량 0.50% 이하 연료를
사용하는 규제로 202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규제임

< 연도별 황 함유량 규제 기준 >

< 출처: DNV-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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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

배출통제구역
ECA(Emission Control Area),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크게 황산화물 배출을 제한하는 구역인 SECA(SOx
Emission Control Area)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제한하는 구역인
NECA(NOx Emission Control Area)로 구분됨. SECA는
2015년부터 북미지역과 북해 및 발트해 지역에서 시작되어 신조 및
운항 선박 모두 적용 대상이며, NECA는 2016년 북미지역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1일 때부터는 북해 및 발트해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신조 선박만을 대상으로 규제함

< SECA & NECA 해당 지역 >

< 출처 : DNV-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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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 샘플링

Fuel Sampling

공급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검증 방법(MARPOL Annex 6,
Appendix 6)에 따라 MARPOL 샘플은 100% 신뢰도를 만족해야
하며, In-use(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와 On-board(선박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거나 사용을 위해 선적하고 있는 연료유) 샘플은
95% 신뢰도를 만족해야 함

구분

신뢰도

공급 연료유 샘플
(MARPOL Deliverd Sample)
사용중 및 보관 연료유 샘플
(In-use and onboard sample)

FONAR

허용범위
0.10%

0.50%

100%

0.10%

0.50%

95%

0.09~0.11%

0.47~0.53%

적합 연료유 이용 불가시 보고서
FONAR(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적합 저유항 연료유
이용 불가시 제출하는 보고서로 벙커링 예정 항만 당국, 기국 및
입항지 당국의 동의 후 한 항차만 부 적합유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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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N

연료유 공급서
BDN(Bunker Delivery Note), 연료유 수급 시 선박에 제공되어야
하는 공급서로 협약의 요건에 따라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함

EGCS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스크러버)
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으로서 일명 스크러버라고 불림. 저유황유 사용을 대신하여
엔진에서 연소한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을 줄이는 기술(MARPOL
Annex 4 규칙에 따라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과 동등 물로
분류됨)로서 해수를 이용하여 SO2 및 SO3를 줄임. 세정 배출수의
배출허용 가능 여부에 따라 Open(개방), Closed(폐쇄) 및
Hybrid(통합형)로 나뉨

< EGCS 종류 (Open & Closed type) >

< 출처 : DNV-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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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S wash water

스크러버 배출수
EGCS wash water는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오는
세정수로 EGCS 지침서에 따라 pH,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NTU(Nephlometric turbidity units) 및
Nitrate(상시 모니터링 제외)를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함

질소산화물

NOx

NOx(Nitrogen Oxides), 엔진의 연소에서 공기 중 질소로부터
고온에서 발생하는 물질(Thermal NOx)로서 주로 NO 및 NO2
형태로 배출됨

Tier

선박건조일
(이후)

허용범위(g/kWh)
n(rpm) < 130

130 ≤ n < 2,000

n ≥ 2,000

I

2000.1.1.

17.0

45.0 x n-0.2

9.8

II

2011.1.1.

14.4

44.0 x n-0.23

7.7

III

2016.1.1.

3.4

9.0 x n-0.2

2.0

* 글로벌 질소산화물 규제이며, 국내는 Tier II 수준으로 규제 중(신조선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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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엔진 연소 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로 촉매(V2O5/TiO2 기반)와 환원제인
우레아(Urea)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기술이며, 크게 T/C(Turbo Charger) 전단에 위치한 HP(High
Pressure) SCR과 T/C 후단에 위치한 LP(Low Pressure) SCR
시스템이 있음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엔진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일부(30~40%)를 재순환시켜 배기가스 내 산소 농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시키는 기술임

Black Carbon (BC)

블랙카본
BC(Black Carbon), 미세먼지 중 가장 강력하게 빛을 흡수하는
성분으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그 때문에 생기는
탄소 입자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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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T

국제청정교통위원회
ICCT(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국제적
운송수단(선박, 항공 등)의 청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IMO와는 블랙카본, EGCS 세정수, 중유 등의 논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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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및 선박에너지효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이며 1992년 5월 9일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됨. 2020년 5월 기준 196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을 합쳐 총 197개 당사국이 협약을 채택하여
거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임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감축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보완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 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해당 의정서에는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록 및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와 그 국가의 감축량
등을 규정하고 있음

EEDI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선박을 건조할 때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지표화하기 위한 지수이며, 1톤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 배출량(g)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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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GHG)

온실가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하며,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침
<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

CBDR+RC

화학식

명칭

CO2

이산화탄소

CH4

메탄

N2O

아산화질소

HFCs

수소불화탄소

SF6

육불화황

PFCs

과불화탄소

NF3

삼불화질소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능력
CBDR+RC(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Respective Capabilities),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으로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니나, 국가별로 책임의 정도를 차별화하여
개발도상국과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필요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솔선하여 대응해야 함을 의미

89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NMFT

비차별원칙
NMFT(No More Favorable Treatment), 국제해사기구협약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대한 동일한 적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NMFT 원칙이라 함.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달라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BDR+RC 원칙과 상충

MBM

시장기반조치
MBM(Market Based Measure),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도입하여 교토 메커니즘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치로
배출권거래제(ETS), 청정개발제도(CDM) 등이 있음. 국제해사기구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시장기반조치를 고려. 다만,
MEPC 위원회는 2013년 이후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까지 IMO가 고려한 국제해운 부문의
시장기반조치 종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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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 >
구분

제도명

내용

제안국가

1

국제 온실가스 펀드
(GHG Fund)

선박 연료유 톤당 일정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덴마크, 사이프러스,
발생된 기금을 통해 외부 배출권(credit)을
마셜군도, 나이지리아,
구매하여 감축목표 달성
IPTA

2

배출권거래제도
(ETS, Emission
Trading System)

선박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할당하며, 타 참여자와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통해 기금을 생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활용

3

효율 인센티브제도
(EIS, Efficiency
incentives Scheme)

4

선박효율크레딧
거래제도
(SECT, Ship
Efficiency Credit
Trading)

선박에 EEDI와 유사한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선박은 미달성만큼의 효율크레딧을
구매해야 하고, 기준 충족 선박은 달성만큼의
효율크레딧을 판매하는 제도

5

항만세
(PSL,
Port State Levy)

선박이 항만에 입항 시 항해기간 동안 배출량에
비례하는 세금을 항만당국에 납부하는 제도
항만당국이 입항 선박의 화주에게 세금 부과

자메이카

6

바하마 제안
(Bahamas' Proposal)

현존선의 선령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

바하마

7

환급제도
(RM, Rebate
Mechanism)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시장기반규제에 접목
또는 별도의 제도 개발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함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온실가스 기금제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량이
일본,
일정기준 이하인 저탄소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세계해운위원회(WSC)
주는 제도

미국

* 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19, 국제해운 시장기반조치 적합성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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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Agreement

파리협정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설립한 협정으로 감축 의무를 부담하던 국가가 40여 개에 불과했던
교토의정서에서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며,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닌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목표(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로 함

IMO Greenhouse Gas
Study
(GHG Study)

IMO 온실가스 연구
국제 해운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IMO에서 실시하는 연구이며 1차 연구
결과는 2000년, 2차 연구 결과는 2009년, 3차 연구 결과는
2016년에 발표됨. 현재 4차 연구 수행 중이며, 2020년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 3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국제
해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를 배출함

Attained EEDI

EEDI 계산값
EEDI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해당 선박의 실제 EEDI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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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EEDI

EEDI 허용값
선박의 건조 연도에 따라 해당 선박이 만족해야 하는 EEDI
값으로서, ’99~’09년까지 건조된 선박들의 선종별 EEDI 평균에
감축률을 적용한 기준값임. EEDI 허용 값은 건조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Phase 0(건조 연도 ’13~’14년) 0%, Phase
1(건조 연도 ’15~’19년) 10%, Phase 2(건조 연도 ’20~’24년)
20%, Phase 3(건조 연도 ’25~’30년) 30% 이상 감축하여야 함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EEOI

에너지효율운항지수

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계획서로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

EEOI(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항 선박의
실제 연료소비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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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
(“초기전략”)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의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선언한 결의안 (Res.MEPC.304(72)). 전략의 비전은 금세기 이내
가능한 가장 빨리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를 퇴출(Phase out)하는
것이며, 2030년까지 2008년 국제해운 탄소집약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2008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 등을 포함하고 있음

National Action Plan
(NAP)

국가별 행동계획
선박 온실가스 감축 관련 IMO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수단, 각 국가의 연구 및 활동 등을
포함한 국가별 선박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임

Revised IMO GHG
Strategy

개정 전략
초기전략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의지와
목표를 담고 있으나 선언적인 결의안일 뿐 구체적인 감축 수단은
합의되지 못함. 초기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개정 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며 개정
전략은 2023년(MEPC 80th)까지 개발하여 채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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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XI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
EED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DI와
동일하게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지표화하기 위한 지수이며,
계산방식도 EEDI와 동일하나 선박을 건조할 때 계산해야 하는
EEDI와 달리 EEXI는 현존선박에 적용하는 개념임. 초기전략 채택
이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EEXI를 제안하였으나, ’20년 5월 기준으로
아직 EEXI 활용한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현존선 효율 규제 중 하나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GloMEEP)

국제해사에너지효율파트너십

IMO DCS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GEF(지구환경금융), UNDP(유엔개발기구), IMO(국제해사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10개의 시범 국가를 선정하여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조치 이행을 지원

IMO DCS(Data Collection System),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정보(연료유 사용량, 운항 거리,
운항시간, 선박 정보 등)를 수집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선박에너지 효율진단 및 규제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2019.1.1.
이후 사용한 연료유 사용량 등을 주관청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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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V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또는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원칙

EU MRV

EU MRV
유럽연합 영해 항만 입항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운항 시간, 운항
거리, 화물 운송량 등을 수집하여 선박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활동의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EU
회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이
대상임. IMO DCS와 유사한 제도이나 EU MRV는 화물 운송량을
수집하지만 IMO DCS는 화물 운송량을 수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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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dustry
Alliance (GIA)

저탄소 해운을 위한 국제산업연합
GloMEEP 프로젝트 아래에서 만들어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로 고효율/저탄소 해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산업 리더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함. 해운사뿐만
아니라 석유 업계, 엔진 제조사 및 기자재업체, 빅데이터 제공업체,
항만 등 다양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하여 혁신적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Global Maritime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s
Network (GMN)

국제해사기술협력센터네트워크

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IMRB)

국제해사연구개발이사회

유럽연합(EU)이 후원하고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협력을 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로,
대륙별 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이전,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

선박 연료유 톤당 기여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대형 선박의 저탄소/무탄소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함. 2020년 5월 기준 IMRB 설립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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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

탄소집약도지수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현존선의 운항에너지효율 규제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탄소집약도 계산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제안되는 모든 지수를 CII로 통칭

GHG TC-Trust
FUND

온실가스 기술협력 신탁기금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IMO 초기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함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2019년 7월 설립된 다자 신탁기금

EPL (EngPoLi)

엔진출력제한
EPL(Engine Power Limitation),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저감 조치로 현존선박이 선박 교체 및
에너지효율저감장치 설치 등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감축 수단. EngPoLi 라고 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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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력 제한

SHaPoLi

EPL과 동일하나 엔진 출력이 아닌 축 출력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EPL와 SHaPoLi의 차이는 아래 표 참조

구분

기본

고정 출력제한

ShaPoLi

EPL(EngPoLi)

MCR

MCR

제한 MCR

MCR

MCR

제한출력

-

-

제한 MCR

제한 MCR

Pme

MCR의 75%

제한 MCR의
75%

제한 MCR의
75%

EEDI

기준값

개선

개선

MCR 86.25% 이상
MCR의 75%
MCR 86.25% 미만
제한 MCR의 100/115
기준값
개선

- (ShaPoLi) 조건 없는 출력 제한 방법이며 제한된 출력만큼 EEDI 값의 개선이 가능
- (EPL/EngPoLi) 출력 제한에 조건 있음. 제한된 출력이 엔진 Margin(MCR의 13.75%)보다 커
야 EEDI 값의 개선이 가능
- 최대출력 제한 개념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EPL/EngPoLi가 ShaPoLi에 비해 더 보수적인 접근법
으로 상대적으로 EPL을 사용했을 때 EEDI 개선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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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rming
Potential (GWP)

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이바지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이라고 할 때 이와 비교하여 영향
정도를 나타낸 값. 예를 들어 메탄(CH4)의 GWP는 21, 메탄 1kg은
이산화탄소 21kg에 해당하는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침

Zero Emission
Vessel (ZEV)

탄소제로선박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운항하거나, 또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여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시키는 기술을 가진 선박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군소도서개발국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하면서 인구, 자원, 위치, 재해, 취약성 및
환경파괴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각지의 작은 섬
국가를 통칭하는 말이며, 유엔 사무국에서 SIDS 목록으로 52개국을
수록하고 있음
- SIDS List (웹페이지)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
-areas/sids/resources/sid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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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최빈개도국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구조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국가로, 경제적, 환경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인적 자산 수준이
낮음. 유엔 사무국에서 LDCs 목록으로 47개국을 수록하고 있음
- LDCs List (웹페이지)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least-devel
oped-country-category.html

Carbon intensity

탄소집약도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함. 탄소 집약도가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한다(탄소를 많이 배출)는 뜻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지구환경금융
개발도상국들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0월 설립.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세계은행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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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s of Ambition

의욕 수준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을
통하여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의지, 포부를 정량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3단계로 설정함
< 의욕 수준 단계별 내용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Waste Heat
Recovery System
(WHRS)

내용
신조선에 대한 EEDI 단계적 감축을 강화
국제해운의 탄소 집약도를 ’30년까지 ’08년 대비 40%
이상 감축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50년까지 ’08년 대비
50% 이상 감축

선박 폐열 회수장치
선박 엔진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에너지 저감 기술로 연료유 효율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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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O

Hydro-treated Vegetable Oil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가공과정에서 수소가
첨가된 식물성 연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오 디젤 대비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됨.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은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료에 황이나 산소 성분이 없어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분진 등을 적게 배출함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보조 기관에 협약과 관련된
과학·기술 문제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매년 2회 개최함.
이 기관은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개방하며 유관 전문분야의 권한
있는 정부 대표로 구성됨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의 회의임.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 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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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이며,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므로 국가마다 감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함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대표농도경로
2010년 개발되어 IPCC AR5(제5차 평가보고서)에 적용되었으며,
인위적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함.
하나의 대표 복사강제력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 (Representative)”, 온실가스 농도
변화는 시간에 따라 달라짐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로 (Pathway)”
라는 용어 사용

구 분

CO2농도

2100년 이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며 복사강제력은 3W/㎡에서 정점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421ppm

RCP4.5

2100년 까지 돌출경로(정점 후 감소) 없이 4.5W/㎡ 안정적 도달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538ppm

RCP6.0

2100년 이후 돌출경로(정점 후 감소) 없이 6.0W/㎡ 안정적 도달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일부 실현되는 경우

670ppm

RCP8.5

2100년에 8.5 W/㎡에 도달하기 위해 복사강제력 경로 지속적 증가
현재 추세(저감 활동 없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

936ppm

RCP2.6
(또는 3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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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

공통사회·경제 경로
발전하는 사회와 자연 시스템의 실현 가능한 다중 추세를 분석하는
시나리오이며, 인구 / 경제 / 개발 / 기술 / 생활양식 / 환경·자원 /
정책·제도 고려함

구 분

설 명

SSP 1
지속가능성

자원 집약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면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진전을 보임. 이는 급속한 기술 개발
과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룬 환경친화적인 세계이며, 저소득 국가도 포함된다.

SSP 2
현재추세유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진전의 추세가 보이는, 최근 수십 년의 전형적 세계. 화
석 연료 의존도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의 개발이 고르지 않게 진행됨

SSP 3
분열화

극심한 빈곤, 적당한 재산,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를 상대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지역이 특징

SSP 4
불평등

상대적으로 작은 매우 불평등한 세상으로, 부유한 전 세계 엘리트가 대부분의 GHG
배출량의 책임이 있는 반면, 기후의 영향에 취약한 더 크고 가난한 그룹은 해로운 배
출량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완화 노력이 미비하고, 비효율적인 기관과 대규모 빈곤층
의 낮은 수입 때문에 적응이 어렵다.

SSP 5
재래식 개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세계. 빠른
재래식 개발은 화석연료가 지배하는 에너지 체계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GHG 배출량
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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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Fishing Gear

어구
어업 활동에 있어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를 총칭함. 해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80% 이상이 유실되는 어구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2009년 12월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나오는 이름으로 무허가 혹은 어업 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국가 또는 국제 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그리고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을 이용할 경우를 지칭함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ALD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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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
어업 활동 중 버려지거나(abandoned) 유실(lost) 또는 고의로
버려지는(discarded) 폐어구를 총칭.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ALDFG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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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PAP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유엔
환경 계획(UNEP)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해온 지역협력프로그램으로 1994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여 정식으로 출범함.
관할 해역은 북위 33 ~ 52° 와 동경 121 ~ 143° 사이의
회원국 (한·중·일·러 4개국) 해양 및 연안 지역임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지역수산관리기구
정해진 지역의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2001년 12월 유엔공해 어족보존협정이 채택된 이후
지역 수산관리기구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어업관리 권한도 실질적으로 크게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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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RAP MALI)

해양 쓰레기 지역실천계획
NOWPAP 회원국들은 해양 쓰레기 저감 및 수거를 위해 노력해옴.
회원국들은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 오염 예방,
모니터링 및 수거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권장했으며, 이에, 해양
쓰레기 지역실천계획(RAP MALI)을 수립

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연안국이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 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국제해양법상 해역을 칭함

<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daegu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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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OS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4월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논의 결과로 탄생.
협약이 발효된 것은 1994년 11월 16일이며, 영해·접속수역·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해양과학 조사·해양기술 이전·분쟁
해결 등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음

Port Reception Facility
(PRF)

항만수용시설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IMO 국제협약 및 이에 따른 자국의
해양오염방지법 내 항만수용시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기름, 유해 액체 물질, 폐기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지칭함

Polluter Pays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원칙
환경을 오염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원칙으로 3P 또는
PPP로 줄여서 부르기도 함. 그 배경은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원칙"으로 권고된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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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AR Convention

OSPAR 협약
OSPAR Conventio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북동
대서양의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OSPAR 협약으로
불리며, 대서양 북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미, 영, 프, 독, 벨, 등
15개국이 참여한 정부 간 행정 협정임. 해양 폐기물, 방사능 및
위험물 투기 금지,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Barcelona
Convention

바르셀로나 협약
Barcelona Convent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976년 2월 16일 작성, 1978년 2월 12일 발효됨. 명칭은 '지중해
오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며,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 선박ㆍ항공기에서의 폐기물 투기, 해저개발과 연안 개발에 의한
오염 등 대부분 오염원에 관한 조치 내용을 포함

Garbage Record
Book (GRB)

폐기물 기록부
선박에서의 해양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
기록부.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선박검사 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에서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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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f containers

컨테이너 유실
해상에서 컨테이너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의미하며, 선박의 복원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사고 후 회수가 매우
어려우며 해양 오염원으로 분류됨
< 선박 컨테이너 유실 사고 >

< 출처: SHIPPER’S JOURNAL >

Micro-Plastics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정의됨(GESAMP,
2015). 미세플라스틱은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
(primary microplastic)과 2차 미세플라스틱 (secondary
microplastic)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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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Number

선박식별번호
선박의 고유번호로, 선박 등록 신청 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부여하고 있음. 사람에 비유했을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기관실과 선미에 표기하거나 탱커는 펌프 룸에
표시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Grey water

중수
중수(Grey water)는 선박의 거주 구에서 선원이 사용하는 샤워실,
세탁실을 통해 배출되는 폐수를 총칭

Sewage water

오수
선박의 선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변기로부터 배출되는 배출수를
의미하며 ‘오수’라 지칭함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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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ing Fish
Aggregation Devices
(DFADs)

부유식 집어장치
어업 방법의 하나로 해양생물을 유인해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띄워놓는 부유물을 지칭함. dFAD는 스티로폼 등의 물질로 만든
도구로, 어선들이 바다에 띄워놓으면 해양생물들이 이것을
피난처라고 생각해 모여들고 모여든 해양생물들 주위로 그물들 둘러
전체를 퍼 올리는 방식으로 주로 참치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사용됨.
최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부유식 집어장치 >

< 출처: 그린피스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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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FRP)

섬유 강화플라스틱
에폭시 수지나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에 유리 섬유나 탄소 섬유를
혼합한 복합 소재를 섬유 강화플라스틱이라고 함. 이 소재는
플라스틱이 갖는 장점 즉 가벼운 무게와 녹슬지 않고 가공이 쉬운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강도가 증가하여 쉽게 깨지지 않고
열을 가해도 변형되지 않은 특성이 있음

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

태평양 거대 플라스틱 섬
태평양에 있는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 섬으로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모여 있는 지역을 칭함.
비영리 연구단체 오션클린업파운데이션은 2018년 3월 28일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을 3년간 추적 연구해, 그 결과를 공식 발표했으며,
조사팀에 따르면 GPGP의 규모는 점점 커져 60만 제곱마일(약
155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한민국 면적의 약 15배임

< 태평양 거대 플라스틱 섬 (GPGP) >

< 출처: www.seoulwi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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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ean Cleanup

오션클린업
2013년 설립,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비정부조직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CEO는 1994년 네덜란드
출신의 청년 Boyan Slat로서 2011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을 계기로 회사 설립

< 출처: www.oceancleanup.com >

3R

Reduce(감소),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을
의미. 자원의 절약과 자연계의 자정 능력 범위에서 폐기물을
배출시켜 환경 영향 감소와 기술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115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Marking of
Fishing Gear

어구 마킹
우리나라 정책으로 시행되는 ‘어구실명제’ 제도와 같은 의미로서,
어구(Fishing Gear) 표면에 어구와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새김(Marking)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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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SPH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오염성 평가 작업반
ESPH (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Pollution Hazards of Chemicals), PPR 산하에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오염성 평가를 하는 작업반

EHS

위해성 평가 작업반
EHS (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Hazards of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hips), 선박운송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작업반

IBC Code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 코드
IB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IBC 코드는 대량의 화학물질 운송은 SOLAS VII 장과
MARPOL Annex II 규정을 따름. 두 협약 모두 1986년 7월 1일
이후 산적액체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탱커선의 건조 및 장비에
대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건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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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 Code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코드
BCH Cod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MARPOL
Annex II의 11 규칙에 따라 1986년 7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케미컬
탱커는 IBC Code의 전신인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 코드(BCH Code)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BCH 코드는 1974년 SOLAS 협약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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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위원회(LEG)

선원유기 재정보증

Seafarers

선원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사
및 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함. 우리나라 선원법은
구체적으로 선원을 선장과 해원(직원 및 부원)으로 구분하며,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함.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함.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함.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함

Abandonment of
seafarers

선원의 유기
다음의 경우에 선원의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유기된 선원의 구제방안이 마련됨
❶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❷ 선박소유자가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❸ 선박소유자가 관련법 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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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triation of
seafarers

선원의 송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바로
송환하여야 함. 다만, 선원의 요청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송환을 위한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기타비용을 말함.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선원이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및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 근로 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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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ILO joint
database

IMO/ILO 공동 데이터베이스
IMO 및 ILO가 선원 유기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원 유기 사건
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게 됨.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선용품협회 (International Shipsuppliers & Services
Association ; ISSA)의 지원을 받아 2005년 4월 1일에 DB가 구축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 보고된 모든 사건사례
를 포함하고 있음
IMO/ILO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4년~2019년 기간 동안
총 415건의 유기사건이 있었으며 5,297명의 선원피해가 발생하였
음. 이 중에서 182건은 해결되었고(resolved), 88건은 분쟁 중이며
(disputed), 52건은 조치가 불필요함(inactive). 그러나 82건
(19.8%)은 여전히 미해결(unresolved) 상태임
2011년~2016년 기간 매년 12건에서 19건의 선원유기 사건이 발생
하였으나, 2017년은 55건, 2018년에는 44건, 2019년에는 40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크게 증가함. 아울러 선원유기 재정보증에 관한
2014년 해사노동협약(MLC) 개정안이 2017년 1월 18일 발효된 이
후인 2017년 1월 18일 ∼ 2019년 12월 13일 동안에는 총 137건
의 선원유기 사건이 IMO/ILO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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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2006년 해사노동협약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은 1920년부터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등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되고, 2013년 8월
20일 발효된 국제협약임. 우리나라는 국내 선원법에 수용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및 선원법 내용에 따라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과 관련되는 16가지 항목에 대한 인증검사제도를 시행

구분
서문

배경, 목적

조항

일반의무, 기본 원칙, 주요 내용

제1장

선원을 위한 최저 근무요건
(Minimum Requirements for Seafarers to
Work on a Ship)

제2장

근로조건(Conditions of Employment)

제3장

거주설비, 오락 시설, 식량 및 조달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제4장

건강 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제5장

준수 및 집행
(Compliance and Enforcement)

< 출처: ICS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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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해사노동적합선언서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으로
책임 당국이 작성하는 제1부 및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는 제2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검사되어야
할 항목 및 관련 규정 등을 식별하여 표시하며, 제2부는 검사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식별하고 있는 선언서임

국제노동기구(IL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임.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한 기관으로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2019년 ILO 100주년 총회 의제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근로(Work for a Brighter Future)”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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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curity

재정보증
선박소유자가 도산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선원을 송환시킬 수 없는
경우 등 선원의 유기가 발생할 경우, 송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제도가 필요함. 2006년 ILO 해사노동협약에서 회원국은
선원이 정당하게 송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재정보증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재정보증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정보증장치에 의한 지원은 다음
하나를 보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함
❶ 체불임금, 근로계약 등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불해야 할
기타권리 (단, 4개월까지의 체불임금과 기타권리로 제한)
❷ 송환 비용을 포함한 선원이 부담한 합리적 금액
❸ 선원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유기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식량, 필요 시 피복, 주거, 식수 공급, 선내 생존을 위한
필수 연료, 필요한 의료관리 및 그 밖의 합리적인 비용 또는
부과금 등을 포함하는 선원의 필수 경비
우리나라 선원법(제42조의2)에서도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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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insurance
(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선주상호보험
해상운송에서 선주들이 서로의 손해를 상호 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임.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은 인명이나 여객에 관한
선주의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화물의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간략히 P&I 보험이라고도 함.
인명이나 여객에 관한 선주들의 손해 등을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상하려 하지 않고 보상하더라도 보험 가입 시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므로, 선박 소유자들이 공제조합인 P&I club을 설립하고 만든
일종의 상호보험임.
영국을 위주로 발달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영국의 런던과 뉴캐슬 등
17개의 대형 P&I 클럽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제정 및 공포되어 1999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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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
(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

128

국제해운연맹
ISF는 1909년 창설된 민간기구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선원
문제에 관한 선주의 권익 보호와 자문을 위해 각국의 선주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한국선주협회는 1980년 8월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음.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 이후 고용 문제 및 노사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자 선원노조의 세계적인 단체인 국제운수
노동자연맹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ISF는 그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음 ISF는 선원의 모집, 훈련, 자격 규정, 승무, 사고방지,
의료복지, 임금, 노동조건, 고용조건, 선내 거주 시설과 복지시설,
사회보장제도 등 선원 문제 전반에 걸쳐 각국 선주의 이익을
도모했음.
ICS와 성격이 비슷하여 1975년 ICS에 통합하여 국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ICS는 모든 규제적/법적 문제 및 운영상 제반 문제에
관여하는 반면, ISF는 주로 노동문제 및 훈련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룸

4. 법률위원회(LEG)

허위선박등록 불법행위 방지

Registration of
ships

선박등록
국제적으로 선박을 소유하게 되면 선박을 등기·등록 또는 등록 또는
등기를 해야 함. 우리나라는 선박 등기와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선박 등기는 선박에 관한 사적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박등록은 선박 항행의 전제 요건으로서 해상의
질서를 유지 감독하고 해사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등록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고,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등기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프랑스, 일본 등은 등기와 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 선박법에 따르면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며, 다만, 선박법
선박계류용·저장용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함. 선박의 등록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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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ulent
registration of ships

허위선박등록
선박을 허위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예로 서류를
위조해 제3국에 선박등록을 하거나, 특정 국가의 국적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3국의 관할관청에 알리지 않고 선박을 허위로
등록해 이를 IMO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음.
한 예로 2017년 3월 23일 콩고 정부의 회람서(No.3717)에 따르면,
콩고 국적에 등록된 84척의 선박 중 73척이 콩고 해사청의 승인
없이 등록되어 있었음. 이후 콩고의 국적을 허위로 등록한 73척의
선박은 등록 목록에서 삭제됨

Fraudulent
registries of ships

허위선박등록소
일반적인 선박의 허위등록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국의 허가 및 승인
없이 선박 (등기)등록소(이하 등록소)를 허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나우루 정부에 따르면 허위 홈페이지
주소로 운영되는 “나우루 해사청-국제선박등록소” 이름으로 된
선박등록소의 허위운영 사례가 있으며 기국명, 국적, 엠블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실제 나우루 정부가 선박등록소 운영을
위임한 기관은 National Project Ltd(NPL)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국은 행정당국을 대신하여 선박을 등록하도록
허가된 등록소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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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awful practices

불법행위(불법관행)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됨.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됨.
불법행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고,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피해자의 손해가 발행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성립됨

Deceptive practices

기만적 관행
기만적 불법 관행의 사례로서 선박명 또는 선박의 IMO 식별번호를
물리적으로
변경하거나,
호출부호(call
sign)의
변경,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 누락, MMSI 번호의 변경 및 번호
조작을 한 경우가 있음. 또한, 자매선의 IMO 식별번호를
허위사용하거나, 허위정보로 새로운 IMO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등
경우도 있음
AIS 및 IMO 식별번호 등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수적이며
해사안전 및 해상 보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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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prevent
unlawful practices

불법행위 방지대책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허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중이며, 관련 정보교환, 공동 대응, 회원국의 적절한
민·형사상 조치 권장, 실무대응 그룹 설립, 각국 정부의 선박등록소
정보 제출, GISIS 모듈 활용 등의 방안이 논의 중

Continuous
Synopsis Record

선박이력기록부
국제항해 선박이 그 선박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
중 하나로 선박이력기록부(CSR)에는 선박의 명칭, 선박의 국적,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선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이 기록부를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건조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이력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선박의 피랍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매각 등의 행위를 예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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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odule in
GISIS on Registries

선박등록소에 관한 GISIS 모듈
IMO 사무국이 운영하는 해사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인
IMO 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선박 등록 및 등록소 관리를 위한
모듈 개발을 진행함. IMO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모든 기국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센터가 됨
IMO 사무국은 IMO 웹 계정에 등록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GISIS의
기존 연락처 모듈 내에서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동 모듈에는 국가목록 및 현재 선박 등록이 허가된 등록소의
목록 및 연락처가 포함될 것이며, 연락처 세부사항에는 등록명, 주소
및 국가,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이메일, 웹사이트 등이 포함될 것임

< GISIS: Contact Points >

< 출처: IMO GISIS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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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 배제

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선주 책임제한권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운항의 주체로서 책임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렇듯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이용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의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을 일괄하여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법상의
제도가 선주책임 제한제도임. 선주책임 제한권은 선박 운항의
위험성이나 특수한 기술적 성격과 관련하여 자국 해운업의 보호 및
장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주책임 제한권이 국제조약 및
국내법으로 도입되어 있음
제도는 해상법에 역사적으로 깊이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또
각국이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폐지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제도와의 효과적인 병행이 필요할 것임

Breaking the
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선주 책임제한 배제
선주의 책임 제한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선박소유자가 고의(intent) 혹은 무모한
행위(recklessly)로 그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배제됨.
우리 상법(제769조 단서)에서도 책임 제한 대상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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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ntention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함.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함. 민법에서는 고의는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므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써,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한편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임. 예를 들며,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음.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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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ence

과실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임.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현저히 심한 부주의),
경과실(다소 주의를 결하는 것)로 나누어지는데 민법 · 상법 등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면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 함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인을 말하는 것임(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한편 ‘인식 있는 과실’이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인용하지 않은 과실을 말함.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좁은 길을 운행하면서 혹시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솜씨를 믿고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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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negligence

중과실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임, 즉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해로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가 모자란 상태를
의미함

Recklessly

무모한 행위(무모하게)
무모한 행위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무모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상 중과실선, 인식
있는 중과실선, 미필적 고의설 등이 있음
만약,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갑판적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한 조처하지 않고 갑판적을
결정하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인식 있는 중과실’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되어 운송인은 책임 제한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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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ful misconduct

고의적 불법행위
일반적인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는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면책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를
법정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1982년 ICC(A), (B), (C)의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으로 약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자 또는 선원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을 담보하는 특약은
유효함. 1983년 ITC-Hulls의 제6조(위험) 조항에서도 선장, 선원의
악행(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등에 의한
상당한 주의의 결여가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그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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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r omission

작위 또는 부작위
Act와 Omission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인 작위와 부작위로
표현됨. 일반적으로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부작위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작위란 법적, 규범적으로 금지된 일을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함. 즉, 법규로 금지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법규를
어기고 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작위라고 할 수 있음.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뜻함. 즉, 법적, 도덕적으로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 죄를 저지르게 되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어른이 된 자녀는 자기가 부양하는
부모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민법상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작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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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lien

선박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해상법상 독특한 제도로서 선박에 관하여 발생한
일정한 법정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 권리를 말함.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예는 다음과 같음.
❶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 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❷ 선원과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❸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❹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
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❺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 지급할 손해배상
❻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
지급할 상금
❼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 지급할 구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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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of ship

선박저당권
선박은 동산(動産)이지만 그 성질이 부동산(不動産)에 유사하고,
선박등기부에 따라 공시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선박저당권은 선박우선특권과
함께 해상기업금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선박저당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공시에 따라 거래의 안전이
도모되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이 없어질 수 있고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선박저당권의 목적물은 등기된 선박에 한함. 등기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선박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치며, 속구는 반드시 속구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않고,
선박에 대한 종물인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 존재하는 것도
포함됨.
같은 선박에 여러 개의 선박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순위는
저당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됨.
선박저당권과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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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2010 HNS Protocol

2010년 위험 유해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협약 의정서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HNS
협약’)은 국제해사기구의 법률위원회에서 1980년 최초로 논의된 뒤
1996년 외교 회의에서 채택되었음. HNS 협약은 유류, LNG, LPG
및 산적 고체·액체·가스 위험물 등 다양한 위험 유해물질의 해상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 및 보험사가 1차로
보상하고, 2차로 HNS 기금이 보상하는 2단계 체계를 마련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HNS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2개국이 비준해야 하며
물동량이 1년 일반회계 기준 4천만 톤을 넘어야 하지만 다수 국가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아 발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결국
1996년 HNS 협약은 발효되지 않았음.
이후 법률위원회에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HNS 협약을
개정하는바, 이 개정된 의정서의 명칭이 ‘1996년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2010년 의정서
(Protocol of 2010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HNS PROT 2010)이며 2020년 6월 기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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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eatment of
seafarers

선원의 공정한 대우
2005년 9월 발효된 ‘선박 기인 오염사고에 대한 EU 지침’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 사고 시 선원까지 형사처벌 되거나, 유럽 내 과거
해양오염사고 관련 선장과 선원을 구속함으로써 선원 형사처벌이
강화됨. 이에 따라 국제 해운 단체, 선원노조 및 관련국은 동 조치가
선박 운항의 어려움 가속 및 선원직 기피 심화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게 되고 해양사고 시 공정한 대우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름.
따라서, 2006년 05년 12월, 해양사고 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총회결의서(A.987(24))를 채택하고 2006년 해양사고 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모든 해양사고 및 모든 선원에 적용
∙ 해양사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항만국
(연안국), 기국, 선원국, 선주 및 선원)간 협력 체제 구축
∙ 미국법 및 EU 지침에 비하여 선원 인권 보호 및 법적 지위 보장

Conventions
emanating from the
Legal Committee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해사안전위원회(MSC)와 마찬가지로 법률위원회(LEG)에서도
자율운항선박 (MASS) 관련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IMO 사무국에서 제공한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은 아래와 같음 (LEG 106/8). 단, 타 위원회 및 타
기관과의 공동협약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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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료유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Bunkers
2001)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
￭ 1969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CLC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의 1976 의정
서 (CLC PROT 1976) - Protocol of 1976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의 1992 의정서 (CLC
PROT 1992) -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치에 관한 협약의 1992 의정
서 (FUND PROT 1992) -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치에 관한 협약의 2000 의
정서 (FUND PROT 2000) - Protocol of 2000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치에 관한 협약의 2003 의
정서 (FUND PROT 2003) - Protocol of 2003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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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NUCLEAR
1971) -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Nuclear Material, 1971
￭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PAL 1974)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의 1976 의정서
(PAL PROT 1976) - Protocol of 1976 to amend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의 2002 의정서
(PAL PROT 2002) - Protocol of 2002 to amend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한협약 (LLMC 1976) -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한협약의 1996 의정서 (LLMC PROT
1996) - Protocol of 197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 (SUA 1988)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 대륙붕 고정식 플랫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1988 의정서 (SUA PROT 1988) - Protocol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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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1988
￭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의 2005 의정서 (SUA 2005)
- 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 대륙붕 고정식 플랫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2005 의정서 (SUA PROT 2005) - Protocol of 2005 to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SALVAGE 1989)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 난파물제거에 관한 나이로비국제협약 (NAIROBI WRC 2007)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의 2010 의정서 (HNS PROT 2010) - Protocol of 2010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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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ory
insurance
requirements

강제보험요건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이 있음
IMO 국제협약 중에서 아래 협약들은 선박소유자가 적절한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이하 ‘강제보험’)을 유지하고 체약 당사국은
그러한 강제보험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의 1992 의정서
(CLC PROT 1992)
.2 2001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Bunkers
2001)
.3 여객 및 수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의 2002 의정서
(PAL PROT 2002)
.4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국제협약 (NAIROBI WRC 2007)
.5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2010 의정서 (HNS PRO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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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ction

직접청구권
강제보험요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게 됨. 그러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우리 상법(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인 제3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책임보험자 중 누구에게나 청구를 할 수 있어서 유리하게 됨. 특히,
피보험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큰 기능을 하게 됨
예를 들어, CLC PROT 1992 제7조 제8항은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는 오염손해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위한 보험업자 또는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기타의 인을 상대로 직접 제기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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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위원회(LEG)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UNCLOS는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해양이 인류 공동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
논의의 결과로 1982년 12월 10일 채택하여, 1994년 11월 16일
협약이 발효됨
2020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8개국이 비준을 마쳤음.
UNCLOS는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 이전, 분쟁 해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국가 담당
수역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해양법의 보완 및 발전(예를 들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 12해리 영해 제도 확립 등)과
공해상의 심해저 개발과 관련 “국제 해저 기구”를 설립하여 심해저
자원의 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토록 하고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과학조사 분야 등에 있어서 기본법규 확립과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로
구성됨

149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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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는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 결의로 마약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집행기구로서 1991년 9월 유엔마약통제계획(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ME) 설립을 설립함. 1997년
11월 UN 내 마약 및 범죄 관련 업무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수립을 위해 UNDCP과 국제범죄방지센터(CICP)를 통합하여
마약 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소(ODCCP)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의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로
명칭 변경함
UNODC는 해적지도자와 테러리스트 또는 범죄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기도 함

5. 기술협력위원회(TC)
∙ 기술협력 프로그램
∙ 2030 지속 가능 개발
∙ 국제 해사훈련 기관
∙ 기타 사항

5. 기술협력위원회(TC)

기술협력 프로그램

ITCP

기술협력 프로그램
ITCP(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국제해사기구(IMO)가 제·개정하는 많은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회원국마다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기구 차원의 금전적·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량 강화 활동임. 활동 결과를
매년 기술협력위원회(TCC)에서 연차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에 공유

< IMO ITCP 연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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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building

역량 강화
IMO 차원의 역량 강화는 개인적인 능력의 함양을 의미하기보다,
선진국보다 기술 및 인적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이 독립적으로
해사안전 유지 및 해양환경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Technical
cooperation
consultants

기술협력 컨설턴트
효율적인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는 IMO 본부와
그 외 지역에 총 176명(2019년 기준)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Technical
cooperation Fund

기술협력 기금
기술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상당수의 재원이 기술협력
기금(Technical cooperation Fund)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IMO와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매년 약 50만 불을 금전적으로 IMO에 지원하고 있음

154

5. 기술협력위원회(TC)

IMO Regional
Presence Scheme

지역 주재소 제도
IMO는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협력 활동을 수행 및 편의를
위해 1990년 아프리카 케냐에 첫 번째 지역 주재소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에 아비장 트리니다드토바고(Abidjan, Cote d'Ivoire),
2003년에 마닐라 필리핀(Manila Philippines)에 차례로 Regional
presence를 세움. 현재 총 4개 지역 주재소를 운영하고 있음

NMTP

주재소 위치

관할 지역

❶

아비장 트리니다드토바고
(Abidjan, Cote d'Ivoire)

서중앙아프리카
(Francophone)

❷

아크라 가나
(Accra, Ghana)

서중앙아프리카
(Anglophone)

❸

나이로비 케냐
(Nairobi, Kenya)

남동부아프리카
(eastern & southern Africa)

❹

마닐라 필리핀
(Manila Philippines)

서아시아
(east Asia)

국가해상운송정책
NMTP
(National
Maritime
Transport
Policies),
국가해상운송정책은 IMO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전 세계적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해상운송 정책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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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AF

유엔개발원조프레임워크
UNDFA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회원국 정부와 유엔 각국 사무소 간 개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행동강령 및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을 지칭함

CMP

국가해사개요
CMP (Country Maritime Profile), 회원국의 기술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쉽게 식별하고 IMO 사무국과 회원국 간 원활한
소통의 채널로써 활용하기 위한 GISIS 내의 웹 플랫폼임

< CMP 웹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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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

영향평가검토
IAE(Impact Assessment Exercise), 기구가 기술협력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서 수반되는 미비 사항 및 예산상의 문제들을 식별하고
좀 더 효과적인 기술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감사하는 제도

UNITAR

유엔훈련연구기구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유엔훈련연구기구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위해 1965년 설립되어, 환경, 평화, 안보, 외교, 거버넌스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UNDG

유엔개발그룹
UND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유엔개발
그룹은 유엔의 개혁안에 따라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이 설치한,
유엔의 개발 활동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단체임.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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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G-SDGs

SDG에 관한 유엔 범부처 전문가 그룹
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2015년 UN 회의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과 국제전문기구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주로 효과적인 SDG(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

ODA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임

IMST Fund

안보신탁기금
IMST Fu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Trust Fund),
2001년 미국의 9·11 사태 이후 테러리스트 활동 방지를 위한 유엔
결의에 근거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해상안보를 강화하기
시작함. 이에, IMO 제22차 총회(2001. 11)에서 채택된 해상안보에
대한 결의문으로 IMO 사무총장은 2002년 2월에 통합기술협력
프로그램(ITCP)을 통해 해상 및 항만 보안 강화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목적으로 IMST Fund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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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 가능 개발

Resource
mobilization and
partnerships

자원 마련 및 협력
IMO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진 기술협력 기금의 의존을
탈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술협력 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으로
“Resource mobilization and partnerships” 활동을 수행함

Long-term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장기재원 마련전략
기구는 좀 더 효과적이고 확장성 있는 기술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한 차원에서
“장기재원 마련전략”은 2018년 개최된 68차 기술협력 위원회에서
승인된 재원 전략 방안임

MDTF

다자 신탁기금
MDTFs(Multi-Donor Trust Funds), 다자간 신탁기금은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유엔 기구와 세계은행이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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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A

항만국 조치협정
PSMA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IUU 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서비스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에 관한 협정임

MENA

MENA
MEN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영어 약자이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영역 내지는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영역을 합친 영역을 지칭함

< MENA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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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소련의 붕괴로 유럽 지역의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1년 설립된 유럽 지역 은행이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Non-Convention
Ship

협약 비적용 선박
일반적으로 IMO 국제협약 및 코드는 서두에 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데,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협약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을 “Non-Convention Ship”이라 칭함.
협약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상태를 ‘비(非)적용’이라 표현하고 아직
협약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는
‘미(未)적용’이라 표현함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유엔의 특별기구 중 하나로, 1967년 설립되었으며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식 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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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GISIS)

세계통합 해운 정보시스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DB) 플랫폼으로, IMO 협약상 요구되는 정보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무국과 회원국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협의, 다양한 사안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GISIS 홈페이지 화면 >

WAEE

WAEE
WAEE (Western Asia and Eastern Europe), 동아시아와 서유럽
지역을 지칭하는 약자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로써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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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훈련 기관

WMU

세계해사대학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해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산업을 위해 1983년 IMO가 스웨덴 말뫼에 설립한
대학원 중심의 국제적 교육기관임

IMLI

국제해사법대학원
IMLI (IMO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 IMO가 국제
해사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1988년 몰타(Malta)에 설립하였으며 약
950명가량 졸업생을 배출하였음. 석사과정에는 법학, 인문학, 철학
및 이학이 있으며 박사과정에는 법학이 있음

IMSSEA

국제해사안전보건아카데미
IMSSEA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Security and
Environment Academy), 2009년 5월 IMO와 이탈리아 정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설립되었으며 해상안전과 보안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도국의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함.
이탈리아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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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R

IPER
IPER (Institut Portuaire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du Havre), IMO와 프랑스 정부의 협력으로 1986년 프랑스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항만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제공함

WOMESA

동남아프리카 해사 여성협회
WOMESA (Women in the Maritime Sector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IMO 지원으로 2007년 케냐에 설립되었으며,
동남아프리카 지역의 해운산업 부문에서의 여성 진출과 훈련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WMUWA

세계해사대학 여성협회
WMUWA
(World
Maritime
University
Women’s
Association), 2014년 설립되었으며, 국제 해운산업에서 여성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증진과 발전적인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해운산업계의 여성 진출을 독려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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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UNJSPF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
UNJSPF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194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음. 국제연합의
직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망, 상해, 퇴직 시 연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임

REMPEC

지중해 지역 해양오염 비상대책센터
REMPEC (Regional Marine Pollution Emergency Response
Centre for the Mediterranean Sea), 현장관측 자료, 인공위성자료,
수치예측모델을 연계한 지중해 운용 해양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으로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을 수행함.
1976년, Regional Oil Combatting Centre(ROCC)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8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UNSOM

유엔소말리아지원단
UNSOM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Somalia),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말리아 지역의 인권
신장과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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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oMSA

아·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APHoMSA (Asia Pacific Heads of Maritime Safety
Agenc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 및
해사안전에 관한 정책 교류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대응 및 조사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발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이익을 위해 대응 활동을 펼침.
2019년 제20차 APHoMSA 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 제20차 APHoMSA 회의(대한민국,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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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C

해상구조조정본부
MRCC (Marine Rescue Coordination Centre),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 및 그에 따른 인명 사고 발생 시 구조본부로서 역할을 함.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및 구난활동에 수반되는 장비 지원 및
계획을 수립하는 지휘소임

GEF

지구환경기금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지구환경 금융이라고도 함. 개도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 등이 공동 관장함. 한국은 1994년 5월 11일 가입함.

JPO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원 근무
프로그램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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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AS

국제공공회계기준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전 세계 공공 부문 기관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IPSAS
이사회가 발행한 일련의 회계 표준

MTCC

해사기술협력센터
MTCC (Maritime Technology Cooperation Centre), 해사기술
협력센터는 EU의 지원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태평양 지역 외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남미에 설립되어 있음. 동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평양 지역의 저탄소 해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GIA

글로벌산업연합
GIA (Global Industry Alliance), 해상운송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 IMO와 공동으로 글로벌 선주, 선박 운용사,
선급, 엔진 제조 및 석유 화학 업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민간파트너쉽
협력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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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CC
ICC (Interregional Coordination Center),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상안전 및 보안을 위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지역의 상호 간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며 발전적인 해상안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센터

SCV

소규모 상업선박
SCV (Small Commercial Vessels)

PSSA

특별민감해역
PSSA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정한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 및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지칭함.
총회 결의서 Resolution A.982(24)를 통해 PSSA 식별과 지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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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AD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일본 정부가 유엔(UN),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아프리카연합(AU)과 3년 주기로 공동개최하는
아프리카 정치ㆍ경제ㆍ개발 관련 정상급 국제회의임. 2019년 제7차
TICAD 회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바 있음

UNDP

유엔 개발 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UN의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로서 변화를 지지하며 국가들의 지식,
경험 및 자원을 연결하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임.
170여 개의 국가와 영토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및
국가들의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
SC (Steering Committee), steering 단어는 조정, 조타 등의
뜻을 의미하며 committee 단어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
일반적으로 Steering Committee는 어떤 단체나 기구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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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유엔 환경 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는
환경에 관한 유엔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임. 1973년 설립되었으며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음. 환경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함

USCG

미국 해안경비대
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 조직임. 1790년에
창설되었으며, 해양에서의 인명구조부터 환자수송, 국경 지역 경계
및 밀수 단속 등의 경찰 업무를 수행함

ADB

아시아 개발 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66년 8월 22일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에서 창립함. ADB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의 회원국 및 선진국들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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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SA

유엔경제사회처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범지구적인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의사 결정 및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활동을 주로 함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
원조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ODA)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산하로서 1960년에 설립됨
☞ http://www.oecd.org/dac/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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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소화위원회(FAL)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FAL Convention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cilitation Convention),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입항·정박 및 출항에 관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수속절차 등을 단순화하고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해상교통을
쉽게 하기 위한 협약으로, 1965년 4월에 채택, 1967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5월부터 동 협약이 발효됨

PFSO

항만보안책임자
Port of Facility security officer,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항만시설의 보안 점검,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항만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
명시되어있음

Transport document

운송서류
송장(送狀), 선하 증권 또는 복합운송서류와 같은 선박소유자와 화주
간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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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 양식

FAL Forms

FAL 협약(FAL Convention)의 체결에 따라 각 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정보 및 형식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표준화한 7개의 문서 양식

FAL Form 1

일반신고서(General Declaration)

FAL Form 2

화물 신고서(Cargo Declaration)

FAL Form 3

선용품 신고서(Ship's Stores Declaration)

FAL Form 4

승무원 선용품 신고서(Crew's Effects

FAL Form 5

승무원 명부(Crew List)

FAL Form 6

여객 명부(Passenger List)

FAL Form 7

위험화물 적하 목록(Dangerous Goods Manifest)

SPS Agreement

식품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직접 관련된 협정문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품첨가물, 어염물질(중금속 등),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정으로, SPS 협정에 따라
‘95년 1월부터 식품의 국제규격 기준이 각국에 강제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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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s effects

승무원의 일용품
승무원에게 속하고 또한 그 선박에 실려있는 피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및 화폐를 포함한 기타의 물품

ETA

도착예정시각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도선사 승선 지정 구역 또는
항만 규정에 의한 특정한 지역에 선박이 도착하는 예정시간

Manifest

목록
적하 목록과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선하 증권 및
기타 운송서류의 자료를 요약한 문서

Passenger in transit

통과 승객
선박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외국으로 여행을 계속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선박으로 도착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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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uthorities

공공기관
FAL 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표준과 권고된 관행의 어느 형태에
관계되는 당해 국가 법령의 적용과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

Ship's stores

선용품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소모품, 승객·승무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되는 물건, 연료 및 윤활유를 포함하되, 선박의
설비 및 선박의 예비부품을 제외한 것

Ship's spare parts

선박 예비부품
수리 또는 교체하는데 사용되는 성격의 품목으로서 이를 운송하고
있는 선박에 합체하기 위한 부품을 지칭함

Shore leave

상륙 허가
공공기관이 결정할 경우, 선박이 항구에 정박 중인 동안,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한하에 승무원이 상륙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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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admission

일시수입
일정한 재화에 대하여 경제형질(經濟形質)을 사유로 한 수입금지
혹은 수입제한을 제외하고 관세 및 재세 공과금 납입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완화하는 조건으로 관세영역으로 재화를 들여오는
절차이다. 이러한 화물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수입되고 또한 지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며, 화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변화를 겪지 않아야함

Time of arrival

입항시기
선박이 정박 또는 접안 간에 항구에서 처음 정지하게 되는 시기

Ship agent

선박 대리점
대리점은 항만에서 선주, 선박용선자(본인)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통상 선박의 입출항 관련 경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문서의 제출과 준비를 포함하여 항만과 타 당국과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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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싱글윈도우
선박, 사람, 화물의 도착 체류 및 출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중복 없이 단일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환경

NSW

국가싱글윈도우
국가싱글윈도우(National Single Window)는 국가가 해상, 항만,
무역과 같은 다른 부문에 걸쳐 국가 당국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배포,
교환을 위해 구축한 단일 서비스 환경을 말함

MSW

해상싱글윈도우
해상싱글윈도우(Maritime Single Window)는 항만 입출항 신고,
보안신고서 통지,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간의 기타 관련 정보와 같은
해상 및 항만관리 절차를 포함하는 원스톱 서비스 환경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는 국가싱글윈도우 (NSW) 또는 무역싱글윈도우(TSW),
통관싱글윈도우(CSW)의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PORT-MIS
시스템을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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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W / CSW

무역싱글윈도우 / 통관싱글윈도우
Trade Single Window(TSW) / Customs Single Window(CSW),
세관통관과 같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는 환경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싱글윈도우(TSW) 및 통관싱글윈도우(CSW)도
해상싱글윈도우(MSW)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PSW

항만싱글윈도우
항만싱글윈도우(Port Single Window)는 선박에 대해 현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당국(통상 하나의 항만국)에 제공하는
싱글윈도우 환경

PCS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항만커뮤니티시스템(Port Community System)은 IPCSA(International
Port Community Systems Association)에 의해 중립·개방형
전자플랫폼으로, PCS는 수출, 수입, 환적, 통합 위험화물, 해상통계
보고 등 항만 커뮤니티 내 긴밀하게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능을 갖춘 모듈식 시스템으로 싱글윈도우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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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ance

통관절차
특정 과정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득하는 절차로, 선박의 국가해역
입출항을 위한 절차, 선박 정박까지의 절차(일반적으로 화물/여객의
수입/수속 진행절차를 포함), 선박의 선적·하역 절차, 선박의 정박지
출항 절차, 수·출입할 화물에 대한 통관 등이 있음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

Waybill

운송장
위탁자, 운송업자 및 위탁자 간의 위탁운송에 관하여 화물의
운송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이 계약은 위탁에 관한 당사자의 소유권
및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화물이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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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정보교환

IMO Compendium

IMO Compendium
IMO Conpendium(The Compendium on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는 간소화 및 전자비즈니스에 대한 개요서로,
전자데이터 교환을 통해 선박·사람·화물의 도착·체류·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전송, 수신 및 응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생성하고 조화롭게 하기위한 참조 매뉴얼 역할을 하는 기술적인
문서임.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데이터를
상호 조화롭게 하여 싱글윈도우 상호 운용성을 지원함

EDI

전자자료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된 정보전달 방식으로,
UN/EDIFACT, XML 또는 기타 표준화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
합의된 통신 표준에 따라 데이터를 교환함

UN/EDIFACT

행정·상업·운송을 위한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연합(UN) 유렵경제위원회(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를 중심으로 제정한 국제 전자자료교환(EDI)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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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확장성 생성언어
확장성 생성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는 웹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로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문서의 호환성, 내용의 독립성,
요소 변경의 용이성 등의 특성을 제공함.
XML은 요소별로 개별 파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요소별로 저장, 검색
등을 할 수 있고 XML로 문서를 교환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달라도 호환 가능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UN / CEFACT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기구
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CEFACT)가 운영하는 유엔전자거래무역촉진기구

Electronic seal

전자봉인
전자봉인(Electronic seal)은 전자문서 또는 기타 데이터에 첨부된
데이터로 데이터의 출처 및 무결성을 보장하며, 전자서명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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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PT group

데이터모델 프로젝트팀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된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함

Data set

데이터 세트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된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함

Mapping

매핑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된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함

185

7.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 IGC/IGF 코드
∙ IMSBC 코드
∙ IMDG 코드
∙ 기타 사항

7.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IGC/IGF 코드

IGC Code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
IG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산적 형태의 액화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의 설계, 구조, 설비 및
운용요건 등에 관한 국제규칙. 액화가스의 화학적 특성(가연성, 독성
등)과 초저온 또는 고압 상태에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 최소
운송요건을 결정함

Low-flashpoint fuel

저인화점 연료
인화점이 60℃ 미만인 기체 또는 액체 상태의 연료를 의미.
액화천연가스(LNG),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에틸 알코올
(Ethyl alcohol), 인화점 52℃ 이상 60℃ 미만의 저 인화점
디젤(Diesel) 등이 저 인화점 연료유에 해당

Fuel cell

연료전지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화학적 산화 반응에 따라 직접적으로
전기 또는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전력원의 기능을 함
(예: 수소-산소 화학반응으로 전기에너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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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 Code

가스연료 추진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
IGF Cod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액화가스 또는 저
인화점 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설계, 구조,
시스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선박에 적용되는 강재 등에 관한
시험 규정, 비상대응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함. 현재 수록된
기능요건은 LNG를 기반으로 하며, 기타 연료에 관한 규정은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Code에 수록될 예정임

High manganese
steel for cryogenic
service

극저온용 고망간강
LNG 선박 등의 극저온용 저장 탱크의 강재로 사용 가능한 신소재.
기존의 니켈(nickel) 기반의 극저온용 강재보다 높은 함량의
망간(manganese)을 함유하며, 영하 196℃의 극저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 액화가스 운송 선박 등의 극저온용 강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지침서(MSC.1/Circ.1599)가 개발되어 있으며, 해당
소재가 국제협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HAZID

위험성 식별
HAZID (Hazard Identification), 특정한 상황, 공정 혹은 사물 등이
위해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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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BC 코드

IMSBC Code

국제산적고체화물운송규칙
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산적 형태로 운송되는 고체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산적 고체 화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적재, 관리, 하역,
짐 고르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운송 규정 이외에도, 화물별 해상운송
규정에 관한 개별화물 일람표(individual schedule) 등을 수록

Cargoes which may
liquefy

액상화 화물
일정 비율의 미세 입자와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는 화물. 만약
이러한 화물이 운송허용 수분치(TML, Transportable Moisture
Limit)를 초과하는 수분량을 포함한 상태로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선박 안전(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액상화
현상(liquefaction)이 일어날 수 있음

Group A

그룹 A 화물
그룹 A (Group A), 운송허용 수분치를 초과하여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에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액상화 화물을 포함하는 구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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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

그룹 B 화물
그룹 B(Group B)란, 화물의 특성에 의하여 선상에서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유해성이 있는 화물을 포함하는 구분 체계.
그룹 B에 해당하는 화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분류 체계에 따른 위험물(dangerous goods) 및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산적 상태에서만 위험한
물질(MHB, Material Hazardous in Bulk)을 포함함

Group C

그룹 C 화물
그룹 C(Group C), 그룹 A ‘액상화 화물’ 및 그룹 B ‘화학적 유해성이
있는 화물’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화물(일반화물)을 포함하는 구분
체계

TML

운송허용수분치
TML (Transportable Moisture Limit), 액상화 화물의 운송허용
수분치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액상화
화물의 최대 수분 함량(Maximum moisture content). 운송허용
수분치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시험절차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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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B

산적 상태에서만 위험한 물질
MHB (Material Hazardous in Bulk),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포장
위험물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산적 형태로 운송되는
경우에 화학적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 만약 어떤 물질이 아래와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적
상태에서만 위험한 물질(MHB)로 분류하여 운송해야 함

BCSN

화학적 위험성

위험성 표기방법

가연성 고체

CB

자기 발열성 고체

SH

물에 젖을 시 인화성 기체를 방출하는 고체

WF

물에 젖을 시 독성 기체를 방출하는 고체

WT

독성 고체

TX

부식성 고체

CR

기타의 위험성

OH

산적화물 운송명
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해상운송되는 산적 고체
화물의 운송 명을 지칭하며, 개별화물 일람 표에 영문 대문자로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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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Schedule

개별화물 일람표
산적 고체 화물 별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해상운송 조건 등을
고려하여 운송 명칭, 위험성, 적재, 격리 및 운영요건 등 산적 고체
화물별 운송요건을 수록함. 산적 고체 화물을 국제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화물 일람 표에 명시된 운송요건을 준수해야 함

BAUXITE

보크사이트
수산화알루미늄 광물로 구성된 광석(Ore). 열과 마찰에 대한 저항이
큰 특성이 있어 내화제로 사용됨. IMSBC Code의 분류 체계에 따라
보크사이드의 수분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그룹 C 화물로 분류되나,
일정 수분 함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룹 A 화물로 분류됨

Ammonium Nitrate
Based Fertilizer

질산암모늄계 비료
유기물, 무기물 등 해당 비료를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에 따라 두
종류의 그룹 B 화물(산화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 물질) 및 그룹 C(비
위험물)로 분류됨. 그룹 B에 해당하는 질산암모늄계 비료는
화학반응이 개시될 경우, 폭발을 일으키거나 독성 가스를 방출하는
등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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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Group

편집기술작업반
E&T Group (Editorial and Technical Group), IMSBC Code의
개정에 관한 CCC 전문위원회 하부의 실무작업반. IMSBC Code의
단순 편집오류 및 오타 수정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좀 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격년으로 매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됨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정보,
유해 위험성, 화학적 특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주의사항 등 운송 및
취급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된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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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G 코드

UN TDG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
UN SCETDG (UN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하부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로서 항공, 도로, 철도나 선박 등의 모든
운송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UN 모델 규정)
제·개정하는 회의체이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IMDG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포장 형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위험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의 분류, 위험물의 포장 방법,
표시 및 표찰 방법, 위험물 운송서류, 선상 위험물의 적재·격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을 수록함

Dangerous Goods

위험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적용받는 물질, 재료와 제품
등을 지칭하며 IMDG Code의 위험물목록에 수록됨

194

7.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UN Model
Regulations

UN 모델 규정
UN 모델 규정 (UN Model Regulations), 해상, 항공, 철도 및
도로와 같은 운송 별 위험물 국제 운송 규정의 근간이 되는 UN 권고.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2년마다 개정하며, UN 모델
규정에 수록된 권고 규정은 각 운송 별 운송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

UN MTC

UN 위험물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매뉴얼
UN MTC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UN 모델규정에
따른 물질의 위험성 판정 및 분류를 위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함.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는 신규 물질 및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하고자 이를 주기적으로 개정

UN Number

유엔번호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UN TDG)가 위험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의 고유번호. 예로, 페인트는 1263, 에틸알코올
수용액의 유엔 번호는 1170, 리튬이온배터리의 유엔 번호는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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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급/등급

Class/Division

IMDG Code 규정을 적용받는 위험물은 그 위험성에 따라 제1급
부터 제9급까지 하나 이상의 급(class)으로 할당되며, 이들 급 중의
몇몇은 등급(division)으로 세분함.

MP

제1급

화약류

제2급

가스류

제3급

인화성 액체

제4급

가연성 고체

제5급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제6급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제7급

방사성 물질

제8급

부식성 물질

제9급

기타 위험 물질 및 제품, 해양오염물질

해양오염물질
MP (Marine Pollutant), 해양 유출 시 또는 수생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재료 또는 제품. 수생 생물에게 급성(acute) 또는
만성(chronic) 독성이 있는 경우 해양오염 물질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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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Guide

선상 위험물 사고 시 비상대응지침
EmS Guide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Guide), 위험물 운송 선박에서
위험물 화재 및 유출 사고 발생 시 위험물의 양 및 포장 형태, 적재
위치 등을 고려한 위험물별 비상조치 지침을 제공함.

Stowage/
Segregation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적재(Stowage)란, 운송 안전 및 환경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예, 갑판 상부 또는 갑판 하부).
격리(Segregation)란, 위험물 유출 등 사고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상호 혼적할 수 없도록 두 가지 이상의 위험물을
격리하는 것 (예, 산성 물질과 1구획실 격리하여 적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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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CSS Code

화물 적재 및 고박 안전실무규칙
CSS Code (Code of Safe Practice for Cargo Stowage and
Securing), 화물 단위체 또는 특수화물 등을 선상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물에 가해지는 외력 등을 고려한 적재 및 고박 관련
안전 실무규칙을 수록

Grain Code

산적 형태 곡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국제규칙
Grain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Grain in Bulk), 콩, 옥수수, 귀리 등의 산적 형태의 곡물 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Enclosed spaces

폐위구역
강제적인 통풍이 없는 경우에 폭발성 기체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없으며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구역. 예시로는 화물구역, 펌프실,
연료탱크, 코퍼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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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제도
CIP (Inspection Programmes for Cargo Transport Units
Carrying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점검 요령에 대한 지침서. IMO는 각 회원국이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도부터 위험물 컨테이너를 점검하고 2003년도
부터 그 결과를 IMO에 보고하고 있음

VGM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VGM (Verified Gross Mass of a Container Carrying Cargo),
선박, 인명 및 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에서 요구하는 선적 예정 화물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에
관한 제도.

CSC 19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컨테이너 취급 및 운송 시 인명안전을 확보
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의
강도 요건, 시험절차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국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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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직육면체 형의 수송 설비이며,
화물을 능률적·경제적으로 운송하고자 사용됨

CTU Code

화물운송기구 수납 실무지침
CTU Code (IMO/ILO/UNECE Code of Practice for Packing
of Cargo Transport Units), 컨테이너, 스왑 바디 등 화물운송
기구에 화물을 안전하게 수납하기 위하여 고정 및 고박 등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수록함.

200

8.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
∙ 표준훈련과정
∙ STCW 협약
∙ STCW-F 협약
∙ 선원 전자증서
∙ 기타 사항

8.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

표준훈련과정

IMO Model Courses

표준훈련과정
1978년 개정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을 채택한 후, 다수의 IMO 회원국의 제안으로
표준훈련과정이 개발됨.
초기 노르웨이 정부의 협력으로 표준훈련과정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표준훈련과정은 협약의 개정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신화됨. 표준훈련과정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성되며, 총 5개의
Part(Part A~E)로 구성됨
❶ Part A : Course Framework for all functions(코스 체계)
❷ Part B : Course Outline(코스 개요)
❸ Part C : Detailed Teaching Syllabus(교육과정 상세)
❹ Part D : Instructor Manual(강사 매뉴얼)
❺ Pard E : Evaluation(평가)

Review Group

검토그룹
과정 개발자에게 제공된 개발 지시사항에 따른 모델코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sub-committee)에 제출되기 전 표준훈련
과정(안)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그룹.
검토그룹에는 관심 있는 회원국을 포함하며, STCW 협약 당사국과
NGO(비정부 기구)에 제한되지 않고, 해사 산업계, 해사 훈련기관,
선원대표 및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함. 통신작업 형태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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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Developer

코스 개발자
새로운 표준훈련과정의 개발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표준훈련과정의
개정을 위한, 과정 개발자이며, 교육기관, NGO(비정부 기구) 또는
정부의 교육 훈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The Validation
Organ

유효화 조직
표준훈련과정이 의도한 협약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 전문위원회
(sub-committee)가 모델코스 내용에 대한 목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유효화하는 것임. 동 그룹에서의 논의 결과는 전문위원회에
제출되어 유효화를 위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됨

Technical Officer

모델코스 기술담당자
기존 표준훈련과정의 전체 개발, 수정, 조정 과정 등이 회원국의
전문가에 의한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모델코스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여 IMO 사무국에서 기존의 표준훈련
과정의 사항들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담당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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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우선순위
5년마다 사무국은 표준훈련과정을 검토하여 협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또한, 개정되는 경우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후 기구에 제출함. 우선순위는 총 4개(우선순위 1~4)로 구성됨

KUP

우선순위 1

IMO 협약 제·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델코스

우선순위 2

협약 개정 및 기술 변화로 변경이 요구되는 모델코스

우선순위 3

협약 개정 및 기술 변화로 많은 변경이 요구되는 모델코스

우선순위 4

개발 5년 이내로 별도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모델코스

강제적 지식요건
선원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KUP(Knowledge
Understand Proficiency)는 지식, 이해 및 숙련도로써,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원에 대한 최소능력 기준에 대한 지침 임

Bloom’s Taxonomy
Verb

불름스 동사분류
표준훈련과정 개발 시 사용자들의 오해와 혼동 발생을 줄이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동사 목록임. 지식영역(Knowledge)과 6개의
인식 레벨[기억(Remember), 이해(Understand), 적용(Apply),
분석(Analyze), 평가(Evaluate)와 창출(Create))의 부분으로 구성

205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STCW 협약

STCW Convention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1967.3월 도버해협에서 유조선 토리캐년호(라이베리아 국적)에
의한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자 인적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선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국제적 기준설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8.7월7일 STCW78 협약을 채택함. 그 뒤로 기준협약은
당사국에 많은 재량권 부여로 해기 능력 상의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기 능력 기준의 확보가 필요하고
자동화 선박의 출현 등으로 전통적인 선내 조직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어 1995년 7월 STCW 95 협약으로 개정함

White List

STCW 협약의 완벽한 이행 국가
IMO는 제73차 해양안전위원회(MSC)에서 개정된 STCW 협약의
완벽한 이행 국가의 리스트(White List)를 2000년 12월 6일 최초
발표하였으며, 이 리스트에 없는 국가(기국)의 선박은 항만국
통제(PSC) 감독관의 표적이 되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STCW 협약
이행 여부를 IMO에 제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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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anila
Amendments

2010 마닐라 개정
2010년 6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외교 회의에서 채택되었
으며, 선원들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 선원을
교육하고 인증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는 목표로 협약 및
각 규칙에 대하여 변경 사항을 포함

Part A

A편(강제규정)
코드의 Part A는 선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능력에 대한 요건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함. 이는 표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냄

Part B

B편(권고지침)
코드의 Part B는 당사국과 당사자들이 협약을 이행, 적용 또는
시행하도록 돕는 권고적 성격의 지침임

Certificate

증명서
주관청 권한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 소지자가 동 문서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는 국내 규정에 따라 인정된 바와 같이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주관청이 승인하는 유효한 문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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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oing ship

원양항해선
전적으로 내해를 운항하거나 차폐 수역 내 또는 항만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 수역이나 이에 근접된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지칭함

Fishing vessel

어선
어류, 고래류, 해초류, 해마류 또는 기타 해양생물자원을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선박을 총칭함

Dispensation

완화증서
주관청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파통신 기사 또는
무선전화통신사에 관하여 관련 무선전신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선원에게 그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여타의
자격으로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 특정 선박에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증서를 지칭함. 그러나, 완화증서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나 기관장에게 수여될 수는 없으며
수여되는 경우라도 가능한 한 최단기간 동안만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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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해기면허증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당사국의 면허 취득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고 발급된 증서임

Certificate of
Proficiency (CoP)

교육이수증서
선원이 특정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표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원에게 발급된 교육이수 증서임

Officer

해기사
국내법 또는 규정에 따라 그렇게 지정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되지
않으면 단체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정된 선장 이외 선원의
일원을 말함

Rating

부원
선장 또는 해기사가 아닌 성원의 일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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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coastal
Voyages

연안항해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그 당사국의 근접 수역의 항해를 지칭

Oil Tanker

유조선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선적하여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되어 사용되는
선박을 말함

Chemical Tanker

케미컬탱커
국제산적케미칼코드(IBC Code)제 17장에 열거된 액체화학 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되어 사용되는 선박을 말함

Liquefied Gas
Tanker

액화가스탱커
국제가스운반선코드(IGC Code)제 19장에 열거된 모든 액화가스
또는 기타제품의 산적운송을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되어 사용되는
선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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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o Passenger
ship

로로 여객선
Roll on/Roll off Vessel로 차나 트럭으로 화물을 선박 안으로 바로
실었다 나를 수 있는 여객선을 일반적으로 말하며, 로로 화물구역
또는 1974 SOLAS 협약에 정의된 특별한 종류의 구역이 있는
여객선을 말함

Seagoing service

승무 경력
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의 발급에 관련되는 선내에서의 복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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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

STCW-F Convention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
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제16차 회기의 총회와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2차 회기 및 후속 국제해사기구 제70차 이사회와 제18차 회기의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회의가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관련 협약을 검토하고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장 24m 이상의 항해 어선들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증명 및 최소 훈련요건을 정하고 있음

Torremolinos
Protocol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어선에 대하여 국제적인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자 1977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45개국 및 2개의 국제연합전문기구에서 대표자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199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함
이 협약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 척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5개국 이상의 나라가 비준한 후 12개월 이후에 발효되게
되어있었지만, 다수의 어선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약 미
비준으로 인하여 발효되지 못하였음. 이에 국제해사기구에서 동 협약
발효 어려움을 인식하고 협약의 대상 선박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1993년 4월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의정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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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Waters

제한 수역
어선의 선장과 해기사의 자격증명 기준을 그 정해진 한계 밖 수역에
승무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역으로 당해 주관청이 정한 당사국 주변의 수역을 지칭

Unlimited Waters

무제한 수역
제한 수역 이외의 수역을 말함

GT equivalence

동등 톤수
현재 협약에 적용 기준은 어선의 길이인 미터로 되어있으나, 각국
어선의 특성이 달라 협약 비준에 어려움이 있어 그 길이에 상응하는
톤수를 정함
∙ 길이 24ｍ = 총톤수 300t
∙ 길이 45ｍ = 총톤수 950t

Fishing deck hand

어선의 갑판부원
어선에서의 갑판부원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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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

면제 규정
협약 제3장의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 훈련 및 선상안전친숙화
훈련의 기준”에서 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ｍ] 및/또는
미만의 어선의 경우, 어선의 규모와 항해 거리나 특성상 본 절의 전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주관청은 선상 인명, 선박 및 재산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어선 또는 어선 급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해 그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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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전자증서

Electronic
certificate

전자증서
주관청에 의해 승인되고 호환성이 보장된 전자 형식의 증서를 의미함

Electronic signature

전자서명
전자증서에 포함되는 전자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발급자의
인증방법 및 전자데이터의 내용이 포함된 형태를 의미함

Security assurance

보안 인증
전자증서 확인 또는 다른 증서 교환은 발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기 및 보안 침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Unique tracking
number

고유번호
전자증서의 일련의 숫자, 문자 및/또는 기호를 의미함. 주관청 및
그와 같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전자 인증서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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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location

데이터 저장위치
전자증서의 물리적 저장소(위치)를 말함. 선박의 하드 드라이버와
같은 저장장치 또는 원격데이터 소스(서버)를 의미함. 전자증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발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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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lectro-Technical
officer

전자기관사
STCW Code의 섹션A-III/6에 따라 상선의 항해 장비 및 갑판
기기를 포함한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
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을 의미

High Voltage

고전압
발전, 배전 또는 변압의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AC(교류) 또는
DC(직류)를 통칭하여 고전압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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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국통제(PSC)
∙ 회원국감사(IMSAS)
∙ III 코드
∙ 기타 사항

9.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항만국통제(PSC)

PSC

항만국통제
PSC(Port State Control), 외국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안전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박 점검 활동
선박을 점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이 있는 선박은 결함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만약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 사항이 있을 경우는 선박에 출항 정지
명령을 하여 결함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의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함. 항만국 통제는 아태지역, 유럽 지역 등 전 세계 지역별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준 미달 선박의
지역 내 입항을 제재

< PCS 검사 모습 >

< 출처: 울산항만공사 공식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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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C

검사 및 증서조화제도
HSSC(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협약에서 중복하여 규정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통일된 증서
양식을 통해 일원화된 검사 수행 및 증서발급을 위한 제도

CIC

집중점검제도
CIC(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항만국 통제 검사 시
발견되는 국제협약 기준 미달선 퇴치를 위해 선박의 구조, 설비 중
특정 항목과 관련하여 특정 기간 국가가 공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임

PSCO

항만국통제관
PSCO(Port State Control Officer), 항만국통제(PSC)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항만 당국의 점검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항만 당국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PSC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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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출항정지
항만국 통제 출항정지(Detention)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이 안전성을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 점검 시, 발견한 중대결함
사항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이 취하는 간섭조치를 의미함

Clear grounds

명백한 근거
선박과 그 설비 또는 승무원이 관련 협약 요건에 일치하지 않거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선박의 안전,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필수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명백한 위반의 증거

ISM Code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해양사고 대부분이 선박 자체의 결함보다는 인적과실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IMO 차원에서 해상안전, 해양사고방지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리기준인 국제안전경영
코드(ISM Code)를 제정하였으며 이 코드는 1998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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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대행기관
RO(Recognized Organizations), 주관청이 대한민국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대한민국 선박과 동등한 자격의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검사업무(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이 주관청을 대행하여 시행

SMS

안전관리체계
SMS(Safety Management System), ISM Code 규정에 따라
해운회사에서 시행하는 자체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지칭

Marine Casualty /
Marine Incident

해양사고 / 해양사건
‘해양사고(Marine Casualty)’는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인명 사고 및
실종, 선박의 좌초 및 중대 손상 등을 포함한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지칭함.
‘해양사건(Marine Incident)’는 선박, 선박 승무원 또는 기타의
자의 인명과 환경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선박의 운용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결과 또는 사고의 결과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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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신규점검제도
NIR(New Inspection Regime), 개별 선박의 안전관리등급을
3단계(High·Standard·Low Risk)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Paris Mou 및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
협력체(Tokyo-MOU)에서 도입한 제도

Inspection

점검
증서 및 서류의 유효성과 선박의 상태, 설비 및 승무원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여 직접 확인하는 활동

Stoppage of an
operation

작업 중지
어떠한 결함으로 작업의 계속이 복합적으로 위험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선박이 작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식적 금지 조치

Deficiency

결함
항만국통제 검사에서 결함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선원
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 노동협약(MLC)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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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White List
PSC Gray List
PSC Black List

항만국통제 화이트리스트
항만국통제 그레이리스트
항만국통제 블랙리스트
항만국통제 기준 이행 여부에 따라 기항하는 선박의 선적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레이리스트, 블랙리스트로 구분함.
블랙리스트 국가는 항만국통제 기준을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임.
2015년, 우리나라는 Paris MoU 평가에 의거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레이리스트로 단계가 하락된 이력이 있음.

Observation

관찰사항
항만국통제 검사에서 현재는 결함이 아니나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결함(Deficiency)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안을 지칭함. 또는, 선원 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
노동협약(MLC)의 요건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칭함

Sub-Standard
Vessel

기준미달선박
항만국통제 검사 결과에 따라 해상안전, 해양오염 방지 그리고 선원
근로환경 측면에서 국제협약 차원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일정
횟수 이상의 출항 정지(Detention)가 결정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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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감사(IMSAS)

CASR

통합감사 요약보고서
CASR(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s),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회원국 감사의 분석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VIMSAS

자발적 회원국감사
VIMSAS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는
SOLAS, MARPOL, COLREG, LL, STCW 및 Tonnage 협약을
수용한 IMO 회원국에 대해 동 협약 들의 회원국 적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VIMSAS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75개 IMO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대한민국은 2007년 4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관련 수감을 한
이력이 있음. 이후 VIMSAS는 해사안전위원회 제91차 회의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4차 회의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감사제도(IMSAS)로 변경 적용됨

Self-Assessment of
Flag State
Performance

기국자체평가제도
VIMSAS 이전의 검사 제도로서, 개발도상국의 불성실한 국제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IMO 차원에서 기술협력 자금을 활용하여 협약이행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활동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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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

지속개발위원회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2년
6월 리우 UN 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권고하여 제47차 국제연합 총회 시(1992년 12월)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산하에 지속 개발 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함에 따라 1993년 2월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산하 기구로
발족한 위원회임. 특히 재정지원 및 환경기술 이전 분야 이행 사항
중점검토, 이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심의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Non-Conformity /
Findings /
Observations

부적합사항 / 발견사항 / 관찰사항
회원국감사(IMSAS)를 통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그 중대성에
따라 부적합사항(Non-Conformity), 발견사항(Findings) 그리고
관찰사항(Observations)으로 구분함

Delegation of
Authority

권한 위임
일반적으로 권한의 귀속 자체 변경은 법적 근거가 필요함. 권한
대리와 주로 비교하여 설명되는데 권한 대리는 귀속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행위로서 권한 위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IMSAS 수검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할 때 동 용어를 사용함

226

9.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Flag State Control

기국 통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 선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 해사 협약을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기국(Flag State)은 자국의 선박이 국제협약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Surveyor /
Inspector /
Auditor /
Investigator

검사관 / 검사원 / 심사관 / 사고조사관

Enforcement

집행

국내법에서는 선박안전법(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97조,
제97조의2), 해사안전법 시행령(제18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 검사관(검사원)/ 심사관/
사고조사관의 채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기국
차원의 검사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일반적으로 이행(Implementation)과 비교하여 설명되는데, 이행은
자국 또는 당국 스스로 규정된 규칙을 시행되도록 권고하는
의미이며, 집행(Enforcement)은 좀 더 강제적으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규칙을 시행되도록 권고하는 것임

227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III 코드

III Code

IMO 협약이행코드
국제해사기구(IMO) 창설 이래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많은 국제협약 코드, 결의서 등을 채택하고 있음. 그렇지만 지속해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관련, 근본적인 문제로써 개발한 IMO 협약을
회원국이 완전하며 효과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좀 더
효과적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코드로써 개발

Flag State Surveyor

기국 검사관
기국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기국은 국제규정에 따른 선박과 회사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함

Flag State
investigation

기국 조사
해양안전 조사는 사고 관련 분야에 대해 적절한 자격이 있고 지식이
많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기국은
사건/사고의 위치와 관계없이 기국 차원에서 자격 있는 조사관을
파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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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State

연안국
연안국이란 기본적으로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지칭하며, 선박 운항에
따라 선박이 운항 중 다른 국가의 영해에 진입하였을 때 선박이
위치한 해역을 담당하는 해당 국가가 연안국이 됨

Port State

항만국
항만국이란 기본적으로 항만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며, 항만국은
다양한 국제협약 하에 특정 권리와 의무를 지님. 또한, 선박·항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데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만국에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Party

당사국
특정 협약을 체결, 가입 및 비준한 국가. 그리고, 국제간의 분쟁, 교역
등의 사건 및 조약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국가를 의미함

Flag State

기국
기국은 선박의 국적 국가를 지칭하며, 상선의 국적은 등록으로
결정되며, 국가마다 국적 부여의 조건은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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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관할권
국가가 갖는 일종의 주권이며 권력이 작용하는 일정 범위의 사람,
재산 및 사실에 관한 권능을 의미함. 통상적으로 일국의 관할권은
통치력이 적용되는 장소 차원의 범위를 일컬음

Administration

주관청
그 선박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당사국의 정부를 지칭함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기국주의
선박의 기국(Flag State) 관할권에 따른다는 견해로서, 특히
공해에서의 선박에 대한 것을 의미함. 국제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해에서의 선박은 그 국기(Flag)를 달고 있는
국가의 권력 이외의 권력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임

Non-exhaustive List
of obligations

의무사항 목록
IMO 총회 결의서 Res. A. 1105(29)에 따라 IMO 협약이행(III)
코드 하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IMO 협약(Instruments)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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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FSA

공식안전성평가
FSA (Formal Safety Assessment), IMO가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육상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던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해사
산업 분야에 적용할 때 도입한 이름으로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비용-이익 평가 등을
사용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평가 체제

EQUASIS

유럽선박정보시스템
선박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투명성 정보(PSC, 선급 등 통합정보)를
보장하기 위한 비영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임.
감독위원회, 편집위원회, 운영부 그리고 기술부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참여. 회원국은 대한민국,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일본, 미국, 스페인, EMSA임
* 홈페이지: http://www.equasis.org

VGFSP

자발적 기국이행 지침
VGFSP(Voluntary Guidelines for Flag State Performance),
식량농업기구(FAO) 차원에서 개발한 지침으로써 IUU 어업 활동
방지를 포함한 선박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에 관한
자발적 성격의 지침임

231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Near miss /
Near accident

아차사고 / 준사고
‘아차사고’란 작업 현장에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지칭하며, ‘준사고’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뜻함

UNSP barges

비자항 무인부선
UNSP(Unmanned Non-Self Propelled) barges, 동력장치가
없는 선박 형태의 바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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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Code

해양사고 조사코드
CI Code(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Casualty investigation
code), IMO가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국제 표준 절차로서 공통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됨.
※ 2008년 5월 채택, 2010년 1월 발효

COFI

OECD 수산위원회
COFI (Committee for Fisheries),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에서 국제수산질서를
주도하고 한국, 미국, 유렵연합(EU), 일본 등 FAO 회원국의
수산정책 정보를 교환하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적 차원의 위원회

PDCA

데밍사이클
PDCA (Plan-Do-Check-Act), 사업 활동에 있어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감으로써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임.
에드워드 데밍(Edward Deming)에 의해 고안되어 통상 데밍
사이클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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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P

모범관행규약
CoGP (The Code of Good Practice), 어떠한 기준 혹은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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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LRIT

선박장거리위치추적
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9.11
테러사고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및 해상보안 조치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09.1)한 제도로 자국
항만(최대 1,000마일 범위)이나 연안에 입‧출항하는 외국적 선박과
국제 항해의 국적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LRIT Coordinator

LRIT 조정기구
당사국의 LRIT 데이터 센터(DC) 구축을 지원하고, 당사국 정부를
대신하여 LRIT 시스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하는 기구임. 현재 LRIT
조정기구 업무는 IMSO(국제이동위성기구)가 수행함

DC

LRIT 데이터 센터
DC (Data Center), LRIT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타 DC와 LRIT
데이터를 교환함. 모든 당사국 정부는 NDC(National LRIT Data
Center),
RDC(Regional
LRIT
Data
Center)
/
CDC(Co-operative LRIT Data Center), IDC(International
LRIT Data Center) 중 한 곳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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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국제 LRIT 데이터 교환기
IDE (International LRIT Data Exchange), 각 DC 간 LRIT
데이터 교환의 중계역할을 하며, 상호 데이터 교환목록을 생성함

DDP

LRIT 데이터 분배 계획
DDP (LRIT Data Distribution Plan), 각 당사국 정부의 LRIT
데이터 수신범위를 등록하고 관리함. DDP에 있는 각 국가의 지리적
영역 정보에 따라 항만국 또는 연안국으로서 자국 선박의 LRIT
데이터 정보를 원하는 타 국가의 DC로 전송함

OGM

LRIT 운영관리주체
OGM (LRIT Operation Governance Body), IDE, IDE 재해복구
사이트, IMO 사무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LRIT 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의 비상 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시스템의
보호 및 복구 조치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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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

LRIT 적합성 시험 리포트
CTR (Conformance Test Report), 선박에 설치된 LRIT 설비가
LRIT 데이터 송신을 위한 요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onformance Test를 수행하고 발행되는 결과 보고서임.
이러한 CTR 발행은 당사국 정부의 지정된 ASP가 수행하여야 함.
(MSC.1/Circ.1307 참조)

CSP

통신 서비스 제공자
CSP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선박과 ASP 간 LRIT
데이터 중계를 위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함. 주 통신 방법은
위성통신이며 CSP가 ASP 서비스도 같이 공급하기도 함

ASP

운용 서비스 제공자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SP를 통하여 수신된
선박의 LRIT 자료수집 후 이를 선박의 기국 DC로 송신함. ASP는
상업적 단체(기업)이며, 각 당사국은 자국 선박이 발송하는 LRIT
데이터를 자국 DC로 송신할 ASP를 자체적으로 선택 및 승인함

239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e-Navigation

e-Navigation

차세대 해양 안전 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선박운항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각종 해사안전정보를 선박-육상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

CMDS

공통해사데이터구조
CMDS (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e-Nav 환경에서
육상-선박, 선박-선박 간 디지털 기반 정보 교환을 위한 교환 표준

D-HF

해상 디지털 HF 통신시스템
D-HF (Digital High Frequency), HF(단파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해상안전·보안 및 항해 관련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해상 디지털통신 시스템
(최대통달 거리 : 약 500∼1,000km, 최대속도 : 17.2kbps)

eLoran

차세대 장거리 무선항법 시스템
eLoran (enhanced-Long Range Navigation)
중장거리 항법 지원 시스템인 로란-C의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면서 정확도, 연속성, 무결성을 개선한 항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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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OMS

항행 안전정보 시스템
GICOMS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해양 안전 및
재난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유·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

HCD

인간중심설계
HCD(Human Central Design),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계 방법

LTE-M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LTE-M (Long Term Evolution-Maritime), LTE 기술을 통해
연안 100km 범위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 시스템

MCP

해사정보 공유체계
MCP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해사 클라우드와 동일
개념이나, 육상의 클라우드와 혼동되는 관계로 2017년부터 해사
클라우드를 ‘MCP’로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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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Cloud

해사 클라우드
Maritime Cloud, 선박-육상 간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서비스)제공
플랫폼(MIR, MSR, MMS로 구성)

MIR

해사 사용자 관리 및 인증체계
MIR (Maritime Identity Registry), MCP 구성요소로서 사용자,
선박 및 조직 등의 모든 해사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고 MCP 내의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제공 시스템

MMS

해사 메시지 관리체계
MMS (Maritime Messaging Service), MCP 구성요소로서, 해사
사용자 위치 및 통신환경 등의 상황에 맞게 안전하고 원활하게
서비스(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MSR

해사 서비스 관리 및 인증체계
MSR (Maritime Service Registry), MCP 구성요소로서, MCP에
서비스를 등록, 제공,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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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

해사사용자 식별자
MRN (Maritime Resource Name), e-Navigation 체계 운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사 자원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명명 체계

MS

해사 서비스
MS (Maritime Service)
e-Nav를 통해 육상에서 선박으로 제공해야 하는 해사 서비스 목록

PS-LTE

재난안전통신망
PS-LTE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LTE 기술을 활용한 국가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

S-100

범용 표준 수로 정보
S-100, 서로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는 해양 관련 정보를 다양한
응용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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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MIS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Port-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내 28개 무역항에 대해 항만운영업무 및 민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홈페이지: https://new.portmis.go.kr/

< Port-Mis 메인 화면 >

S-Mode

선박 항해 설비 표준화 모드
S-Mode (Standardized Mode)
선박 항해 장비의 표시 방법, 작동법 등을 표준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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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전략이행계획
SIP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e-Navigation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

VDES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VHF(초단파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해상안전․보안 및 항해 관련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해상 디지털통신 시스템,
최대통달거리 : 120km, 최대속도 : 307kbps

VMS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의 위치, 이동 경로, 항해 속도 등 해상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화면상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VTS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 (Vessel Traffic Service)
통항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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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

GMDSS

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시스템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SOLAS 협약에 따른 해상에서 조난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인공위성 중계, 디지털통신,
무선전화, 무선 텔렉스 등을 해상통신 체계에 접목한 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DSC

디지털 선택 호출장치
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선박에서 조난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국제무선자문
위원의 관련 권고에 적합하여야 하며, VHF, MF, MF/HF, HF
무선통신장비에서 사용됨

NBDP

협대역 직접인쇄 전신
NBDP (Narrow Band Direct-Printing), 국제무선자문위원회의
관련 권고에 따르는 자동화된 전신 기술

246

10.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INMARSAT

국제해사위성기구
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1976년 9월 3일 채택된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 1999년 영리기업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국제해사위성기구는 IMSO임

MSI

해사안전정보
MSI (Maritime Safety Information), 선박에 송신되는 항해 및
기상경보, 기상예보 및 기타 긴급안전관계 통신

A1

A1 해역
A1 (Sea area A1),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인 DSC 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VHF 해안국의
무선전화통신 범위 내의 해역 (통상 20~30마일)

A2

A2 해역
A2 (Sea area A2),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인 DSC 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MF 해안국의
무선전화통신 범위 내에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 (통상 10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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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해역
A3 (Sea area A3), 계속적인 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INMARSAT
정지궤도 위성의 통신 범위 내에서 A1 및 A2 해역을 제외한 해역
(약 70°N~70°S)

A4

A4 해역
A4 (Sea area A4), A1, A2 및 A3 해역 밖의 해역 (남극, 북극 등)

< A1, A2, A3 및 A4 해역 구분 >

< 출처: Marine Gyaan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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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I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
MMSI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선박국, 해안국 및
집단호출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로서, 9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MMSI는 주로 디지털선택호출(DSC), 선박자동식별
장치(AIS),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에서 선박 식별부호로
사용

VHF Radio

초단파대역 무선통신장비
VHF Radio (Very High Frequency Radio), 30∼300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선박무선 통신장치, 최대통달거리 : 120km

MF Radio

중파대역 무선통신장비
MF Radio (Medium Frequency Radio), 300∼3,000k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선박무선 통신장치, 최대통달거리 :
2,000km

RR

무선통신규칙
RR (Radio Regulation),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따른 무선통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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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Radio

단파대역 무선통신장비
HF Radio (High Frequency Radio), 3∼30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선박무선 통신장치, 최대 통달거리 : 500∼1,000km

EGC

집단호출제도
EGC (Enhanced Group Calling system), 전 해역 또는 특정
해역의 항행경보, 기상경보와 기상예보 및 육상대 선박의 조난경보를
자동 수신하는 장치

3GPP

이동통신 표준화기구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통신 관련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민간 표준화 기구

WWNWS

전 세계 항행경보 서비스
WWNWS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IMO
및 IHO가 설치한 경보 시스템. 고주파 무선 신호로 조난 위치, 연안
해역 구조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경보 서비스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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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연합(UN) 산하의 표준화 전문기구.

WRC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주파수 국제 분배와 전파통신 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 의결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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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색·구조

SAR

수색구조
SAR (Search and Rescue), 조난자를 수색 구조하기 위하여
항공기, 수상 함정, 잠수함, 특수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작업

LUT

위성조난통신 육상수신국
LUT (Local User Terminal),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육상에서 일차적으로 수신하는 수신국

MCC

임무조정본부
MCC (Mission Control Center), 각 LUT로부터 수신한
조난신호를 분류하여 관할 RCC로 전송하는 본부

RCC

구조조정본부
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MCC로부터 수신한
조난신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색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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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S-SARSAT

수색구조 위성시스템
COSPAS-SARSAT (COsmicheskaya Sistyema Poiska
Avariynich Sudov; Space System for Search of Vessels in
Distress – Search and Rescue Satellite-Aided Tracking),
수색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공위성
시스템으로서 러시아(COSPAS), 미국/캐나다/프랑스(SARSAT)
4개국의 양해각서 체결로 1985년부터 시작됨

LEOSAR

저궤도 위성조난안전 시스템
LEOSAR (Low Earth Orbit satellite system for SAR)
Cospas-Sarsat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약 850 ~ 1,000 km
상공에 있는 극궤도 위성시스템. 극궤도 운행을 통하여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MEOSAR

중궤도 위성 조난안전 시스템
MEOSAR (Medium Earth Orbit satellite system for SAR)
Cospas-Sarsat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약 19,000~24,000km
상공에 있는 극궤도 위성시스템. 기존 LEOSAR의 구조신호 수신 지연
및 위치정보 오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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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AR

정지궤도 위성조난안전 시스템
GEOSAR (Geostationary satellite system for SAR), CospasSarsat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약 36,000km 상공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시스템. 정지궤도로 인하여 극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음

EPIRB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 선박
사고 시 구조 및 수색 작업이 수월하도록 조난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로서 406MHz 주파수를 이용하여 Cospas-Sarsat
위성에 조난신호를 발송함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해 1947년 4월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
로서 항공기의 안전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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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

수색 구조용 트랜스폰더
SART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선박용 조난 자동
통보 설비로, 선박이 조난되었을 때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9GHz
주파수를 수신하면 응답 전파를 발사하여 레이더의 표시 기상에 그
위치가 표시되도록 하는 장치. 구명정이나 구명 뗏목, 또는 해면
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지의 용량은 96시간 대기 상태 후
1ms의 주기로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시간
동작할 수 있음. 동일 목적의 설비로서 AIS 주파수(161.975MHz,
162.025MHz)를 사용하여 선박에 설치된 AIS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AIS-SART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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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CDIS

전자해도 표시시스템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정보, 즉, 해도 정보, 위치정보, 선박의 항로,
속력, 수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스크린에 도식하는 시스템으로서
선박의 위치확인, 최적 항로 선정, 좌초 및 충돌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항해 장비

< 출처: JRC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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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R

항해자료기록장치
VDR (Voyage Data Recorder),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로서, 해양사고 조사를 돕기 위하여 선박 운항 중 선박의 위치,
속력, 타각, 통신내용 등 각종 운항자료를 기록하는 장치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VHF 주파수를 사용하며, 시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선명·침로·속력·위치·목적지 등의 식별이 가능함. 이를
통하여 선박 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선박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에도 활용됨

TSS

통항분리방식
TSS (Traffic Separation Scheme),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 설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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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BA

피항 수역
ATBA (Area To Be Avoid), IMO가 지정하는 해역으로 항해위험이
예상되거나, 해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이 통항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수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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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II-1 개정

STABILITY

복원성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기울어진 반대쪽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으로, 협약에서는 선박이 비손상(Intact) 및 손상(Damage) 상태
에서 충분한 복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설계 및 선박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동적 상태(Dynamic, 2세대 복원성)
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발하고 있음

INTACT STABILITY

비손상 복원성
선박이 손상을 입는 것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의 운용될 수
있는 적재조건에서 충분한 복원성이 확보되는지 평가

DAMAGE STABILITY

손상 복원성
각 협약 및 코드에서 제시하는 손상조건에 따라 선박에 선측, 선저
등에 임의의 손상을 가정하여, 선박의 손상 후에도 충분한 복원성이
확보되는지 평가함. 각 협약에서 요구하는 평가 방법이 다양하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결정론적 복원성(Deterministic Stability) 및
확률론적 복원성(Probabilistic Stability)로 평가 방법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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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
STABILITY

결정론적 복원성
MARPOL, IBC, IGC & ICLL 등에서 요구되는 손상 복원성 평가
방법으로 복원성 책자에 수록된 적재조건 또는 임의의 적재조건에서
각 협약 및 코드에서 제시하는 임의의 손상조건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복원성 평가 방법

PROBABILISTIC
STABILITY

확률론적 복원성
SOLAS에서 요구되는 손상 복원성 평가 방법으로, 모든 구획을
구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상조건을 검토 후, 확률적인 수치
계산을 통하여 복원성을 평가하는 방법

PRESSURE HEAD

수두
손상 시 흘수선과 침수된 구획 또는 설비 간의 높이로써, 압력 시험을
실시하는 기준이 됨

WATERTIGHT

수밀성
양방향으로 물의 밀폐되는 것으로, 손상 복원성 검토 시 구획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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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OF
FLOODING

침수상태
선박이 손상을 입으면, 침수가 시작되고 침수 후 과정을
최종침수상태(Final stage of flooding, Final flooding position),
중간침수상태(Intermediate stage of flooding, Intermediate
heel angle) 및 잔존복원성 평가 단계(Range for residual
stability, intermittently immersed angle), 총 3가지로 구분하여
해당 침수 상태에서 잠기는 설비에 대하여 각종 요건을 규정

PROGRESSIVE
FLOODING

점진적 침수
어떤 구획의 침수상태가 다른 구획으로 퍼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SOLAS에서는 A-CLASS 격벽 및 배관을 통한 점진적 침수를
단계별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점진적 침수 단계 및 점진적
침수가 끝나는 최종 단계는 각각 다른 복원성 요구 조건을 규정

BULKHEAD
DECK

격벽갑판
격벽(Bulkhead) 및 외판(Shell)에 따라 수밀이 되는 최상층
갑판으로, 이때 격벽은 주요격벽 즉 선수격벽, 기관실 전·후단
격벽을 포함한 수밀이 확보되는 격벽을 의미함. 여객선의 SOLAS
손상복원성 요건 검토 시, 해당 격벽갑판을 기준으로 여객 탈출에
따른 적절한 구획의 평가가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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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비손상 복원성
2nd GENERATION
INTACT
STABLILITY

2세대 비손상 복원성
IMO의 비손상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동적
복원력 문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개발을 시작 SDC 7차에서 임시 지침서 개발을 완료 및 승인을
위하여 MSC에 제출됨, 총 5가지 복원성 취약 모드가 있으며, 각
모드별 4단계 기준을 평가하여 만족 여부를 결정함

PURE LOSS OF
STABILITY

순수 복원성 상실
복원성 취약 모드 중 하나이며, 선체가 파정(WAVE CREST)에 올라
선 순간 정역학적으로 복원정 길이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추/항파(배
길이 방향 파도) 항해 중의 고속선, 모든 대형 선박에 취약성을 가짐

[출처: IMO 문서 SDC 7/IN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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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 ROLL

파라메트릭롤
복원성 취약 모드 중 하나이며, 추파의 진동수가 선체 횡요 진동수의
2배가 되는 경우, 시간에 따른 복원력의 변화가 외력처럼 작용하여
불안정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향파(마주 오는 파도) 항해 중의
컨테이너선, 로로 선 및 여객선이 취약성을 가짐

[출처: IMO 문서 SDC 7/IN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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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RIDING &
BROACHING

서프라이딩/브로칭
복원성 취약 모드 중 하나이며, 선속과 파속이 동일하여 선체가
파도에 “잡힌” 상태에서 불안정 평형이 이루어지면, 현저하게
복원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추파(뒤따라는 파도) 항해 중의
소형선/어선이 취약성을 가짐

[출처: IMO 문서 SDC 7/IN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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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SHIP
CONDITION

데드쉽
복원성 취약 모드 중 하나이며, 선박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파가
옆에서 올 때 대각도의 롤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존의 풍압에 따른
복원성 검토와 유사한 규정으로 실제 운동 해석을 통해 평가

EXCESSIVE
ACCELERATIONS

과도한 복원가속도
복원성 취약 모드 중 하나이며, GM(선박의 수직방향 무게중심
위치를 표시하는 수치)값이 높아 파랑중 복원력에 과도한 가속도가
수반되어 화물이 이탈하는 현상으로, 무게중심 높이 값이 타 선박
대비 높아서 파도에 의한 선박의 횡요 운동 시 복원력에 과도한
가속도가 발생하여 화물 등이 선외(배 밖)으로 이탈되는 현상 등을
일으키는 모드

[출처: IMO 문서 SDC 7/IN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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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VULNERABILITY
CRITERIA

1단계 기준
5가지 복원성 손실 모드를 가장 높은 복원성을 요구하는 간략한
수식으로 평가는 첫 번째 검토 기준으로 총 4가지 검토 기준 중 한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당 모드의 복원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LEVEL 2
VULNERABILITY
CRITERIA

2단계 기준
5가지 복원성 손실 모드를 높은 복원성을 요구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복잡한 수식으로 평가는 두 번째 검토 기준

DSA(Direct Stability
Assessment)

직접 복원성 평가
5가지 복원성 손실 모드를 물리적인 현상을 직접 수치 시뮬레이션
혹은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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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easure

운항 조치
5가지 복원성 손실 모드 관련 상기 3단계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선박들이 준수해야 하는 조치 방법으로 물리적인 현상을 직접 수치
시뮬레이션 혹은 실험을 통한 검토를 기준으로 이하의 운항지침
(O.G.)과 운항 제한(O.L.) 2가지로 구성하여 동적 복원성 관련하여
운항 시 주의를 주는 방법

O.G
(Operation
Guidance)

운항지침
복원성 손실 현상이 발생 가능한 속도, 방향, 파고 등의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선내에 비치하는 선박 안전 운항지침

O.L
(Operation
Limitation)

운항 제한
복원성 손실 현상으로부터 안전한 해상 또는 구역만 운항할 수
있도록 제한

269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극지운항 SOLAS 비적용 선박

POLAR CODE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외부 영향에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혹독한 위험이 있는 극지 지역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행 IMO 협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제정한 기준으로 국제항해 여객선 및 동 여객선 이외의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함. 2015년 5월
채택, 2017년 1월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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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초과 산업인력

INDUSTRIAL
PERSONNEL

산업인력
여객이나 선원이 아니며 기타 선박이나 해양 설비의 산업활동을 위해
선박으로 수송되거나 선박에 머무르는 모든 인력

SPS CODE

특수선박 코드
국제항해를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특수선박에 적용되는 코드로써,
연구선, 탐사선, 실습선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건조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구조 기준 및 안전에 대한 요건이 포함됨

HSC CODE

고속선박 코드
국제항해를 하는 고속여객선 및 500톤 이상의 고속화물선에
적용되는 코드로써, 국제항해를 하는 고속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및 구조, 장비, 운항 조건 및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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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FREEBOARD

건현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 만재 흘수선에서 건현갑판까지 거리로써,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의 경우 ICLL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건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계산의 기준에 따라서 각종 설비 요구 조건이 결정됨

FREEBOARD
LENGTH

건현 길이
용골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형 깊이의 85%에 있어서 수선에서
전 길이의 96% 또는 그 수선 상의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 길이 중 큰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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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DECK

건현갑판
통상적으로 외기 및 해수에 노출된 최상층의 전통 갑판으로서 그
노출부에 있는 모든 개구부에 상설 폐쇄 장치가 있고 하방의 선 측에
있는 모든 개구부에는 상설 수밀 폐쇄 장치를 가진 갑판을 의미함,
따라서 각종 설비의 폐쇄 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 갑판으로
건현 계산에 따라서 갑판의 높이가 확정됨

WATER LEVEL
DETECTORS

수위 감지기
선박의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일정 높이에 도달했을 때 경보를
알려주는 설비로써, SOLAS XII장의 적용을 받는 산적화물선을
포함한 SOLAS II-1/25에서 산적화물선이 아닌 단일 화물창을
가지는 화물선의 경우 화물창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됨

PSPC

보호도장 성능 기준
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 (PSPC)
선체 부식을 방지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선박 건조 시 보호 도장 성능 기준. 도장 횟수,
두께, 모서리 처리, 도장검사 요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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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ST TANKS

밸러스트 탱크
선박의 복원력, 종강도 및 트림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평형수(Ballast Water)를 실을 수 있는 탱크

DOUBLE-SIDE SKIN
SPACES

이중선체 공간
선체 하부 및 측면을 두 층의 강판으로 하는 구조로, 선체 외판이
파손되더라도 파손되지 않은 내판의 보호를 통하여 화물 또는 연료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WIG
(Wing in Ground)

위그선
지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하여 수면 위로 일정 높이로 떠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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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설비 요건

LSA Code

구명설비 기준
LSA Code (International Life-Saving Appliance Code),
선박의 구명설비에 대한 기준. 구명설비의 종류에 따라 6개 목차로
구성되며, 각 챕터 별 ‘개인용 구명설비’, ‘가시신호’, ‘생존정’,
‘구조정’, ‘진수 및 승정 설비’, ‘기타의 구명설비’ 요건을 규정함

MODU Code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기준
MODU Code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Code),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에 대한 안전 기준.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이란 액체,
탄화수소, 유황 또는 소금 등과 같은 해저 대륙 밑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의미함

Rescue boat

구조정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또한 생존정을 인도하는 등, 해상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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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boat

구명정
생존정(Survival craft)의 한 종류로, 해상에서 조난된 선박을
버리고 탈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항 능력을 갖춘 보트. 신호 장치,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갖추며 일반적으로 Deck house가 설치되는
상갑판 좌우에 각각 설치됨. 형태에 따라 전폐형 구명정(Totally
enclosed lifeboat)과 부분폐형 구명정(Partially enclosed
lifeboat)으로 구분됨

<전폐형 구명정>

Liferaft

<부분폐형 구명정>

구명뗏목
생존정(Survival craft)의 한 종류로, 선박 침몰시 해수면으로
탈출한 승객과 승무원이 임시로 대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상 구난
장치. 비상식량, 통신장비, 낚시도구, 약품 등이 실려 있으며, 비상시
수상으로 내려져 자동으로 팽창하게 되어 있음. 구명정과 달리 자항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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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fall lifeboat

자유강하식(낙하식)구명정
선미에서 폴을 사용하지 않고 중력으로 자유 낙하시켜 진수하는
전폐형 구명정

Davit

데빗
구명정, 앵커, 사다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사용되는 갑판에
설치된 권양 장치

Lifejacket

구명조끼
해상에 떨어졌을 때 자체 부력으로 물에 또 있을 수 있도록 착용하는
조끼로, 구명조끼라고도 함

Painter

페인터
선박을 안벽에 접안 또는 베끼리 매어둘 때, 또는 구명정 고정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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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oad release
capability

무부하 이탈능력
통상적인 구명정의 이탈능력으로, 구명정이 진수되어 물에 뜨거나,
또는 구명정 진수용 훅에 하중이 걸리지 않을 때 구명정이 이탈될 수
있는 능력

On-load release
capability

부하 이탈능력
훅에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구명정을 이탈시킬 수 있는 능력.
수압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이 인터록 장치에는 고장 시 또는
구명정이 물에 뜨지 않은 경우에도 비상 이탈이 가능하도록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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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설비 요건

FSS Code

화재안전장치 기준
FSS Code (International Code for Fire Safety Systems),
선박의 화재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 고정식 소화장치, 화재탐지장치,
휴대식 소화기, 인원 보호를 위한 장구 등 선박의 화재 안전을 위한
각종 설비를 규정하고 있음

FTP Code

화재시험절차 기준
FTP Code (Fire Test Procedures Code), 화재시험절차에 대한
기준. SOLAS Ch.II-2(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실험실에서의 시험, 형식승인 및 화재시험절차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Ro-ro space

로로구역
선박에서 차량, 트레일러, 컨테이너 등과 같은 화물을 통상 수평
방향으로 적재하는 화물구역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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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ategory
space

특수분류구역
여객선에서 로로 구역과 유사하게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여객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

Control Station

제어장소
선박의 항해를 위한 무선설비, 항해설비 또는 비상 전원이 설치된
장소로, 화재표시장치나 화재제어장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도
제어장소에 포함됨

Fixed dry chemical
powder
fire-extinguis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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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분말 소화장치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분말 소화제(dry chemical powder)를
방출하여 급격한 흡열 반응으로 열을 흡수하며, 또한 비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는 분말의 부피가 팽창하여 화재를 덮어 씌움으로써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장치. 주로
액화가스 산적운반선(LNG Carrier)에 설치됨

12.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Fixed carbon dioxide
fire-extinguishing
system

고정식 CO2 소화장치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CO2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장치.
분사되는 장소의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며, 액상으로 보관되어 있던
CO2가 반출되면서 기화하여 배출되는 구역을 냉각시킴으로써
화재를 진압. 고압식(57.6bar)과 저압식(19.68bar)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고압식은 선박의 기관구역, 저압식은 로로구역에 사용

Fire-fighter’s
outfits

소방원장구
선박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반이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의복 및
호흡구. 방호복, 장화, 헬멧, 손전등, 소방도끼 및 자장식 호흡구
등으로 구성됨

Jet fire

고속 유출 화재
가압상태의 위험물 이송 배관이나 가압펌프에서 액체가 분출될 때
발생하는 화재. 소화를 위해서는 액체가 분출되는 배관의 밸브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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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fire

액체 표면 화재
저장 탱크 또는 대기상에 노출된 개방 탱크 등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인화성 액체의 화재

Fire detector

화재 탐지기
화재탐지 및 화재 신호를 통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장치. 통상적으로
연기(smoke), 화염(flame), 열(heat)을 감지하여 작동됨

Fire damper

방화 댐퍼
통풍 덕트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평상시에는 덕트 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열려 있다가, 화재 발생 시 화재의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덕트 내의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폐쇄하는 장치

TGA

열중량 분석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일정 시간 동안 온도를
변화시키는 조건에서 표본의 질량을 측정하는 열분석 방법. 상변환,
흡수, 흡착 및 탈착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열중량 분석의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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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entre

안전센터
여객선에서 비상 상황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제어장소로,
각종 안전 시스템의 작동 및 감시가 이용 가능해야 함. 일반적으로
선교에 설치됨

Fire control plan

화재제어도
화재 발생 시 선박의 승무원 또는 육상소방요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화설비, 방화설비 및
화재탐지장치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화재제어도 심볼 (Res.A.1116(30) 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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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C

IC 방식
거주 구역 내의 통로, 계단 및 탈출로에 연기탐지를 위한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보호 방식.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내부구획격벽이 불연성(“B”급 또는
“C”급)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느 한 구획의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쉽게 전파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화물선이 채택하는 방식임

Method IIC

IIC 방식
화재위험이 크지 않은 구역을 제외한 모든 거주 구역, 조리실 및 기타
업무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스프링클러장치,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보호 방식. 추가하여 거주 구역 내의 계단,
통로 및 탈출 경로에도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다만 내부 구획 격벽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음

Method IIIC

IIIC 방식
화재위험이 크지 않은 구역을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조리실, 기타
업무구역,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보호 방식. 내부 구획 격벽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나, 어떤 경우에도 거주 구역 또는 “A”급 또는 “B”급 구획으로
구분된 구역의 면적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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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static test

수압시험
배관, 탱크, 보일러 등과 같이 압력을 받는 부품에 수압을 가하여
누설 여부 또는 변형 등을 확인하는 시험. 일반적으로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수행됨

Halon

할론
프레온가스와 비슷한 물질로, 소화 성능이 뛰어나며 대상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오존층 파괴 물질로 적용됨에
따라 SOLAS Reg.II-2/10.4.1.3에서 고정식 소화장치의 소화제
로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PFOS

과불화옥탄술폰산
폼 소화장치의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
필요한 물질로 등재됨. SOLAS Reg. II-2/10.4.1.3에서 할론과
함께 고정식 소화장치의 소화제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화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소화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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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Z

주수직구역
MVZ (Main Vertical Zone), 여객선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A급 방화 구획의 격벽으로 구분되는 구역. 해당
구역의 평균 길이 및 너비가 4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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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

SWL

안전사용하중
SWL (Safe Working Load), 하역설비 등이 안전하게 화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로, 설비에 걸리는 하중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최대하중(설비가 파괴되는 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됨

Winch

윈치
로프를 원통형 드럼에 감아 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도르래를
이용하여 높은 곳으로 올리는 기계. 유압 모터식 또는 전기모터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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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육상전력공급

OPS

육상전력공급장치
OPS (On-shore Power Supply), 육상 부두에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Cold ironing, Shore-side electricity and on-shore
power supply, High or low voltage shore connection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모두 육상전력공급 장치를 의미함

IEC/IEEE 80005

IEC/IEEE 80005
IEC/IEEE 80005 : Utility connection in port, 항구에서
유틸리티(전원) 연결에 대한 표준 지침서. 아래와 같이 3개의 파트로
구분됨
- Part 1 : High voltage shore connection (HVSC) systems
- Part 2 : High and low voltage shore connection systems
- Part 3 : Low voltage shore connection (LVS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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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DSV

잠수지원선
DSV (Diving Support Vessel), 각종 잠수를 위한 장비(감압 챔버,
잠수장비, 심해용 유압 장비, 다이빙벨, 크레인 등)를 장착하여
잠수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선박

Hyperbaric
evacuation system

고압탈출설비
선박 또는 부유 구조물에서 수압을 받는 잠수부들을 감압이 가능한
위치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장비. 주요 구성 요소로는 고압
대피소(hyperbaric evacuation unit), 취급 시스템(handling
system) 및 생명유지시스템(life-support system) 등이 있음

FPSO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설비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화물을
운송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선박이 아닌, 해상의 일정 지역에
머물면서 해저에서 원유를 뽑아 올려 정유 제품을 생산하여
보관하고, 타 선박에 이송하는 해상 복합 구조물. 기관을 장착하여
저항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며, 자항 능력이 없이 예인선에 의해
이동되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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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조직 및 활동
1. 개요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운항과 관련된 안전 및 보안 확보, 해양환경 보호와 효율적인 해운
진흥에 필요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이며, 국제연합(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소속된 15개 특별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에 12번째로 설립된 해양 특별기구이다.
1948년에 IMO 설립을 위한 협약이 채택(adoption)되어 1958년에 발효(entry into force)됨에
따라 1959년에 국제해사자문기구(IMCO)라는1)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82년에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되었다. IMO 사무국(Secretariat)과 회의장이 있는 본부 건물은 영국 런던에 있으며
1982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 IMO 회의장 입구의 조형물 >

1)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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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립 목적
IMO의 목적, 기능, 가입,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IMO 협약(IMO Convention)2)
제1조에 기구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항이 주요 목적으로 분류된다.
∙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적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규정과 관행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위한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사안전, 항해의 효율성,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실행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행정적,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다.3)
∙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와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국제교역을
위한 해운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자국 해운의 발전과 보안을 위해
자국 정부가 취하는 지원과 장려는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해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차별에 속하지 않는다.
∙ 기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해운의 불공정한 제한적 관행 문제에 대해 기구에서 관여한다.
∙ 국제연합의 어떤 조직이나 특별기구에서 해운 문제가 다루어지면 기구에서 관여한다.
∙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간 정보 교환을 위해 관여한다.
따라서 IMO는 ‘협력을 통해 안전·보안과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운
장려’를 사명(Mission)으로 한다.4)

2) IMO Convention은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을 줄여 쓴 용어이며 Convention의
첫 자를 대문자로 써야한다. IMO convention이라 소문자로 표기하면 IMO가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 기원은 1948년 제
네바에서 열린 국제연합 해사회의(UN Maritime Conference)에서 채택된 “Convention on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이다.
3) IMO Convention Article 1(a) To provide machinery fo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in the field of
governmental regulation and practices relating to technical matters of all kinds affecting shipping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general adoption of the highest practicable
standards in matters concerning maritime safety,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to deal with administrative and legal matters related to these purposes
set out in this Article.
4) (MISSION STATEMENT)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s a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y, is to promote safe, secure, environmentally sound, efficient and sustainable shipping
through cooperation.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adopting the highest practicable standards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from ships, as well as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legal matters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with
a view to their universal and uniform application. (출처 : IMO A.1110(30),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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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 배경
국제교역의 주요 수단인 해운업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국제적이며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며, 매우 경쟁적이었지만 전통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해상에서 안전을 향상하는 최상의 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모든
해운국이 준수하고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사 분야를
다루기 위해 적합한 세계적인 규모의 정부간 기구는 없었으며 일부 민간 기구의 활동만이 있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정부 대표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상위급의 해사 조정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1889년에 워싱턴D.C.에서 첫 번째로 국제적 수준의 해사회의(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가 개최되어 영속적으로 해사 문제를 다루는 기구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제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여겨져 실행되지 않았다.
1926년에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와5) 1934년에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에서6)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야 몇
가지

실질적인

진전이

국제연맹(League of

국제연합(UN)을

Nations)7)

통해

이루어졌다.

국제연합(UN)의

전신인

시기에도 해운을 다루었으나 국제연맹 체제는 무기력하여 해사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8)
해사 분야의 국제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설립한 해사청연합(United Maritime Authority)의 활동에 따른 것이었다. 해사청연합은
전시 해운 기구로서 추축(樞軸)이9) 아닌 국가(non-Axis)의 해운 활동을 조율하면서 국제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5) 187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설되었다. 현재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63개 지부를 두고 있다. 국제법학자, 정부관계
자, 상공업, 해상(海商)에 관한 실무자까지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1921년에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免責約款) 규
칙인 ‘헤이그 규칙’을 채택하였다.
6) 1873년 벨기에 겐트(Ghent Town Hall)에서 유럽 여러나라의 학자 10명이 모여 발족하였다.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190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정회원 60명, 준회원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7)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창립되었다. 연맹 창설을
발의한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한데다 여러 국제적 분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지리
멸렬하여 결국 모든 업무와 자산 등을 국제연합(UN)에 승계하고 해체되었다.
8) 국제연맹에는 통신운수기구(Communications and Transit Organization)가 있었고 통신과 운송에 관한 위원회도 있었
다. 연맹 사무국에는 통신운수 부서를 두고 있었다. 운수위원회(Transit Committee)는 항만·항해전문위원회
(Subcommittee for Ports and Maritime Navigation)를 포함하여 몇 개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9) 국가 간의 연합, the Axis는 2차 대전 때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추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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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3. 2일, 해사청연합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과도기적 기구로 해사연합자문회의(United
Maritime Consultative Council)가 설립되어 1946. 3월부터 10월까지 UN원조재건청
(UNRRA)과10) 기타 여러 기관의 복구화물 수송을 담당했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는 정부 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해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료 등에 이르는 해운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정부간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았으며, 해사 분야의 정부간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11)
1945년에 전승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된 이후 UN이 국제기구 설립 임무를
물려받았으며, 해사문제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운수통신위원회(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다루어 졌다.12)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당시 해사연합자문회의(United Maritime Consultative
Council)에 해사분야의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을 작성케 하였고, 1948. 3. 6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N해사회의(UN Maritime Conference)에서 협약 초안이 채택됨으로써 기구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설립논의 당시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 해운국들은 가능한 한 통제 기능이 약한 UN 경제사회
이사회(ECOSOC) 산하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여 해운 선진국의 차별적 해운 관행을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 절충안으로 UN 산하의 기술적 자문의 성격을 지닌 전문기구로 설립한다는 IMCO
설립협약이 채택되었다. 이후에 1964, 1965, 1974, 1975, 1977, 1979, 1991, 1993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본은 1993년 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 중의 하나는 당시 대형 해양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해양 안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도 크게 작용하였다. 즉 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구명설비와
수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명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국제기구가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박에 탑재하는 각종 설비가 국가별
10) (UNRRA)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11) 20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선대가 늘고 국제해운이 발전하면서 해사 관련 문제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통 해운국 사이의
조약 또는 협정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나 해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가 없었다. 다만 해운과 관련된 일부 기
술적인 문제들이 국제수로국(IHB), 세계기상기구(WM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해사분야를 다룰 정부간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구 설립을 검토하였다.
12)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운수통신위원회는 항공, 해운, 통신 및 우편의 4개 분야를 취급할 전문기구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특히 해운분야에 정부간 국제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해운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게 될 영구적인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UN의 개념은 하나의 지붕 아래 해사문제를 하나로 모아 기구를 만들고 특별기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국제무선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 communication Union), 정부간항공기구(Intergovernment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국
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 기구들이 현재 15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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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여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운항 측면에서도 번거로워지자 비용 절약과
원활한 선박 운항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각종 설비의 국제 표준화로 여기게 된 배경도 있었다.
그러나 해운의 상업적 성격을 배제한 채 기술적 문제만을 자문하는 기구의 성격에 관한
전통해운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차이에 따라 IMCO 설립협약은 채택된 후 상당 기간 발효
요건이13) 충족되지 못했으나, 설비 표준화와 안전조치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이 높아지자 협약 채택
후 10년이 지난 1958. 3. 17일에 비로소 발효되었다. IMCO는 그 이듬해인 1959. 1월에 런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UN 산하 12번째의 특별기구로 탄생하였다.

< 1959년 IMO 창립총회 전경 >
IMCO가 해운의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14)
1965년에 해운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의 상업적 문제, 즉 보험개방, 등록, 운임률, 해운동맹의 관행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IMCO는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5년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IMCO에서 IMO로 개정할 것을 채택하여15) 발효요건이 충족된 1982. 5. 22일 IMO로 새롭게

13) 100만 톤 이상을 보유한 7개국을 포함한 21개국의 수락
14)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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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하였으며,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템즈강 건너 남서쪽 방향의 건물에 본부를 두고 있다. 기구의
구조상 변화는 없었으나 ‘자문’이라는 용어를 제거함에 따라 IMO의 성격이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5) (출처) IMO, Res.A.358(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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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 구성
IMO 협약(IMO Convention) 제11조에 따른 정규 조직은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와 사무국이다. 이외에도 기구에서
필요할 경우 하부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74개 회원국과 3개의 준회원국으로16) 구성되어 있으며, IMO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회의에 참관(observer)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GO) 64개, IMO의 승인을 거쳐 자문역할을
부여받은 비정부간 국제기구(NGO) 81개가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59년에 IMO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1962. 4. 10일 부로 가입효력이 발생하여 회원국이 되었다.
사무국을 제외한 IMO의 정규 조직(organs)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정기 회의체이다.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와 런던협약17) 회의체에서는 맡은 임무와 관련된 결의서를 채택할 수 있다.
각 회의체는 의장단을 스스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지만 이후 4년까지 연임할 수 있어 총 5년까지
임기를 가질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회는 매번 새로이 의장단을
구성한다. 이사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이후 4년까지 연임할 수 있어 총 6년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2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각 전문위원회에 의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 업무성과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업무 결과를
보고한다. 각 조직은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1. 총회(Assembly)
총회는 IMO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 2년 1번씩 개최된다. 첫
회의가 1959년에 개최되어 지금도 홀수 연도마다 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임시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 요청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고 후
60일 이내에 소집된다. 총회의 의사정족수(quorum)는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과반이다.
총회의 의장단은 총회마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발하므로 임기 2년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회의체 의장을 ‘Chair’라고 부르지만, 총회는 ‘President’라고 부른다. 의장단은 주로 영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이 맡는다.
16) 홍콩, 마카오, 파로제도(Faroe Islands, 덴마크 왕국의 구성국이자 자치령이며, 영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사이에 있
는 대서양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17) London Convention (LDC, LC) and London Protocol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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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정기총회 기간에 정회원국에서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 선출
∙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의사규칙 채택
∙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임시 또는 상설 하부 조직 설치
∙ 이사국 선출
∙ 이사회 보고서의 심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 기구의 작업계획 승인 및 예산과 재정계획 표결
∙ 비용에 대한 검토 및 결산의 승인
∙ 총회는 이사회에 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도록 회부하며, 이사회의
검토 결과가 총회에서 수락되지 않는 경우는 총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검토 의뢰
∙ 해사안전,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각종 규칙 및 지침을 회원국에게 채택하도록 권고
∙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해 기술협력의 증진에 필요한 조치
∙ 국제협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국제회의(conference)의 소집
∙ 회원국에 대한 해사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칙 및 지침 채택을 권고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기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결정 의뢰
총회는 기구의 최고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하부 조직의 권고와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으나 회원국에 대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이행 권고, 이사국 선출 등의 업무에 따라 외교적 성격이 가장 강한 회의체이다.

2.2. 이사회(Council)
이사회가 총회보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을 중심으로 한 해운
선진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설립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는 IMO의
여러 회의체 중에서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의결권이 이사국으로만 제한되는 폐쇄적인 회의체다.
따라서 이사국의 구성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사국의 수는 창립 당시 16개국이었으나 1964년 IMO 협약의 1차 개정으로 18개국, 1974년 2차
개정에 따라 24개국, 1979년 3차 개정에 따라 32개국, 1993년 4차 개정으로 40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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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18)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개최된 제17차 총회에서 C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1년 제22차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19) 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재선할 수
있으며,20) 범주는 A, B 및 C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구분요건은 아래와 같다.21)
∙ A그룹 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국제해상운송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이다.
∙ B그룹 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국제해상교역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이다.
∙ C그룹 이사국은 20개국으로 A그룹 및 B그룹을 제외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해상운송이나 항해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회원국이다.
기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각 위원회의 보고, 제안 및 권고에 대한 접수 및 총회에 제출
∙ 사무총장 선출·임명22)
∙ 기구의 활동(사무국의 직원 근무 포함)에 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
∙ 기구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후 총회에 제출
∙ 총회의 회기 이외의 기간 중 기구의 제반 기능 수행
∙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조정 타 국제기구와 협정체결

18) 2021년 제32차 총회에 상정된다면 이사국 52개국 안이 가능성이 높다.
19)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여 5회 연임(1991.12 ～2001.11)하였고, 2001년 말에는 A그룹
이사국에 당선된 이래 2019년 제31차 이사회에서 재임됨에 따라 10회(2001.12-2021.12) 연임 중이다.
20) 2019년 제31차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는 아래와 같다.
구분

국명(알파벳 순)

A그룹
(10개국)

China, Greece, Italy, Japan, Norway, Panama,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B그룹
(10개국)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France, Germany, India, the Netherlands, Spain,
the United Arab Emirates

C그룹
(20개국)

Bahamas, Belgium, Chile, Cyprus, Denmark, Egypt, Indonesia, Jamaica, Kenya,
Kuwait, Malaysia, Malta, Mexico, Morocco, Peru, Philippines, Singapore,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21) 주로 A그룹은 선주국 또는 해운국, B그룹은 화주국, C그룹은 지역대표국이라 한다. 이사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
행 중이므로 향후 이사국의 수와 구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22) 임기 만료 1년 전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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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회의 전경 (중앙에 이사국이 배치됨) >
이사회의 회의 정족수는 현행 40개 이사국을 기준으로 26개국이며, 의장을 선출하고 IMO
협약(IMO Convention)에 따라 회의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필요 시 특별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소집
또는 4개 이사국 이상의 요청에 따라 1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개최된다.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의는 본부가 있는 런던에서 개최된다.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문제가 특정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는 이사국이 아니라도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정에 참여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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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IMO가 설립될 당시인 1959년에는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가 있었으며 1969년에
법률위원회 신설, 1972년에 간소화위원회 신설, 1973년에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신설, 그리고
1975년에 기술협력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다섯 개의 위원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1.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해사안전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와 함께 IMO 설립 당시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요 기관으로써
초기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14개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었으며, 이 중에 적어도 8개국은
가장 많은 선박량을 보유한 국가여야 했다.23) 회의는 위원회 회원국 중에 5개국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되었다. 그 후 2회에 걸친 IMO 협약 개정을 통하여 1978년부터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되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항로표지, 선박의 설계·건조·의장품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여객, 화물 및 선박
자체의 안전 확보를 도모
∙ 일반화물의 컨테이너화, 다양한 가스류 및 화학제품 등 위험물 운송의 증가와 초대형선의 출현
등에 따른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취급을 위한 각종 기준을 제정
∙ 선박의 항해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선원에 대한 훈련 및 자격 기준과 선박충돌 방지를 위한 항행
규칙, 수로 정보, 항해일지, 해양 사고조사 및 해상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정
해사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되지만, 총회가 개최되는 연도에는 1회 개최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회기가 길어진다.24)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전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각종 제안, 지침서
및 활동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IMO 협약(IMO Convention)의 위임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7개의 전문위원회를25) 두고
있다.
23) 대형 선주국으로 ①미국, ②영국, ③노르웨이, ④일본, ⑤이탈리아, ⑥네덜란드, ⑦프랑스와 ⑧서독이 참여하는 데는 이
의가 없었다. 그러나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당시 선박 수로는 세계 3위)와 파나마(당시 8위)에 대해서 전통 해운국들
은 진정한 선박 소유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오랜 토론 끝에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조언을 구했으며, 재판소는 9대 5로 라이베리아와 파나마를 뽑지 않는 것은 IMCO 협약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선박 보유국이란 문자 그대로 국가 등록 톤수를 기준한다고 결정되었다. 이 논쟁은 이후에
도 선박과 선주국의 진정한 연계(genuine link) 문제로 이어졌다.
24) 일반적으로 1주간(월-금) 개최하지만 총회가 끼인 년도에는 2주간(첫 주 월-금, 다음 주 월-수 또는 첫 주 수-금, 다음
주 월-금) 개최된다.
25) 7개 전문위원회에서 안전 관련 의제의 논의 결과를 해사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오염 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는 주
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보고하지만,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위임한 의제일 때 해사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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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에 특정 의제에 관해 관심 있는 회원국만 모여 상세히 다루고자 개최되는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가 있으며, 협의가 이뤄진 안건을 조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구작업반 회의(drafting
group)가 개최되기도 한다. 회기와 회기 사이에 원격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논의하는
통신작업반(correspondence group) 회의가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반 회의는 기구 내 다른
회의체에서도 필요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개발한 안전 규칙 제정 및 개정 제안
∙ 위원회가 결정한 권고 및 개발한 지침
∙ 이전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 위원회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

3.2.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1973년 제8차 총회 의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IMO는 창립 후 1954년 기름오염방지협약(OILPOL)을26) 기탁받고 해사안전위원회(MSC)에
두었으나 해양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7년 영국 남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토리캐년호(M/T Torrey Canyon)’27) 좌초 사고는 해양오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고는 유출량, 오염범위 및 피해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막대한 것이었다.28)
26) (OIL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as amended in
1962 and 1969
27) 120,890 DWT, 61,263 GRT, 1959년 건조
28) 1967. 2. 18일 페르시아만에서 원유 119,328톤을 싣고 영국 밀포드하벤(Milford Haven)으로 출항한 토리캐년호는 한
달 후인 3월 18일 영국 남서해육지 끝단(Lands End)과 섬들(Scilly Isles) 사이를 통과하다가 암초(Seven Stones
reef)에 좌초하였다. 손상된 여러 화물창에서 같은 해 3월 20일까지 원유 약 3만 톤이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3월 25일
에는 유출유가 영국 코니쉬(Cornish) 해안에 도달하여 100 마일의 연안을 오염시켰다. 3월 26일에는 강풍이 불어 선박
이 부러졌으며 추가로 약 3만 톤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구난이 실패하자 3월 28일과 30일 사이에 영국군이 항공기로 선
박에 인화 물질을 쏟아붓고 네이팜탄 등으로 폭격하여 잔존유와 유출유를 불태웠다. 선적국인 라이베리아 조사 당국은 좌
초의 원인이 오로지 선장의 태만(negligence) 때문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 TORREY CANYON PRELIMINARY REPORT, CMI,
https://comitemaritime.org/wp-content/uploads/ 2018/06/TORREY-CANYON-1.pdf)
- 토리캐년호 사고에 따라 MARPOL협약 체결뿐만 아니라, 오염피해를 구제를 위한 CLC협약(Civil liability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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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유가 이동하여 인접 국가도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양오염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전 세계에
노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구성되었으며 해양오염 문제가 IMO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IMO가 UN의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해양환경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29) 회기가 끝난
후에는 동 위원회에서 개발한 권고, 지침 및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는 오염 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가 있어 관련 의제를
검토하고 있다.30)

< 토리캐년호 사고조사 보고서 표지 >

과 Fund 협약(Fund convention) 및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 연안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협약
(Intervention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된다.
29) 총회가 열리는 해는 1주간(월-금),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는 2주간(첫 주 월-금, 다음 주 월-수 또는 첫 주 수-금, 다음
주 월-금) 개최되고 있다.
30) PPR 이외의 다른 6개 전문위원회도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로부터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의제를 위임받은 경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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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기구에 부여되거나 부여될 수
있는 기능, 특히 협약에 규정된 규칙이나 기타 규정의 채택 및 개정에 관련된 기능의 수행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와 관련 협약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논의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및 기타 모든 실질적 정보 획득을
위해 준비하고, 각국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며, 적절한 경우 권고 및 지침 제정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와 관계있는 지역 기구와 협력 증진
∙ 기타 국제기구와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기여할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규칙 제정 또는 위원회가 개발한 규칙 개정(안)
∙ 위원회가 결정한 권고 및 개발한 지침
∙ 이전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 위원회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

3.3. 법률위원회(LEG: Legal Committee)
법률위원회는 토리캐년호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등 법률적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으나 그 후 정식 위원회가 되었다. 해상운송에서 야기되는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원조, 외국 항에 있는 선박·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법률사항을 심의하고, IMO의 협약, 총회 및 이사회가 부여한
의무 또는 기타 모든 국제문서에 의해 부과되고 기구가 수락한 범위 내의 의무 수행을 위해
조치한다.
법률위원회는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HNS 협약),
1976년 해사 채권의 책임제한협약(LLMC 협약)의 개정협약 및 UN무역개발회의(UNCTAD)와
합동으로 1993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MLM 협약)을 채택하였고, 1952년
선박 억류협약(ARREST 협약) 및 난파물 제거협약(WRC)의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 기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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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과한 의무와 기타 모든 국제문서에 따라 부과되고 기구에
의해 수락된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기구의 목적달성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기구와 긴밀한 관계 유지
법률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 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협약 및 국제협약 개정 초안
∙ 이전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 위원회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

3.4. 기술협력위원회(TC: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IMO는 개발도상국이 기구에서 채택한 제반 기준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IMO의
기술협력사업은 주로 UN개발계획(UNDP)과 UN환경계획(UNEP)의 기술원조자금 그리고 기구에
기탁되는 신탁기금과 각 회원국의 기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은 전문가의 파견,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장비의 보급 등과 같은 형태로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업적으로는 1983. 6월에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뫼(Malmö)에 대학원 과정의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을 설립하여 고급 해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1989년에는 지중해에 있는
몰타의 발레타(Valletta)에 1년의 석사과정을 진행하는 국제해사법연구소(IMLI: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에 부족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무중심의 해사 전문가 과정, 정책 중심의 IMO 협약 및 규제 학습을 위한 단기
특별훈련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UN의 밀레니엄 선언(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에 따라 높아진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IMO의 기술협력
프로그램(ITCP: IMO’s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으로 아프리카 지역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IMO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기술협력위원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기구가 집행기관 또는 협력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관련 UN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금에 따른
기술협력사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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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에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신탁기금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 심의
∙ 기술협력에 관한 사무국의 업무 검토
∙ IMO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한 기능과 다른 국제적 제도에 따라 양도되어 기구가
수락한 기능의 수행
∙ 총회와 이사회의 요청이나,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과 긴밀한 관계 유지
기술협력위원회는 소관하는 국제협약이 없으나 일반현황을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권고 및 개발한 지침
∙ 이전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 위원회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

3.5.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Facilitation Committee)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는 1965년 국제해상운송 간소화협약(FAL협약)31) 채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이다. 1965년 FAL 협약의 채택으로
항구 간 자유로운 해상교역을 촉진하는 국제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입·출항 시 요구되는 제반 서류 및 수속 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91년 제17차 총회에서는 FAL 위원회를 IMO 협약에 의한 정식 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한 IMO
협약 개정안이 채택된 후, 2007. 12. 7일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정식 위원회로 출범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간소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제해상운송 간소화 협약의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채택
∙ 총회나 이사회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업무영역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 유지
간소화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권고 및 개발한 지침 및 업무 추진현황 보고

31) (FAL)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정박, 출항에 관한 행위, 수속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최소한도로 줄임으로써 해
상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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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O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세부 기술 규정 등을 논의하고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4.
1월부터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9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었다.3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된다.

4.1. 선박 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선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1966 LL),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1969 TONNAGE)을 검토한다. 그리고
SOLAS협약 제Ⅱ-1장 중에 구조, 복원성 관련 규정 및 어선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
(SFV)의33) 제반 규정을 논의 한다.
선박 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의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선종(중소형 선박 포함), 선박 관련 디자인, 구조, 안전성, 복원성, 내항성, 배수시설 검토
∙ 선박 검사, 건조 및 재료 시험 인증
∙ 만재흘수선 및 선박 톤수측정 관련 문제
∙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

32) 전문위원회 개편

33) (SFV)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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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박 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각종 시스템 및 설비(구명설비 포함)에 관한 사항, 방화, 화재탐지, 소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SOLAS 협약 제Ⅱ-1장 중에 기관 및 전기설비, SOLAS 제Ⅲ장의 구명설비
및 장치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다.
선박 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소형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종, 선박 관련 기계적 전기적 설비를 포함한 시스템과 장비
∙ 선박 시스템과 장비의 시험 인증
∙ 인명구조 장비의 적용과 배치
∙ 선박 시스템과 장비 관련 사고기록 및 재난 분석

4.3.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Sub-Committee on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34)

부속서 제Ⅱ장(산적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속서, 평형수 관리협약,

IBC35),

IGC36),

BCH37)

및

코드 등의

관련규정을 논의한다. 주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오염 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 및 관련 해상활동 예방 및 통제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
∙ 선박운송 산적화물 내 액체 물질의 오염위험 및 안전성 평가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내의 유해 수중생물 관리·통제
∙ 위험하고 유독한 기름 물질 오염대응 협력 및 준비

34)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35) (IBC Code) International Bulk Chemical Code
36) (IG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일명 International Gas Carrier Code는 국제가스운반선 안전기준으로 1983. 6월 제정되었으며 2014. 5월 전
면 개정되어 2016. 7. 1 이후 건조 완료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효되었다.
37) IBC 코드의 전신이다. 1986. 7. 1일 이전에 건조된 케미컬 탱커는 BCH 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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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포장 형태 또는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각종 화물의 안전한 적재,
격리,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SOLAS 협약의 화물 운송 관련,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38) 및 각종 관련 코드 등의 제반 규정을 논의한다.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컨테이너, 가스 화물, 포장된 위험화물 운송 관련 협약, 기타 강제/권고 조항의 효과적인 적용
∙ 포장된 위험화물, 산적화물, 가스 화물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성 검토 및 선박 운송요건 평가
∙ 모든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관련 안전, 보안 문화, 환경의식의 향상
∙ 컨테이너와 화물, 국제표준에 관한 정부간기구(IGO), 비정부간기구(NGO), UN 기구와 협력

4.5. IMO 협약준수 전문위원회(III: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각국이 동질의 협약준수 수준을
갖추어 IMO 협약과 관련 법규의 실질적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SOLAS
협약의 선박 안전운항 관리, 항만국통제(PSC), 기국의 협약준수사항, 해양사고 조사업무를
논의한다.
IMO 협약준수 전문위원회(III)의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IMO 협약(IMO Convention)에 따른 기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종합적 검토
∙ 기국이자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 회원국의 협약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항만국통제(PSC) 자료 분석 및 절차에 대한 평가로 조화로운 항만국통제(PSC) 활동 증진
∙ 위원회의 권고, 강제/비강제 지침 이행지원을 위한 제안 검토
∙ 해양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분석 및 사고교훈 발표
∙ 증서조화제도(HSSC)의 이행․유지, 해사안전, 보안,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IMO 기준 검토

38) (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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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항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룬다. 특히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1972
COLREG),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항해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선박 통신, 조난 시 수색·구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룬다. 특히 SOLAS 제Ⅳ장(무선통신),
GMDSS,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관련 규정을 주로 검토한다.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포함한 도선사 승선, 선박교통관제(VTS), 전파항해시스템, 선박 항로
보고시스템, 수로 서비스 등 항해 안전 관련 기국의 의무 및 운영 조치
∙ 충돌 예방, 좌초, 선교 의사결정과정, 항해계획, 위험 상황 회피, 피난처 마련, 해상보안 측면의
해사지원 서비스 규정 등 관련 사안 및 항해 안전과 관련된 운영요건 지침
∙ 선교 설계, 도선사 승선 장치를 포함한 선박탑재 항해장비와 기타 성능요건에 관한 기준
∙ GMDSS 및 GMDSS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기국의 의무 및 운영 조치
∙ 전 세계 수색구조계획 개발 및 유지와 관련된 기국의 의무 및 운영 조치
∙ 장거리 선박위치추적시스템(LRIT)39) 관련된 기국의 의무 및 운영 조치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40) 수색·구조(SAR)41) 협력절차, SAR 훈련, GMDSS 조난정보
추적절차, 전파통신, SAR 관련 운영요건 및 지침
∙ 선박 탑재 통신장비, 수색·구조장비 사용을 위한 성능 기준 및 작동지침
∙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42) 해상 이동통신 장비 문제 및 기술적 사안 협조

39) (LRIT: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OLAS 협약 제5장 제19-1규칙에 따라 장거리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2009. 1. 1일부터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은 의무적으로 LRIT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해적·테러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해상보안을 목적으로 선박의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에서 전 세계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
는 시스템,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 이내에서 외국 선박도 추적 가능
40)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41) (SAR) Search and Rescue
42)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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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규정 및 각종 관련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발급의 관련 규정을 논의한다.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수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선원 훈련, 증서발급에 관한 최소 국제기준, 안전한 당직규정 기준 마련
∙ 어선원에 대한 훈련, 교육증서발급에 관한 최소 국제기준
∙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안전·보안·해양환경 보호 문화
∙ 선원의 자격 기준 검토 및 기술적·사회적·조직적 발전을 고려한 인적요소 관련 교육·훈련
∙ 사고 보고서 및 정보 분석에 따른 교훈 등 전파
∙ IMO 모델코스의 개정, 검토 및 최신화
∙ 안전·보안·해양환경 보호책임을 포함한 기구의 인적요소 전략의 적용과 개선
∙ 선원의 교육·훈련증서 관련 정부간기구(IGO), 비정부간기구(NGO), UN 관련 기구와 협력
∙ 안전·보안·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원의 훈련에 관한 지침서의 개정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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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총회 (Assembly)
참가자격

∙ 모든 회원국(정족수 :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과반수)

개최시기

∙ (정기회의) 2년마다 1회
∙ (임시회의) 회원국 3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 요청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거나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고 후 60일 이내

주요기능

∙
∙
∙
∙

특징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이사국 선출 및 사무총장 승인
이사회의 보고서 및 상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 등

∙ 최고 의결기관


이사회 (Council)
참가자격

∙ 총회에서 선출된 40개 이사국(정족수 : 26개국)
- 비 이사국도 회의 참석과 발언이 허락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개최시기

∙ (정기회의) 매년 2회
∙ (임시회의) 의장의 소집이나 4개 이사국 이상의 요청 후 1개월 이내

주요기능

∙
∙
∙
∙
∙
∙
∙
∙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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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보고, 제안 및 권고에 대한 접수 및 총회에 제출
사무총장의 임명(임기만료 1년 전 선출)
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보고
사무국 직원의 근무조건 등 결정
기구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후 총회에 제출
기구의 재정명세서 작성 및 총회에 제출
총회의 회기 이외의 기간 중 기구의 제반기능 수행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조정
타 국제기구와 협정체결

∙ 기구의 실질적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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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Committee)
각종 기술규정의 승인·채택 등의 권한이 있으며, 연 1회 개최되지만, 해사안전위원회(MSC)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총회가 없는 연도에는 2회 개최된다. 5개 위원회와 7개 전문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구분
MSC
(해사안전
위원회)

역할
∙
∙
∙
∙

선박의 설계, 건조, 의장품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 제정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취급을 위한 각종 기준 제정
선원의 훈련, 자격 기준 및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항로표지 등 항행규칙 제정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규칙 제정 등

MEPC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및 규제를 위한 사안 심의
∙ 해양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규칙이나 규정의 채택 및 개정에 관련된 기능
수행

LEG
(법률위원회)

∙ 해상운송에서 야기되는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원조 문제 심의
∙ 외국 항만에 있는 선박, 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법적 문제 심의

TC
(기술협력
위원회)

∙ 협약 당사국의 원활한 협약이행 촉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검토

FAL
(간소화
위원회)

∙ 국제항해 선박의 입·출항 시 요구되는 제반서류 및 수속절차 검토
∙ 이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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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Sub-Committee)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세부 기술 규정을 논의하고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구분

안건

SDC
(선박 설계 및
건조)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선형 등에 관한 사항
∙ 만재흘수선협약(1966 LL), 선박 톤수측정에 관한 협약(1969 TONNAGE), SOLAS
제Ⅱ-1장 중에 구조, 복원성 관련 규정
∙ 어선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SFV)의 제반 규정

SSE
(선박 시스템 및
설비)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각종 시스템 및 설비(구명설비 포함) 관련 사항, 방화·화재탐
지·소화 관련 사항
∙ SOLAS 제Ⅱ-1장 중에 기관 및 전기설비 및 제Ⅲ장의 구명설비 및 장치 관련 규정

PPR
(오염예방 대응)

∙ MARPOL 73/78 부속서 제Ⅱ장(산적유해 액체 물질의 오염방지)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속서, 평형수 관리협약
∙ IBC, IGC, BCH 코드 등의 관련 규정

CCC
(화물·컨테이너
운송)

∙ 포장 또는 산적고체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각종 화물의 안전한
제작, 적재, 고박 및 운송과 관련되는 사안
∙ SOLAS 협약의 화물 운송,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및 각종 관련
코드 등의 제반 규정

III
(IMO 협약준수)

∙ IMO의 각종 협약과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이행 도모 관련 사안
∙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 항만국통제(PSC), 기국의 협약준수, 해양사고 조사업무 논의

NCSR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1972 COLREG)
∙ SOLAS 제4장(무선통신), 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수색 및 구조
에 관한 협약(SAR) 관련 규정
∙ SOLAS 협약의 항해 안전에 관한 규정 등

HTW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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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STCW) 규정
∙ 각종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발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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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사무국 (Secretariat)
IMO 사무국(Secretariat)은 보조부서 7국과 보좌부서 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과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사무총장

내부감사
•윤리실

비서실

해사안전국

해양환경국

법률•대외
협력국

행정국

회의국

기술협력국

회원국감사•
이행지원국

운항안전ㆍ
인적요소과

보호조치과

법률실

행정지원실

문서ㆍ기술
ㆍ번역과
(공용어)

국제사업ㆍ협
력ㆍ훈련원

회원국감사
담당

해사기술ㆍ
화물과

이행과

대외협력
담당

출판ㆍ
연회팀

회의ㆍ통번
역과
(아랍•중•러)

사업관리
담당

이행ㆍ지원
담당

해사보안ㆍ
간소화과

LC/CP 및
이행과

공공정보
담당

재정담당

해사지식
센터

관리ㆍ회계
및 ERP담당

지역연락
담당

정보ㆍ통신
기술담당

인력자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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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역할

해사안전국

∙ 선박사고 방지 및 사고 최소화를 위한 선박의 설계ㆍ설비 및 운항의 효율화 도모,
선원의 훈련 및 보안 강화, 선박ㆍ선원ㆍ여객의 수속 간소화, 항만 운영 효율화
∙ (관련 회의체) MSC, SDC, SSE, CCC, NCSR, HTW, III

해양환경국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이와 관련된 IMO의 기존 국제협약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협약
ㆍ코드ㆍ지침서 관리
∙ (관련 회의체) MEPC, PPR

법률 및
대외협력국

∙ 기술적인 문제의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여 사무총장과 기구에 법률적 조언 제공
∙ (관련 회의체) LEG

행정국

∙ 기구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정ㆍ인사ㆍ총무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 수행
∙ (관련 회의체) Council

회의국

∙ IMO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 통보, 문서작성, 인쇄, 간행물 판매 등의
업무 및 통·번역과 같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 수행
∙ (관련 회의체) 모든 회의

기술협력국

회원국감사 및
이행지원국

318

∙ UNDP 등 관련 기구와 협정에 따른 전문가 파견, 장학금 또는 장비의 보급 등을 통
하여 개발도상국의 인력 양성 및 제도 개선을 촉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회의체) TC
∙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계획수립, 시행 및 후속 조치와 관련된 업무 수행
∙ (관련 회의체) MSC, III

부속서 2.
NGO & IGO 목록
∙ 비정부기구(NGO)
∙ 정부간기구(IGO)

부속서 2. IGO & NGO 목록

비정부기구(NGO)

NGO

비정부기구
일명 엔지오(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엔피오(NPO, Non Profit Organization)라고도 칭함. ‘엔지오’라는
용어는 국제연합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국제연합(UN)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속 기구와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자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협력관계가 필요로 하였는데, 이때부터
‘엔지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음.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는
넓은 의미로는 기업과 시민단체를 모두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함.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는 회원국과 같이 비정부기구(NGO)는
이사회를 제외한 회의체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국과
공동으로 신규의제 제출 등의 권한을 가짐.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간기구(IGO)와 달리 이사회의 승낙과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자문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자문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비정부기구(NGO)는 비록
투표권은 없으나 정부 대표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함. 자문 지위를
부여받은 IMO 비정부기구(NGO)는 2020년 1월 기준 총 81개의
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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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PS

해양보호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Protection of the SEA

198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법, 해양 정책 및
해양환경 연구 및 통제 등과 같은 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통찰 및 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
www.acops.org.uk

ASEF

국제조선연합회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

201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중
심으로 한 10개국의 조선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주로 조선 관련된 기
술적 사항을 대응. 우리나라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가
가입함
www.asef2015.com

BIC

국제 컨테이너 사무국
Bureau International des Containers et du Transport Intermodal

201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컨테이너 운송, 유치,
보관 및 제반 관련 국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1933년 설립된
유럽 각국 컨테이너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
www.bic-c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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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CO

발틱국제해사협의회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196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해운회사의 공
동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1905년 설립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운 동맹의
하나로서,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해운 관련 업무수행
www.bimco.org

CEFIC

유럽화학산업협회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197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화학산업과 관련된 유
럽의 주요 무역협회임. 본사는 브뤼셀에 있으며 유럽 지역 화학회사의
공동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됨
www.cefic.org

CESA

유럽조선공업연합회
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197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럽의 조선소 간의 협
력 강화 및 관련 산업계의 공동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조선소 연합회임.
1937년 설립되어 본부는 브뤼셀에 있음
www.cesa.eu

323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CIRM

국제해상무선위원회
Comité International Radio-Maritime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 전자 산업과 관련
된 전 세계 회사의 비영리 기술협회로서 국제 해양통신 규제 관련 자문
을 제공함. 1928년 설립되어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cirm.org

CLIA

국제크루즈선사협회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크루즈 선사들의 무역
협회로서, 북아메리카의 크루즈 여행사들과 제휴하여 크루즈 선박을 이
용한 항해를 마케팅하고, 크루즈 선박 직원들의 훈련을 담당함
www.cruising.org

CMI

국제해법회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196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법과 관련된 각국
의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897년에 설립되었
으며 본부는 벨기에, 안트워프에 있음
www.comitemari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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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

청정해운연합
Clean Shipping Coalition

201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운 관련 국제환경 단
체로서 해양 및 대기오염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
의 건강 및 사회적 경제 지속성에 대한 발전을 도모함
www.cleanshipping.org

DGAC

위험화물자문이사회
Dangerous Goods Advisory Council

198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내외로 운송되는 위
험화물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이송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특히 안
전한 위험화물 관리에 관한 훈련과정을 운용함
www.dgac.org

EUROMOT

유럽내연기관제조자협회
The European Associatio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Manufacturers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럽지역의 자동차, 선
박 등의 내연기관에 관한 안전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1991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엔진 회사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
www.euromo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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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EI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197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
로서 그린피스, 세계 자연보호 기금(WWF)과 함께 세계 3대 환경 단체
중 하나임.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암스테르담에 있음
www.foei.org

FONASBA

국제해운브로커/대리인협회연맹
The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Ship Brokers and Agents

200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선박 브로커와
에이전시의 의견을 대변하고 해운산업에서의 공정거래 진흥을 도모하는
협회임.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fonasba.com

GlobalMET

국제해사교육훈련협회
Global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Association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사 부문의 교육 및 훈
련에 관한 국제 협회임. 선원 교육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사 안전
달성을 목표로 하며 1996년에 설립되었고 본부는 호주에 있음
www.globalm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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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International

그린피스
Greenpeace International

199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핵실험 반대를 위해 결
성된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환경 단체임.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을 벌
이고 있으며 본부는 암스테르담에 있음
www.greenpeace.org/international

IACS

국제선급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196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선급협회
들이 선급 간 협력 및 선박 관련 규칙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협
회임.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acs.org.uk

IADC

국제석유시추계약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시추와 관
련된 기술적 개발에 관한 사안을 주로 다룸. 시추 관련 산업의 생산자 및
서비스 업체가 협회 회원으로 있으며 1940년에 설립됨
www.ia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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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N

국제항해기구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titutes of Navigation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에서의 운항과 관
련된 기술적 정보와 안전에 관한 사안을 다룸. 항법 기술 관련한 국제적
인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으며 1957년 설립됨
www.iainav.org

IALA

국제항로표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준 설정을 통하여 국제적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설립 및
규정 개발을 주관함.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음
www.iala-aism.org

IAMU

국제해양대학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Universities

200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해양 관련
교육 기관들의 연합으로 발전된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000년에 설립됨
www.iamu-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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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H

국제항만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196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각종 항만 재해를 방지
하고 개발도상국의 항만 건설을 원조 및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 민
간단체임.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도쿄에 있음
www.iaphworldports.org

IBIA

국제벙커산업협회
International Bunker Industry Association

200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안정적인 연료유 공급
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과 관련된 생산자, 선주, 브로커,
연료유 검사기관 등의 연합회임. 1992년 결성됨
www.ibia.net

IBTA

국제벌크터미널협회
International Bulk Terminals Association

200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상무역에서의 드라이
벌크(Dry Bulk) 화물의 효과적인 운송 및 터미널 관련 업무를 다룸.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drybulktermin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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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
소가 가입되어 신용장 통일규칙(UCP), 추심 통일 규칙 등의 제정 및 보
급을 도모함. 192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음
www.iccwbo.org

ICHCA

세계화물처리협회
ICHCA International Ltd.

196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을 통한 국제적인
해상 운송 화물처리의 전반적인 교육, 네트워킹, 정보교환 등 업무를 수
행함.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chca.com

ICMA

국제그리스도인해사협회
International Christian Maritime Association

200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선원의 복지 및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그리스도교 비영리단체 가운데 교회 적 특징이 있
는 협회임.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cm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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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IA

국제해양산업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해양 레저 산업
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
제협력을 도모. 1966년 설립됨
www.icomia.com

ICS

국제해운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선주의 이익 증
진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해운 규제와 관련된 기술적, 법
적 및 정책적 사안을 다룸. 192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cs-shipping.org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기, 전자와 관련된 기
술들에 대한 표준안을 준비 및 공표하고 회원국 간 국제적인 기술적 협
력을 도모함. 190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음
www.ie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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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W

국제동물애호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200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존하는 활동 및 동물의 재활, 방출 등에
중점을 둠. 196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캐나다에 있음
www.ifaw.org

IFSMA

국제선장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hipmasters’ Associations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의 선장에 대한 이
익을 대변하고 해양환경 보호 및 해사 안전 달성을 위한 선장의 교육 및
자격 표준을 다룸.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fsma.org

IHMA

국제항만협회
International Harbour Masters’ Association

200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항만에서의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해상안전에 관한 책임과 규정을 다루는 협회로써 5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음.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harbourmas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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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CL

국제컨테이너임대사협회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ntainer Lessors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 컨테이너 임대에
따른 기술적·정책적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주요 컨테이너 임대회사
와 샤시(Chassis) 회사에 의해 구성된 협회임.
www.iicl.org

IIDM

이베로아메리카 해사법연구소
Iberoamerican Institute of Maritime Law

199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 해양법의 통일성
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중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1985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페인에 있음
www.iidmaritimo.org

IIMA

세계철금속협회
International Iron Metallics Association Ltd.

201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철 기반 금
속류의 생산 및 운송과 관련된 전문 정보 제공 및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
는 협회임.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metall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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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MA

국제구명설비제조사협회
International Life-saving Appliance Manufacturers' Association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 및 석유 가스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구명장비에 설계, 제조, 검사, 수리 및 서비스 등에 관
한 표준화를 선도. 195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lama.org

IMarEST

영국해양공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199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공학 및 해사 산업
기술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120개국 21,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을 보유함. 1888년에 결성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marest.org

IMCA

국제해양계약자협회
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199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 계약 사안 관련 효
과적인 규정을 제안하고 모범 사례 및 지침을 제공하는 무역협회임.
197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mca-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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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

국제해양보건연합
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원의 건강 관리 및 모
니터링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협회임. 1956에 설
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mha.net

IMLA

국제해사강사연합회
International Maritime Lecturers Association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사 부문에서의 선원
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련된 기술적 정보 공유를 중점 업무로 함.
1977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mla.co

IMPA

국제도선사협회
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

197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현재 49개국의 약 8천
여 명이 회원으로 있음. 도선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공유하고 도선사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함. 197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mpahq.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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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F

국제구조연맹
International Maritime Rescue Federation

198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의 전반적인 해
양 구조 서비스를 대표하는 민간회원 단체로 54개국의 113개의 기관이
가입되어 있음. 192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nternational-maritime-rescue.org

INTERCARGO

국제건화물선주협회
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owners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안전한 화물 운송 및 공
동의 이익 대변을 위해 선박으로 운송되는 건화물의 화주들에 의해 결성
된 협회임. 198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ntercargo.org

INTERFERRY

인터페리
INTERFERRY

200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40개국의 260
개의 여객선 회사가 가입되어 여객선의 안전증진 및 관련 제고 개선을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둠. 본부는 캐나다에 있음
www.interfer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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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anager

국제선박관리자협회
International Ship Managers’ Association

199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5,000여 척의
선박과 250,000명의 선원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가입되어 교육, 훈련 각
종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 1988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ntermanager.org

INTERPORTPOLICE

국제항만경찰기구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irport and Seaport Police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항만에서의 보안 및 수
색에 관한 규정 자문 활동 및 전문 인력을 통한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
무를 수행함. 본부는 뉴욕에 있음
www.interportpolice.org

INTERTANKO

국제탱커선주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197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유조선을 운용
하는 회사의 연합으로서 유조선의 안전성 증진과 공동 이익을 대변함.
197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ntertan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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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GP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석유 가스 생산 및 운송
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ogp.org

IOI

국제해양연구소
International Ocean Institute

199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해양 정책 및
관련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독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임. 1972년 설립
되었으며 본부는 몰타에 있음
www.ioinst.org

IPCSA

국제항만물류정보시스템협회
International Port Community Systems Association

201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항만물류의 효율성 증
진과 간소화 그리고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협회임. 201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pcsa.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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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ECA

세계원유가스산업협회
IPIECA Limited

199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석유화학 회
사들이 회원으로 있으며, 자사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기술적 정보 공
유 및 관련 제도를 다룸. 1975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pieca.org

WCC

국제도료 및 인쇄용 잉크협회
World Coatings Council (2019 명칭 변경)

200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도료의 기술적·정책적 사안을 논의하고 협회 차원의 구체적 협력을 도
모. 199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www.ippic.org

IPTA

국제독립탱커선주협회
International Parcel Tankers Association

199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탱커 선주들
의 연합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탱커 선박의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함. 1987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pt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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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O

국제방제관리협회
International Spill Control Organization

200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및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환경기구에 자문역할을 함.
198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spillcontrol.org

ISO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다양한 공업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들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함. 194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음
www.iso.org

ISSA

세계선용품협회
International Shipsuppliers & Services Association

198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주요 2,000여 개
의 선용품공급업체를 지닌 총 95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
대의 선용품산업 국제단체임. 1955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shipsuppl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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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국제구난협회
International Salvage Union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주, 보험사, 이익관계
자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구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준을
다룸.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marine-salvage.com

ITF

국제운수노조연맹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200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운에 관련된 노동자
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운수노동조합의 세계적인 연합체임.
189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tfglobal.org

ITOPE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ITOPF Ltd.

198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조선 사고에 따른 해
양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적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함. 196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to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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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C

국제수조회의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200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설계, 건조, 운용에 중요시되는 추진, 운동 및 조종성능에 관한 기준을
다룸. 193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에 있음
http://ittc.info/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198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으로 1,300여
개의 기관과 15,000여 명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함. 본부는 스위스에 있음
www.iucn.org

IUMI

국제해상보험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196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상 보험업계의 이익
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여 선박 안정성 증진을 도
모함.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u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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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DGA

국제위험물운항협회
International Vessel Operators Dangerous Goods Association, Inc.

200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상 운송을 통해 운반
되는 위험물에 대한 통일된 규정 적용과 안전 운송을 위한 기술적·정책
적 자문 활동을 수행. 본부는 뉴욕에 있음
www.ivodga.com

IWMA

국제미분무수협회
International Water Mist Association

201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화재방지 및 소화에 사
용되는 분무수에 관한 효과적인 적용 및 관련 기술적 사안을 주로 논의
하는 과학적 성격의 연구 협회임. 199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에
있음
www.iwma.net

NACE International

국제방식기술자협회
NACE International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초기 배관산업을 기반
으로 창설됨. 현재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부식 방지 기술에 관한 증서
발급,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 1943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미국에
있음
www.n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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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영국항해협회
The Nautical Institute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안전·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관련 연구 정보 제공을 위
한 저널을 운영하고 있음.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nautinst.org

OCIMF

국제정유사해운포럼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197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유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안
정선 평가 및 기술적 제언을 주로 함. 197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
에 있음
www.ocimf.com

P & I Clubs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
International Group of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s

1975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 운항 관련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 간
에 담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gpand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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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Environment

태평양환경공동체
Pacific Environment

201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주로 범지구적 해양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음.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음
www.pacificenvironment.org

Pew

퓨 자선재단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7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환경오염, 건강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재단임. 1948년 설립
되었으며 본부는 미국에 있음
www.pewtrusts.org

RINA

영국왕립조선학회
The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s

200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조선 기술의 개발과 과
학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186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국
제적으로 90개국 이상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www.rin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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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F

LNG 벙커링 협의회
Society for Gas as a Marine Fuel Ltd.

201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의 연료로써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기술개발 등의 다각적인 접
근과 회원사의 공동 이익을 대변함.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sgmf.info

SIGTTO

국제 가스탱커 및 터미널 운영자 협회
Society of International Gas Tanker and Terminal Operators Ltd.

198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가스 화물 운송 선박과
터미널의 안전과 운항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적 경험과 정보 교
환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sigtto.org

SYBAss

슈퍼요트조선협회
Superyacht Builders Association

2011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대형요트산업과 관련하
여 기술적·정책적 연구를 기반으로 선주와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 본부는 암스테르담에 있음
www.syba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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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TA International

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
Women's International Shipping and Trading Association Limited

201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 가입되어 있음, 해운산업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킹 증
진을 위해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wistainternational.com

WNTI

세계원자력수송협회
World Nuclear Transport Institute

199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원자력 수송과 관련된
산업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국제협력을 주
업무로 함. 199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wnti.co.uk

World Sailing

세계요트연맹
World Sailing Ltd.

199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스포츠 정신을 기반으
로 요트 산업의 증진과 관련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사안을 주로 다룸.
1907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sail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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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세계선사협의회
World Shipping Council

2009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주로 선박으로 운송되
는 컨테이너 및 화물 운송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기술적·정책적 제안 활
동을 함. 200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www.worldshipping.org

WWF

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1993년 IMO 비정부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
보전 기관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목적으
로 활동함. 196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에 있음
www.pan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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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기구(IGO)

IGO

정부간기구
IGO (Intergovermental Organization)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도 칭하며 주권 국가 또는 기타 정부 간
조직으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그 성격에
따라 기능 및 회원가입 기준이 다르다. 그들은 독립된 기구만의
조약이나 헌장에 서술된 다양한 목표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논의나 협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되었다.
또한, 이런 기구는 갈등 해결과 더 나은 국제 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및 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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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O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197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국제법 분야에서 관심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시 국제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195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인도네시아에 있음
www.aalco.int

Abuja MoU

Abuja MoU
West and Central Afric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만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정임. 1999년 설립되었
으며 본부는 나이지리아에 있음
www.abujamou.org

ACCOBAMS

흑해지중해고래류보존협정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Cetaceans of the Black Sea,
Mediterranean Sea and contiguous Atlantic Area

2010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흑해, 지중해와 인접 대
서양 지역의 고래류 보존에 관한 협정으로 생물 다양성에 관한 기술적·
정채적 자문을 수행. 199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모나코에 있음
www.accobam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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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카리브국가연합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200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카리브해 환경 유지 및
보전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 1995년 공
식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있음
www.acs-aec.org

Acuerdo de Viña del Mar
Acuerdo de Viña del Mar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acuerdolatino.int.ar

AFOS

아랍해운연합
Arab Federation of Shipping

1982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랍 지역 해운산업의
국제협력 및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79년 설립되었
으며 본부는 바그다드에 있음
www.afos-shipp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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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I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198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자유 무역 협회를 대체하고 해당 지역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경제적 발
전을 추구함. 198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우루과이에 있음
www.aladi.org

AU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
African Union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55개
국이 회원으로 있는 국가 연합임.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에티오피아에 있음
www.au.int

BS MoU

흑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Black
Sea Region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흑해 지역 항만국 통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교환을 주목
적으로 함. 200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러시아에 있음
www.bsmo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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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
Commission on the Protection of the Black Sea Against Pollution

200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흑해 지역의 해양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이스탄불에 있음
www.blacksea-commission.org

CARICOM

카리브공동체
Caribbean Community

198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
의 경제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연합으로써 경제 협력을 주목적으로 함.
1973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가이아나에 있음
www.caricom.org

CD

다뉴브 위원회
Danube Commission

1976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다뉴브강 관련 지역 국
가의 공동 이익과 강을 이용한 내륙 수로 운송 관련한 국제협력을 주목
적으로 함. 194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헝가리에 있음
www.danubecom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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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T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ECC)

200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KCC)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임. 195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덴마크에 있음
www.cept.org/ecc

CMoU

캐러비안 MoU
Caribbe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캐러비언 해역 항만국
통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함. 199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자메이카에 있음
www.caribbeanmou.org

COCATRAM

중미해운위원회
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Maritime Transport

199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
가의 국제협력 및 항만의 공동 발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를 주
로하고 있음. 본부는 니카라과에 있음
www.cocatram.or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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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wealth Secretariat

영연방 독립국 사무국
Commonwealth Secretariat

1976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54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발전과 민주주의적 평화를 추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2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thecommonwealth.org

COSPAS-SARSAT

국제조난구조 시스템인증
International Cospas-Sarsat Programme Agreement

198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항공기와 선박의 조난
통신을 감지하여 항행의 안전과 비상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시스템 개
발 및 운영이 주 업무임. 198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캐나다에 있음
www.cospas-sarsat.int

Council of Europe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럽지역의 4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인권 증진, 언론 자유 및 성 평등 등과 같은 사
회적 근본문제 해결에 집중함. 194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프랑스에
있음
www.co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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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S

남태평양협의체
Permanent Commission for the South Pacific

1980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남태평양 국가의 국제
다자간 협상에서 회원국의 이익 및 입장 대변을 위한 사회, 경제적 목적
의 협의체임. 195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에콰도르에 있음
www.cpps-int.org

CTO

영연방전기통신기구
Commonwealth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정보통신 기술 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통일적인 국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
로 함. 194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cto.int

EC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럽 전반의 공통법안
을 개발하고 정책 이행 감독 및 재정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195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음
www.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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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

유럽우주기구
European Space Agency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우주 연구, 우주기술 및
활용 부분에서 유럽 국가 간 평화적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음
www.esa.int

ITF

국제교통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200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60개국이 회원
으로 가입되어 있고 공동 이익을 위한 교통 부문의 국제적 기준 및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둠. 200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음
www.itf-oecd.org

HELCOM

헬싱키 위원회
Helsinki Commission – Balti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ssion

1982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발틱해 지역의 해양환
경 보호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1974년 설립
되었으며 본부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음
www.helco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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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S

국제해양탐사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198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생물 보전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해양 생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자문
하기 위해 190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음
www.ices.dk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8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인 위기 즉 전쟁,
내란 등의 분쟁으로 인한 인명 보호 및 포로, 희생자들을 인도적 차원에
서 지원하기 위해 1863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www.icrc.org

IHO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1963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선박 항해의 안전 측면
에서 해도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및 측량 그리고 해양 관측 기술개발을
주로 함. 192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모나코에 있음
www.i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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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O

국제이동위성기구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199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위성을 통해 제공되는
안전 및 보안 통신 서비스에 관한 기술개발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함.
197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imso.org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
결 및 국제협력과 정보교환 그리고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195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프랑스에 있음.
www.interpol.int

IOC

인도양위원회
Indian Ocean Commission

2011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 및 세이셸과 같은 아프리카 인도양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198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 있음
www.commissionoceanindi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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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172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국제 이주민에게 서비스와 정책 제안을 제공하여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증진하고자 함. 195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에 있음
www.iom.int

IOMoU

인도 MoU
Indian Oce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인도양 해역 항만국 통
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함. 1997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인도에 있음
www.iomou.org

ISA

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201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
합 협약에 따라 199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자메이카에 있음. 인류 공
동의 재산인 해저의 광물 자원 관리를 주 업무로 함
www.isa.org.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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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OS

ISCoS
Intergovernmental Standing Committee on Shipping

1980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육·해
상 물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촉진 그리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주 업무로
함. 197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케냐에 있음
www.iscosafricashipping.org

ITSO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

1976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통신위성의 유지 및 관
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의 연구개발을 주 업무로 함. 1973년 설립되
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음
www.itso.int

IWC

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200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고래에 관한 자원연구
조사 및 보호조치를 주 업무로 함. 국제포경규제협약이 채택됨으로써
194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iw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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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198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랍권의 지역 기구로
서 22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회원국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음
www.lasportal.org

MAIIF

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International Forum

2010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조사를 통
한 해상안전 증진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함. 1992년 설립되
었으며 본부는 영국에 있음
www.maiif.org

Med MoU

지중해 MoU
Mediterrane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지중해 해역 항만국 통
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함. 1995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이집트에 있음
www.medmo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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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CA

중서부 아프리카 해양 기구
Maritime Organisation of West and Central Africa

1982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의 해상 운송 및 안전 그리고 환경오염 등의 공통된 문제를 논의함. 본부
는 코트디부아르에 있음
www.omaoc.org

NEAFC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North 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200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북동대서양 해역의 수
산자원 현황 관리 및 정보교환 그리고 자원보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
한 정책적 교류를 주로 함. 198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neafc.org

OAPEC

아랍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1980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1967년 중동 전쟁을
계기로 아랍 지역의 석유 공급 관리를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생
산량의 25%를 점유하고 있음. 196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쿠웨이트
에 있음
www.oapecor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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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
와 안전, 민주주의 장려, 분쟁 해결 및 문화적 발전 등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 194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음
www.oas.org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국의 경제 성장, 개
발도상국 원조, 무역 확대 등 국제적 무역 산업 현황 등을 검토함. 1961
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음
www.oecd.org

OSPAR Commision

OSPAR Commision
OSPAR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199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북동 대서양 해역의 해
양환경 오염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지침을 논의
함. 199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런던에 있음
www.osp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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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F

국제철도운송정부간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197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철도 교통을 용
이하게 하고 철도 운송에 따른 화물과 승객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을 논의함. 1893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음
www.otif.org

Paris MoU

파리 MoU
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럽 항만국 통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함. 27개국이 가입하고 1978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음
www.parismou.org

PERSGA

홍해 및 아덴만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 기구
The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2007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홍해 지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목표로 국제적 협력 활동을 주로 함.
197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음
www.persg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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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ESA

동남 아프리카 항구관리협회
Port Management Association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992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항만 관리 효율성 향상 및 국가 간 관련 국제협력을 도모를 목적
으로 함. 1971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케냐에 있음
www.pmaesa.org

ReCAAP-ISC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해적정보공유센터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Information Sharing Centre

2007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시아 선박에 대한 불
법 관행 및 무장 강도 퇴치를 위한 다자간 국제 협정을 기반으로 아시아
20개국이 모여 결성됨. 2006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음
www.recaap.org

Riyadh MoU

Riyadh MoU
Riyad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200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걸프 지역 항만국 통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교환을 주목
적으로 함. 200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오만에 있음
www.riyadhmo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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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ME

페르시아만․오만만해양환경보호기구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1986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아랍 지역 8개 국가에 의해 개발된 ‘쿠웨이트 지역 협약’ 준수를 위한 결
성 되었음. 197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쿠웨이트에 있음
www.ropme.org

SACEP

남아시아 환경협력 프로그램
South Asia Co‑operative Environment Programme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남아시아 지역의 환경
보호 및 관리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됨. 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주로 하고 198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콜롬보에 있음
www.sacep.org

SPC

태평양 공동체
Pacific Community

2004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의 26개국의
도서 국가가 회원으로 있는 연합임. 정책 자문, 기술 지원 및 훈련 등과
같은 활동을 주로 하며 1947년 설립되어 본부는 뉴칼레도니아에 있음
www.sp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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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P

태평양 환경계획 사무국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1999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남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임. 태평양 환경 및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며, 1993년 설립되어 본부는 사모아 아피아에 있음
www.sprep.org

SRFC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2011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프리카 7개국이 회원
으로 있는 소규모 수산기구임. 관리 해역의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 협력
및 조화를 위해 1985년 설립됨
www.spcsrp.org

Supplementary Fund

IOPC 추가기금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upplementary Fund

201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
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1992년 추가기금에 대한 협약 채택에 따른 관리 본부를 런던에 있음
www.iopcfun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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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MoU

도쿄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5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
만국 통제 검사의 조화로운 통일성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 정보
교환을 주목적으로 함. 1994년 활동을 시작했으며 본부는 도쿄에 있음
www.tokyo-mou.org

UNIDROIT

사법통일국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1970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가 간 상이한 사법의
조화 및 조정 방법의 연구와 통일 사법의 점진적 채택을 목적으로 함.
1940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로마에 있음
www.unidroit.org

UNWTO

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

1978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전 세계 관광산업의 진
흥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발전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함. 1975년 설립되
었으며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음
www.un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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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CCC)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Official nam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1963년 IMO 정부간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관세기술 및 법규의 간
소화, 관련 조약의 적용 및 해석의 통일 그리고 국제협력 및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함. 195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음
www.wcoo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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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의 표준 발언문

1. 개요
본 IMO 회의 표준 발언문은 대표적인 발언인 ‘동의 발언’ 및 ‘반대 발언’과 ‘의제 문서 소개, 감사
인사, 대안 제시, 일부 부정’으로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부분은 우리나라 발언문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및 영문 발언문, 그리고 발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유사표현을 수록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O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 대표단의 정보 수용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사 전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발언문의 정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의 발언문의 일반적인 정보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최승희, 2015*):
1) 발언권 획득에 대한 감사인사; 2) 타 회원국에 대한 인사; 3) 문서 제시국에 대한 감사;
4) 지지 의견 전달(제시국 의견에 대한 전반적 찬성과 찬성 의견에 대한 이유와 근거);
5) 요약 및 마무리
또한, 반대 발언문의 일반적인 정보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발언권 획득에 대한 감사인사; 2) 타 회원국에 대한 인사; 3) 문서 제시국에 대한 감사;
4) 제시국 의견에 대한 공감대 제시;
5) 반대 의견 전달(반대 사항 지적하기와 반대 의견의 이유와 근거);
6) 요약 및 마무리
끝으로 본 ‘IMO 회의 표준 발언문’ 내용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 발간한 “IMO GUIDE BOOK”의
‘IMO 회의 영어표현’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검토 및 수정 후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Note : 본 IMO 회의 표준 발언문에서 예시로 사용된 발언문은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승희 (2015), English for Communication in IMO Meetings –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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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 발언
예시-1

간단한 동의 의사만 표현해도 무방할 경우

국문/영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 문서를 제출해 준 영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동 문서를 지지하며 동 문서와 함께 미국이 제출한 MSC 95/10/1 문서를 참고하여, 3번
의제 하에서 초안작업반(DG)이 제안된 협약개정안 문구를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Thank you, Chair.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thank the United Kingdom for submitting this
document.
We support the document and agree that the drafting group (DG) should be tasked
with re-drafting the proposed text appropriately under agenda item 3 by taking into
account this document and also document MSC 95/10/1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회원국/기관에 감사 의사 표현 + 감사에 대한 이유
- 초록색 : 동의하는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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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회원국/기관에 감사 의사 표현 + 감사에 대한 이유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thank (국가) for submitting this document.
(유사표현)
We appreciate (국가) for submitting this document. / This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 extend its sincere / profound / heartfelt gratitude / appreciation to (국가) for
the submission of this document.

(표현 2) 동의하는 내용 설명
We support the document and agree that (그룹/단체/작업반) should be tasked with
(행위) appropriately under (의제), taking into account (문서).
(유사표현)
This delegation supports / agrees that (그룹/단체/작업반) should bear responsibility for
/ be in charge of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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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동의하는데 설명과 함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대한민국은 ro-ro cargo 및 passenger ship 문제에 관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통신작업반(CG)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아국의 사례 연구에 따라 ro-ro 선종이 현재 Phase 2, 심지어 Phase 1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몇몇 CG 멤버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MEPC 70/5/21, MEPC 70/5/22, MEPC
70/5/28 문서에 제안된 최신 데이터 세트와 시스템적인 에러의 수정에 근거한 새로운 기준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대형 ro-ro 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MEPC 70/5/22 및 MEPC 70/5/28 문서의 제안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새로운 기준선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MEPC 70/5/34 문서에 제안된 MARPOL 부속서 6, 규칙 19.5의 면제 조항의
마감 날짜 연장 제안은 모든 선종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지 ro-ro 선종에 국한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ro-ro 선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개발되기 전까지 ro-ro 선종의 EEDI Phase I 적용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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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발언문

Thank you, Chair.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deepest gratitude to the Correspondence
Group (CG) for its efforts to carry out review on the EEDI for the issue on the ro-ro
cargo and ro-ro passenger ships.
We are of the same view with several CG members that both types of ro-ro cargo and
ro-ro passenger ships cannot meet the EEDI requirements in Phase 2, even in Phase
1, according to our study.
We support the idea in principle that a new reference line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based on latest data sets and corrections of systematic
errors proposed in documents MEPC 70/5/21, MEPC 70/5/22, and MEPC 70/5/28.
In terms of larger sized ro-ro ships, we believe that this issu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new reference line since proposals in documents MEPC 70/5/22
and MEPC 70/5/28 are not a sustainable solution.
Howeve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proposal to amend the dates associated
with the waiver clause under regulation 19.5 of MARPOL Annex VI proposed in
document MEPC 70/5/34 will have an effect on all ship types. Therefore, that should
be limited to ro-ro cargo and ro-ro passenger ships.
In conclusion,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more time is needed to conclude
issues associated with ro-ro ships.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e EEDI requirements in Phase I for both ro-ro cargo and ro-ro
passenger ships until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solution.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회원국/기관에 감사 의사 표현 + 감사에 대한 이유
- 초록색 : 동의하는 내용 설명
- 주황색 : 결론/다시 한번 주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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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대한민국은 (문제)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deepest gratitude to (작업반) for its
efforts to carry out review on the (규정) for the (문제).
(유사표현)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to (작업반) for reviewing
the (규정) regarding the (문제).

(표현 2) 대한민국은 아국의 사례 연구에 따라 (선종/주체)가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작업반/단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are of the same view with (작업반/단체/국가) that (선종/주체) cannot meet the
(요구조건) according to our study.
(유사표현)
Based on our study, our view is in line with (작업반/단체/국가) that (선종/주체) cannot
satisfy the (요구조건).

(표현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문서)에 제안된 (주장/제안하는 내용)에 근거한
새로운 (기준선 개발)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We support the idea that (기준선)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based on (주장/제안하는 내용) proposed in documents (여러 문서/의제 번호).
(유사표현)
in order to deal with this issue ∼

(표현 4) (기타 주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문서)의 제안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새로운 기준선 개발 시) 고려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n terms of (기타 주제), we believe that this issue should be considered in/when (∼
시점에 / ∼ 때에) since proposals in (문서) are not a sustain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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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표현)
∼ since proposals in (문서) are unsustainable. (since는 알고 있는 이유를 나열할 때,
because는 모르고 있는 이유를 나열할 때 주로 사용)

(표현 5) 그러나, 대한민국은 ∼ 함을 지적합니다.
Howeve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
(유사표현)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br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

(표현 6)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개발되기 전까지 (기 제안된 내용) 적용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In conclusion,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추가적인 시간) is needed to conclude
(문제).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기 제안된
내용) until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solution.
(유사표현)
To conclude,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 expects / presumes that (추가적인 시간)
is required / necessary to solve / find consensus on (문제), and therefore, we suggest
/ recommend to postpone / delay / defer the application of (기 제안된 내용) until a
sustainable solution is produced /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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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동의 후 제시된 의견 외에 추가 의견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대한민국은 향후 개발될 해상풍력단지 조성지역 인근 운항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안전거리 기준을
기존 GPSR (General Provisions on Ships’ Routeing) 규정에 삽입하자는 의견에 지지합니다.
기존 GPSR 규정에서는 새로운 항로지정과 관련하여 시추 장치(Drilling rigs)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큰 구조물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항해 안전에 위험이 있었음을
공감합니다.
향후 대규모 해양시설 인근에 항로를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반대로 지정항로 등 선박통항이
많은 해역에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많은 회원국들이 본 개정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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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발언문

Thank you, Chair.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the view to amend the General Provisions on Ships’
Routeing (GPSR) by adding the safety distance standard to ensure safe navigation of
ships in nearby areas where offshore windfarms are to be developed.
The existing GPSR provides the guideline for drilling rigs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a new route.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for large structures concentrated in one
area, leaving the risk to safe navigation uncontrolled.
This amendment will be referred to Member States if the need to designate a new
route in nearby large offshore structures emerges, or reversely, projects to develop
large offshore structures are carried out in waters with heavy traffic such as
designated routes.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동의 발언
- 초록색 : 동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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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인근 운항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앞서 제시된 의견 : 안전거리 기
준을 기존 GPSR 규정에 삽입하자)는 의견을 지지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the view to (앞서 제시된 의견) to ensure safe navigation
of ships nearby areas of (특정 지역/환경).

(표현 2) 기존 (규정)에서는 (새로운 항로지정)과 관련하여 (시추 장치)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
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큰 구조물)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항해 안전에 위험이 있었음을 공감합니다.
The existing (규정) provides the guideline for (주어 : drilling rigs) in relation to (주어와 관
련된 행위 : designating a new route).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for (특이 사항/조건 :
large structures concentrated in one area), leaving the risk to safe navigation
uncontrolled.

(표현 3) 향후 ∼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반대로 ∼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많은 회원국
들이 본 개정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This amendment will be referred to Member States if the need to ∼ emerges, or
reversely, projects to develop large offshore structures are carried 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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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발언
예시-1

강하게 반대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대한민국은 G8이 개정이 되면 이에 따라 모든 BWMS가 새로운 형식승인이 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MEPC 67은 G8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현재 G8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
동안 모든 회원국은 G8이 개정되어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MEPC 68차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early mover가 현재의 G8에 따라 승인된
BWMS를 개정된 G8에 따라 승인된 BWMS로 교체를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로드맵에
동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한 로드맵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first mover 또한
이미 선박에 설치된 BWMS를 개정된 G8에 따라 승인된 BWMS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를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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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발언문

Thank you, Chair.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that every BWMS should be type-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8 guidelines.
However, MEPC 67 decided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G8 guidelines, and in the
process of comprehensive and intensive discussion, all Member States have recognized
that the guidelines should be revised.
Therefore, at MEPC 68, most Member States agreed with the roadmap that early
movers should not be required to replace BWMS that wa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G8 guidelines with system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uidelines.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which gained
agreement from most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s that first
movers should not be required as well to replace or upgrade the BWMS already
installed on vessels with the systems approved under the revised G8 guidelines.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동의/주장
- 초록색 : 앞 내용과 반대의견 + 부연 설명
- 주황색 : 해결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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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대한민국은 G8이 개정이 되면 이에 따라 모든 BWMS가 새로운 형식승인이 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that every BWMS should be type-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8 guidelines.
(유사표현)
- 아국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
The Republic of Korea / This delegation / We
- ∼함에 동의하다 / ∼라고 주장하다
(약하게 주장) believes that ∼ should be < agrees that ∼ should be < proposes for the ∼
should be < strongly suggests that ∼ must be (강하게 주장)
- ∼에 따라 / ∼에 준거하여 / ∼에 맞게
In accordance with / in line with / by means of / with respect to / in compliance with

(표현 2) 그러나, MEPC 67은 G8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현재 G8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 동안 모든 회원국은 G8이 개정되어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However, MEPC 67 (현재 상황 설명), and in the process of comprehensive and intensive
discussion, all Member States have recognized that the G8 guidelines should be
revised.
(유사표현)
- 하지만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 But / Nevertheless / Though
- 모든 회원국은 ∼이 개정되어야 함을 인지하였다
Member States (회원국은 항상 대문자로 표기)
recognized that ∼ should be revised / agreed that ∼ should be amended / recognized
the need for revision of ∼ / realized the need for amendment of ∼ / understood that
∼ should/must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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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3) 따라서 MEPC 68차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early mover가 현재의 G8에 따라
승인된 BWMS 를 개정된 G8에 따라 승인된 BWMS로 교체를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로드맵에
동의하였습니다.
Therefore, at MEPC 68, most Member States agreed with the roadmap that early
movers should not be required to replace BWMS that qwa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G8 guidelines with system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uidelines.
(유사표현)
concurred with the roadmap that it should not be mandatory for early movers to
replace ∼ that was approbated / acknowledg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8
guidelines.

(표현 4)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한 로드맵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first
mover 또한 이미 선박에 설치된 BWMS를 개정된 G8에 따라 승인된 BWMS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를 요구 받지 않아야 함을 제안합니다.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which gained
agreement from most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s that first
movers should not be required as well to replace or upgrade the BWMS already
installed on vessels with the systems approved under the revised G8 guidelines.
(유사표현)
- ∼하기 위해
in order to / for the purpose of ∼ing / so as to / so that to
- 대한민국은 ∼ 제안합니다
(약하게 제안) believes < suggests < proposes < recommends < insists < urges (강하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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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약하게 반대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해운산업계가 BWM 협약 이행에 있어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타
협약의 조항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도가 제안한 MAPOL Anex 1, 18.3.2항을 A-3 규칙 및 B-2.3 규칙에 해당하는
평형수의 예외적인 경우로 다루어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BWM 협약 내에 모든 예외적인 경우를 식별하고 목록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벌크선박의 플로터블 홀드 또한 황천 시 비상용으로 평형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RPOL 부속서 1장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예외사항에 추가하여 벌크선박의 플로터블
홀드와 같이 타 선종에 대한 예외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A-3 규칙 및 B-2.3 규칙의 개정보다
평형수의 예외적인 배출에 대한 통일해석 또는 Circular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해석 또는 Circular를 작성하는 방안이 협약을 개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일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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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hair.
To avoid confusion when the shipping industry implements the BWM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provisions regarding ship safety contained in other
IMO Conventions should be dealt with consistently.
We are also of the view that the cases as per regulation 18.3.2 of MARPOL Annex 1,
suggested by India, can be considered exceptional under regulations A-3 and B-2.3
of the BWM Convention.
However, at this stage, not all exceptional cases under the BWM Convention can be
identified and listed. For example, a floatable hold for bulk carriers normally designed
to carry ballast water in adverse weather conditions can also be considered an
exceptional case, which is in line with India’s proposal.
Thus,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Interpretation (UI) or
Circular on exceptional discharge of ballast water instead of amending regulations A-3
and B-2.3 of the BWM Convention in consideration of exceptional cases for other ship
types such as the floatable hold for bulk carriers in addition to exceptional cases
regarding oil tankers under MARPOL Annex I. We believe that developing a UI or
Circular would be more efficient and pragmatic than amending the BWM Convention.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주장
- 초록색 : 앞 내용과 반대 의견 + 부연 설명
- 주황색 : 해결책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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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해운산업계가 (BWM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타 협약의 조항)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To avoid confusion when the shipping industry implements (협약 : the BWM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타 협약의 조항 : provisions regarding
ship safety contained in other IMO Conventions) should be dealt with consistently.
(유사표현)
In order to prevent the shipping industry from facing confusion in the implementation
of (협약), this delegation believes that the management of (IMO conventions) related
to ship safety must be consistent.

(표현 2) 대한민국은 인도가 제안한 (조항)을 (규칙)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We are also of the view that the cases as per (조항), suggested by India, could be
considered exceptional under regulations (규칙).
(유사표현)
We also support the view that the cases as per ∼.

(표현 3) 하지만 BWM 협약 내에 모든 예외적인 경우를 식별하고 목록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However, at this stage, not all exceptional cases (under the BWM Convention) can be
identified and listed.

(표현 4) 예를 들어, (예시 : 벌크선박의 플로터블 홀드 또한 황천 시 비상용으로 평형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시 : a floatable hold for bulk carriers normally designed to carry ballast
water in adverse weather conditions) can also be considered an exceptional case,
(which is in line with India’s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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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5) 따라서 (MARPOL 부속서 1장)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예외사항)에 추가하여 ∼선종에
대한 예외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규칙)의 개정보다 (예외적인 배출)에 대한 통일해석 또는
Circular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해석 또는 Circular를 작성하는 방안이 협약을 개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일 것으로 믿습니다.
Thus,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Interpretation (UI) or
Circular on exceptional discharge of ballast water instead of amending regulations
(규칙) of the (협약) in consideration of exceptional cases (선종에 대한 예외사항 : for other
ship types) in addition to (유조선에 대한 예외사항) under MARPOL Annex I. We believe
that developing a UI or Circular would be more efficient and pragmatic than amending
the BWM Convention.
(유사표현)
Therefore, we propose to develop a UI or Circular, considering the exceptional cases
(선종에 대한 예외사항), in addition to (유조선에 대한 예외조항) under MARPOL Annex I
rather than amending regulations (규칙) of the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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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정중한 반대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대한민국은 그동안 에너지효율설계지수 규정을 검토/수정하기 위한 통신작업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다수 회원국이 인지하는 바와 같이, Ice Class IA Super 이상 등급의 선박에 수정계수 적용 안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대한 통신작업반 검토 및 제안사항들에 대해 지지합니다. 이는 해당 선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 보정계수를 전 선종에 확대 적용하는 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모든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상세한 기술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Ice Class 선박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신뢰도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보정계수를 전 선종에 확대 적용하는 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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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hair.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deepest gratitude to the Correspondence
Group for its efforts on EEDI review.
As it has been recognized by most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with
the application of correction factors to ships having an ice class higher than IA Super,
and supports the alternatives that have been reviewed and proposed by the group.
We expect that the alternatives would be a more practical wa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p type.
However, in terms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s to other ship
types,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a technical review of further detail, with
which all Member States can agree, should be conducted. To this end, the level of
reliability of the proposed approach should be evaluated by experts based on enough
information on ice class ships.
Thus, with regard to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s to other ship
types, the Republic of Korea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premature to make a decision
at this point in time.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감사 + 동의
- 초록색 : 앞 내용과 반대의견 + 부연 설명
- 주황색 :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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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대한민국은 그동안 (에너지효율설계지수 규정)을 검토/수정하기 위한 (통신작업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deepest gratitude to (작업반 : the
Correspondence Group) for its efforts on (규정 검토/수정 : EEDI review).

(표현 2) 다수 회원국이 인지하는 바와 같이, (Ice Class IA Super 이상 등급의 선박에 수정계수)
적용 안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대한 통신작업반 검토 및 제안사항들에 대해 지지합니다. 이는 (해당
선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s it has been recognized by most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with
the application of (적용 안 설명 : correction factors to ships having an ice class higher
than IA super), and supports the alternatives that have been reviewed and proposed
by the group. We expect that the alternatives would be a more practical wa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p type.

(표현 3) 그러나, (현 보정계수를 전 선종에 확대 적용하는) 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모든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상세한 기술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Ice
Class 선박)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신뢰도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However, in terms of (제안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 :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s to other ship types),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a technical
review of further detail, with which all Member States can agree, should be
conducted. To this end, the level of reliability of the proposed approach should be
evaluated by several experts with enough information on ice class ships.
(유사표현)
To this end, a reliability evaluation of the proposal must be conducted by experts,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on ice clas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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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4) 그러므로 (현 보정계수를 전 선종에 확대 적용하는) 안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Thus, with regard to (제안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 :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s to other ship types), the Republic of Korea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premature to make a decision at this point in time.
(유사표현)
Thus / Therefore / Accordingly, with regard to (제안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 :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s to other ship types),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it is too early to make a decision at this point 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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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 문서 소개, 감사 인사, 대안 제시, 일부 부정
예시-1

의제 문서 소개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탁도 및 저염도 물에서 BWMS의 기능장애는 설비가 그러한 물에서 적절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8 검토를 위한 통신작업반과 MEPC 동안 선박평형수 작업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계는 개정된 G8에 따라 형식승인되는 차세대 BWMS의
운전 범위가 전 세계 해양환경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제공한 중국 지역 항의 TSS 자료처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같은 특정해역은
개정된 G8으로 다루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준 중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협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BWMS 운전 시 BWMS의 설계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여왔습니다.
모든 선박은 높은 탁도 및 저염도 평형수로 양하작업하는 동안 평형수를 취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BWMS로 D-2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약 이행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비상대책방안 중 하나로 BWMS로 처리된 평형수로 평형수교환하는 추가방법을
제안합니다.
협약이 2017년 9월 8일에 발효되는 것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가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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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hair.
The malfunctions of BWMS in high turbidity and low salinity waters have been duly
addressed by the Correspondence Group on the Review of the Guidelines G8 and by
the ballast water review group during MEPC. This is to ensure that the systems are
operated properly in such waters. In doing so, related industries have been expecting
with hope that the operational range for the next-generation BWMS type-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uidelines (G8) would be extended significantly to be
able to cover most of the marine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However, certain sea areas may not be addressed by the revised Guidelines (G8),
such as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as confirmed i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China on TSS in typical coastal ports of China. Taking this opportunity, we thank China
for sharing the information.
To raise the level of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deliberated on ways to overcome the design limitation of BWMS during its
operation and achieve the goal of the Convention.
Every ship is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up-taking ballast water with high turbidity or
low salinity during cargo operation, the occurrence of which poses difficulty in
complying with the D-2 standard. As one of the contingency measures to overcome
the challeng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s a
supplementary method, which is to carry out ballast water exchange with ballast
water treated by BWMS.
The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8, 2017. Preparation will be the key
to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request the
Committee to consider this proposal from a positive persp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nvention.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의제 문서 배경 소개
- 초록색 : 문제점 설명 / 의제 문서 설명 / 부연 설명
- 주황색 : 행동 촉구 / 긍정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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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의제 : 고탁도 및 저염도 물에서 BWMS의 기능장애)는 (설비가 그러한 물에서 적절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8 검토를 위한 통신작업반)과 (MEPC 동안 선박평형수 작업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계는 (개정된 G8에 따라 형식승인되는 차세대
BWMS의 운전 범위가) 전 세계 해양환경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제 : The malfunctions of BWMS in high turbidity and low salinity waters) have been
duly addressed by (검토한 작업반 1 : the Correspondence Group on the Review of the
Guidelines G8) and by (검토한 작업반 2 : the ballast water review group during MEPC).
This is to ensure that (의제의 목적 : the systems are operated properly in such waters).
In doing so, related industries have been expecting with hope that the operational
range (for the next-generation BWMS type-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uidelines (G8)), be extended significantly to be able to cover most of the marine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유사표현)
- ∼에서 충분히 논의되다:
duly addressed by / rightfully addressed by / discussed in detail by
- ∼록 하기 위해:
to ensure that / to see that / to verify that / to check whether

(표현 2) (그러나 중국이 제공한 중국 지역 항의 TSS 자료처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같은
(특정해역)은 개정된 G8으로 다루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준 중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However, (certain sea areas) could not be addressed by (the revised Guidelines (G8)),
such as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as confirmed i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China on TSS in typical coastal ports of China. Taking this opportunity, we thank China
for sharing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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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However, as we have confirmed from (China through the information on TSS in typical
coastal ports of China), certain sea areas such as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cannot be taken care of by the (revised Guidelines (G8)). Allow m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China for their cooperation.
- 한국어 원문에서도 “중국이 제공한 중국 지역 항의 TSS 자료에서처럼”이 나오듯이, 논리의
흐름에 맞게 영문 버전 또한 같은 순서를 지켜주는 것이 좋음.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해하기
편한 논리 구조로 영문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음
- 개정된 G8으로 다루다: addressed by / enforced by

(표현 3) 협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의제 내용 : 어떻게 BWMS 운전 시
BWMS 설계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여왔습니다.
To raise the level of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deliberated on ways to (의제 내용 : overcome the current system design
limitation of BWMS during its operation and achieve the goal of the Convention).
(유사표현)
to be more effective in / to increase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표현 4) (문제점 : 모든 선박은 높은 탁도 및 저염도 평형수로 양하작업하는 동안 평형수를 취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BWMS로 D-2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약의 이행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비상대책방안 중 하나로 BWMS로 처리된 평형수로
평형수교환하는 추가방법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 Every ship is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up-taking ballast water with high
turbidity or low salinity during cargo operation, the occurrence of which poses
difficulty in complying with the D-2 standard.) As one of the contingency measures to
overcome the challeng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s a supplementary method, (해결책 : which is to carry out ballast water
exchange with ballast water treated by BWMS.)

398

부속서 3. IMO 회의 표준 발언문

(표현 5) (시기나 기한에 대한 언급 : 협약이 2017년 9월 8일에 발효되는 것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가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The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8, 2017. Preparation will be the key
to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request the
Committee to consider this proposal from a positive persp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nvention.
(유사표현)
문장이 많이 길지 않을 경우 한 문장으로 이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함.
As / Since the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8, 2017, it is crucial to
be fully prepared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for
the Committee to positively review / consider this proposal in order to /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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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타 회원국에 대한 감사 인사

감사 + 지지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thank the correspondence group (CG) for the
efforts on the EEDI Review and welcome the discussion result. We support the
recommendations in the CG report.

감사 + 제안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thank SHOPERA and Japan for their research
projects, and all distinguished delegates for the assessment of the minimum propulsion
power to maintain the maneuverability of ships in adverse conditions. Based on the
review of the progress reports and ICS comments (MEPC 70/5/30),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propose that the following be included in the final submission to MEPC 71.

감사 + 동의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thank Belgium and the Marshall Islands for
submitting MEPC 70/15/5 on rescheduling the meetings of MSC and MEPC. We
agree to shift some days of the MSC eight-day committee meeting to MEPC, which
only has five days.

감사 + 상대방의 구체적인 업적에 대한 언급
First of all, the Republic of Korea very much appreciates the dedicated efforts by New
Zealand for this submission on amendments to MARPOL Annex I to provide a legal
basis to facilitate the waiver of survey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UNSP b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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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상대방의 업적에 대한 언급
The Republic of Korea greatly appreciates the efforts of the GESAMP-Ballast Water
Working Group at its 30th and 31st meeting in the evaluation of proposals submitted
for Basic and Final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감사 + 제안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IMO and Member States for their efforts on smooth
implementation of BWM Convention. This delegation / We believe(s) that such effort
should be continuously made even after its entry into force.
- ∼ 주체/국가/기관/작업반에 대한 감사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thank / would like to express its gratitude to /
very much appreciates the dedicated efforts by / greatly appreciates / appreciates /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efforts of
- ∼에 대한 노고를 치하
for the hard work on / for the effort on
- 특정 행위에 대한 언급 (검토/제출/실행/평가)
for reviewing / for submitting / for implementing / for 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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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가능한 대안 제시(주장+반대 주장+반대 이유+대안 제시)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선 Early mover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과 D-2 기준을 면제하는 것은 분리되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G8의 적용 문제는 각국 정부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하여
관련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지침서의 문제이며, D-2는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협약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D-2 이행에 대하여 ICS 등 해운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ICS
등이 Grandfathering에 대해 제안한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박에 설치된
1세대 BWMS에 대하여 G8 개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해운산업계의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1세대 BWMS가 현행 D-2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인정되어야한다는
ICS의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현재 1세대 BWMS가 D-2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참조할만한 근거나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시범 사용을 위한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지침’을 채택하였고,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2∼3년간의 시범기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험기간 동안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D-2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결과를 확보할 때,
우리는 early mover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early mover에 대한 비처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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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hair.
We are of the view that the non-penalization to early movers and exemption of D-2
standard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It should be noted that G8 is the Guideline
for the process and test protocol for the type approval of BWMS whereas D-2 is the
standard to verify the compliance of approved BWMS with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ognized the concerns of ICS and other industrial stakeholders
on 1st generation BWMS’ compliance of D-2 standard, and we partially agree with the
grandfathering of the system suggested by ICS and co-sponsors. We also concur
with the suggestion by the shipping industries that the revised G8 should not be
applied retrospectively to 1st generation BWMS which are already installed on ships.
However,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concerns in relation to the suggestion that 1st
generation BWMS should be maintained even though it cannot meet the current D-2
standard. There is no evidence or proof available as to the concern that 1st generation
BWMS might not meet the D-2 standard.
We would like to also remind that the Committee has already adopted “Guidance on
ballast water sampling and analysis for trial use” and agreed with a 2 to 3 year trial
period to standardize sampling and analysis methods.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performance data of BWMS be collected
during this trial period. When we find out how many and which BWMS cannot meet
the D-2 standard through data collection, IMO will be in a position to identify proper
ways not to penalize early movers. For this reason, this delegation is of the view that
discussing non-penalization of early movers is premature at this moment.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의제 문서 배경 소개
- 초록색 : 문제점 설명 / 의제 문서 설명 / 부연 설명
- 주황색 : 행동 촉구 / 긍정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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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우선 Early mover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과 D-2 기준을 면제하는 것은 분리되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장에 대한 근거 : G8의 적용 문제는 각국 정부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하여 관련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지침서의 문제이며, D-2는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협약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주장에
대한 명확화
We are of the view that the non-penalization to early movers and exemption of the
D-2 standard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앞서 두 가지 기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알려야 함) It should be noted that (1번
기준 : G8 is the Guideline for the process and test protocol for the type approval of
BWMS) whereas (2번 기준 : D-2 is the standard to verify the compliance of approved
BWMS with the Convention).

(표현 2) 대한민국은 (D-2 이행)에 대하여 ICS 등 해운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안하는 주체 : ICS 등)이 (제안된 방법 : Grandfathering에) 대해 제안한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박에 설치된 1세대 BWMS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 : G8
개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제안하는 주체 : 해운산업계)의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ognized the concerns of ICS and other industrial
stakeholders (on 1st generation BWMS’ compliance of D-2 standard), and we partially
agree with the grandfathering of the system suggested by (제안하는 주체 : ICS and
co-sponsors). We also concur with the suggestion by (제안하는 주체 : the shipping
industries) that the revised G8 should not be applied retrospectively to 1st generation
BWMS which are already installed on ships).

(표현 3) 현재 (1세대 BWMS가 D-2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참조할만한 근거나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시범 사용을 위한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지침’)을 채택하였고,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2∼3년간의 시범기간)에 합의하였습니다. →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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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evidence or proof available as to the concern that (1st generation BWMS
might not meet the D-2 standard). We would also like to remind that the Committee
has already adopted “Guidance on ballast water sampling and analysis for trial use”,
and agreed with a 2 to 3 year trial period to standardize sampling and analysis methods.

(표현 4) 우리는 (방법 제시 : 시험기간 동안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대안 제시 :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D-2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보할 때, 우리는 early mover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early mover에 대한 비처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방법 제시 : performance data of BWMS be
collected during this trial period). When we find out how many and which BWMS
cannot meet the D-2 standard through data collection, IMO will be in a position to
identify proper ways not to penalize early movers. For this reason, this delegation is of
the view that discussing non-penalization of early movers is premature at this
moment.
(유사표현)
- ∼을 제안합니다
We would like to propose / We would like to raise the option / We suggest an
altern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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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4

일부 부정적 의견의 전달

국문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70차에서는 0.5% 저유황유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가진 많은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강화를 통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동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0.5% 황함유량
규제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 갖고 강화되는 규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 스폰서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동 문서를 지지하며, 동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0.5%
저유황유 규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 가능 조치들이 연료유 이용 가능성 논의에서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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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hair.
As we all know, many documents wi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regarding this
issue were submitted at this session.
Stricter regulation is required to achieve the goal of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it is also important to work on prepar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0.50% sulphur limit by paying considerable attention
to potential challenges that will emerge from it.
As one of the co-sponsors, we also expect possible actions to ensu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0.50% sulphur cap mentioned in this document to be
considered during discu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air pollution and energy
efficiency.
Thank you, Chair.

- 붉은색 : 기본문구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
- 파란색 : 의제 문서 배경 소개
- 초록색 : 문제점 설명 / 의제 문서 설명 / 부연 설명
- 주황색 : 행동 촉구 / 긍정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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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유사표현

(표현 1) 다들 아시다시피, (제기된 문제점 : 이번 70차에서는 0.5% 저유황유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
여)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가진 많은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As we all know, many documents wi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regarding this
issue were submitted at this session.
→ 앞서 제기된 이슈 관련 기타 회원국들이 다수 언급을 했을 경우, 바로 this issue로 대체 가능

(표현 2) 대한민국은 (규제의 강화를 통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동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시
된 제안 : 0.5% 황함유량 규제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 갖고 강화되
는 규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Stricter regulation) is required to achieve the goal of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it is also important to work on prepar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0.50% sulphur limit by paying considerable
attention to potential challenges that will emerge (제시된 제안 :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0.50% sulphur limit).
(유사표현)
Although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regul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it is as important to take interest in the significant
challenges that will arise from implementing (the 0.50% limit), and find effective ways
to carry out stricter regulations.

(표현 3) 공동 스폰서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동 문서를 지지하며, 동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0.5% 저유황유 규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 가능 조치들)이 연료유 이용가능성 논의에서 다뤄
지기를 기대합니다.
As one of the co-sponsors, we also expect possible actions to ensu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0.50% sulphur cap mentioned in this document to be
considered during discu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air pollution and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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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표현)
As a co-sponsor,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this document. We also hope that
the working group on air pollution and energy efficiency will be able to discuss and
search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0.50%
sulphur cap, as mentioned in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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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 / 검사원 / 심사관 / 사고조사관

227

검토그룹

203

격벽갑판

263

결의서

23

결정론적 복원성

262

결함

223

결함수 분석
고속 유출 화재

47

고정식 CO2 소화장치

283

고정식 분말 소화장치

282

공공기관

178

공식안전성평가

231

공식안전성평가

48

공적개발원조

158

공통 구조 규칙

45

공통사회·경제 경로
공통원인고장

105
49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능력 89
공통해사데이터구조

240

과도한 복원가속도

267

과불화옥탄술폰산

287

과실

136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103

관찰사항

224

관할권

230

교육이수증서

209

교토의정서

88

교환각서

25

구명뗏목

278

구명설비 기준

277

구명정

278

구명조끼

279

구술서

17

283

421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구조 접근성

군소도서개발국

100
226

구조정

277

권한 위임

구조조정본부

252

규약 / 헌장 / 규정

24

국가별 행동계획

94

국가싱글윈도우

180

그룹 A 화물

189

국가해사개요

156

그룹 B 화물

190

국가해상운송정책

155

그룹 C 화물

190

국제 LRIT 데이터 교환기

238

극저온용 고망간강

188

국제 해사 상

11

국제공공회계기준

168

국제공무원위원회

21

규정 적용 범위 분류작업

42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 270
근본 원인 분석

49

글로벌산업연합

168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167

기국 검사관

228

국제노동기구

125

기국 조사

228

국제민간항공기구

254

기국 통제

227

국제산적고체화물운송규칙

189

기국

229

58

기국자체평가제도

225

국제선박 보안증서

60

기국주의

230

국제안전관리코드

221

기능 요건

50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

187

기만적 관행

131

기술협력 기금

154

251

기술협력 컨설턴트

154

87

기술협력 프로그램

153

국제해사국 해적 신고 센터

63

기준미달선박

224

국제해사기술협력센터네트워크

97

기탁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

국제연합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청정교통위원회

20

국제해사법대학원

163

국제해사안전보건아카데미

163

국제해사에너지효율파트너십

95

국제해사연구개발이사회

97

국제해사위성기구

247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175

국제해상위험물규칙

19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해운연맹
국제회의통역사협회

422

49

66
128
21

29

ㄷ
다자 신탁기금

159

단파대역 무선통신장비

250

당사국

229

당사국총회

103

대표농도경로

104

대행기관

222

대형 생물오손

78

색인

데드쉽

267

미국 해안경비대

171

데밍사이클

233

미세 생물오손

78

데빗

279

미세플라스틱

111

데이터 세트

185

민감도 분석

50

데이터 저장위치

216

밀항자

57

데이터모델 프로젝트팀

185

도착예정시각

177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

170

동남아프리카 해사 여성협회

164

동등 톤수

213

등록

29

디지털 선택 호출장치

246

ㄹ

ㅂ
바다의 의인상 대상

11

바다의 의인상 우수상

12

바다의 의인상 장려상

12

바르셀로나 협약

110

발생빈도 분석

50

발효

28

방오시스템

77

로로 여객선

211

방화 댐퍼

로로구역

281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86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스크러버)

84

배출통제구역

ㅁ
매핑

185

면제 규정

214

명백한 근거

221

명시적 수락

31

모델코스 기술담당자

204

모범관행규약

234

목록 분석

49

목록

177

무모한 행위(무모하게)

137

무부하 이탈능력

280

무선통신규칙

249

무역싱글윈도우 / 통관싱글윈도우

181

무제한 수역

213

무효

28

묵시적 수락

31

물질안전보건자료

193

284

82

배타적경제수역

108

밸러스트 탱크

274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

106

범용 표준 수로 정보

243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143

보안 인증

215

보안선언서

60

보크사이트

192

보호도장 성능 기준

273

복원성

261

본회의

18

부속서

26

부원

209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설비

291

부유식 집어장치

113

부적합사항 / 발견사항 / 관찰사항

226

423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부하 이탈능력

280

선박 대리점

179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107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245

분담금
불가항력

19

선박 무장강도

26

선박 보안 경보 시스템

59

불름스 동사분류

205

선박 보안 계획

58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106

선박 보안책임자

59

불법행위 방지대책

132

선박 예비부품

불법행위(불법관행)

131

블랙카본

86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 (“초기전략”)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54

비손상 복원성

261

비용-편익 분석

51

비자항 무인부선

232

비준

27

비차별원칙

90

ㅅ
7

사무총장

8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51

사용자 중심 설계

51

사이버보안

57

산업인력

271

산적 상태에서만 위험한 물질

191

산적 형태 곡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국제규칙

198

산적화물 운송명

191

상륙 허가

178

상설접근설비

52

생물 오손

7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12

생존생물

75

서·중앙아프리카 행동강령

62

선급 규칙

266
46

178
94

선박 폐열 회수장치

102

선박 항해 설비 표준화 모드

244

선박등록

129

선박등록소에 관한 GISIS 모듈

133

선박식별번호

11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93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88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95

선박우선특권

사무국

서프라이딩/브로칭

424

61

선박유해방오시스템 사용규제 협약

140
77

선박이력기록부

132

선박자동식별장치

257

선박장거리위치추적

237

선박저당권

141

선박평형수 관리

72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75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72

선박평형수 배출성능 기준

73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코드

74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74

선박평형수

71

선박평형수교환

73

선사, 선장, 선원을 위한 글로벌 해적 대응
지침서
64
선상 위험물 사고 시 비상대응지침

197

선용품

178

색인

선원

121

수중 소제

선원의 공정한 대우

143

순수 복원성 상실

264

13

스크러버 배출수

85

선원의 날

80

선원의 송환

122

승무 경력

211

선원의 유기

121

승무원의 일용품

177

시장기반조치

90
176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206
선주 책임제한 배제

134

식품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직접 관련된
협정문

선주 책임제한권

134

신개념 선박건조기준

44

선주상호보험

127

신규 작업과제

16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

86

신규점검제도

223

선하증권

182

설계 수명
섬유 강화플라스틱

신뢰성

52

46

신임장 위원회

20

114

신임장

성과지표

18

성명, 담화문

21

세계 해사의 날

11

세계전파통신회의

251

세계지식재산기구

161

세계통합 해운 정보시스템

162

세계해사대학 여성협회

164

세계해사대학

163

소규모 상업선박

169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62

소방원장구

283

손상 복원성

261

수두

262

수락 / 승인

27

수밀성

262

수색 구조용 트랜스폰더

255

수색구조 위성시스템

253

수색구조

252

수압시험

287

수용시설

76

수위 감지기

7

싱글윈도우

180

o
아·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166

아시아 개발 은행

171

아시아해적퇴치협정 해적정보공유센터

63

아차사고 / 준사고

232

안보신탁기금

158

안전계수

52

안전관리체계

222

안전사용하중

289

안전센터

285

안전수준접근법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46
199

액상화 화물

189

액체 표면 화재

284

액화가스탱커

210

양해각서

25

어구 마킹

116

어구

106

273

425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어선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212

어선의 갑판부원

213
93

엔진출력제한

98
154

연료유 0.5% 황 함유량 규제

81

연료유 공급서

84

연료유 샘플링

83

연료전지

187

연안국

229

연안항해

210

열중량 분석

284

영향평가

52

영향평가검토

157

오션클린업

115

오수

112

오염자부담원칙

109

온실가스 기술협력 신탁기금

98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96

온실가스

89

완화증서

208

외부감사관

원양항해선
원인 요소

에너지효율운항지수
역량 강화

426

208

20

우선순위

205

운송서류

175

운송장

182

운송허용수분치

190

운영위원회

170

운용 서비스 제공자

239

운항 제한

269

운항 조치

269

운항지침

269

원격운항자

41

원격제어시스템

41

208
53

위그선

274

위성조난통신 육상수신국

252

위원회

14

위임사항

16

위해성 평가 작업반

117

위험도

47

위험도 관리

53

위험도 기반 접근법

47

위험물 적재 및 격리

197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제도

199

위험물

194

위험성 급/등급

196

위험성 식별

188

위험성 평가

53

위험요소 및 운용성

56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코드
118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 코드
117
윈치

289

유럽부흥개발은행

161

유럽선박정보시스템

231

유보

28

유엔 개발 계획

170

유엔 글로벌 이주 협약 및 유엔 글로벌
난민협약

65

유엔 환경 계획

171

유엔개발그룹

157

유엔개발원조프레임워크

156

유엔경제사회처

172

유엔기후변화협약

88

유엔마약범죄사무소

150

유엔번호

195

색인

유엔소말리아지원단

165

유엔전문기구

13

자율 시스템

40

자율운항선박

39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

165

작업 중지

유엔해양법협약

109

작업 프로그램

22

유엔해양법협약

149

작업반

14

유엔훈련연구기구

157

작위 또는 부작위

유조선

210

잔류산화물

75

72

잠수지원선

291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

223

139

유효화 조직

204

장기재원 마련전략

159

육상전력공급장치

290

재난안전통신망

243

의무사항 목록

230

재정 규정 및 규칙

의사규칙

19

의욕 수준

102

의장 / 부의장

9

의정서

24

18

재정보증

126

저궤도 위성조난안전 시스템

253

저인화점 연료

187

저탄소 해운을 위한 국제산업연합

97
83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기준

277

적합 연료유 이용 불가시 보고서

이동통신 표준화기구

250

전 세계 항행경보 서비스

250

이사회 개편

9

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시스템

246

이사회

8

전략 방향

17

17

전략계획

17

이용약관
이중선체 공간

274

인간-시스템 통합
인간중심설계

전략이행계획

54

전문위원회

241

245
15

전자기관사

217

인적요인 분석절차

54

전자봉인

184

인증

26

전자서명

215

일시수입

179

전자자료교환

183

임무조정본부

252

전자증서

215

입항시기

179

전자해도 표시시스템

256

ㅈ
자발적 기국이행 지침

231

자발적 회원국감사

225

자원 마련 및 협력

159

자유강하식(낙하식)구명정

279

점검

223

점진적 침수

263

정량적 위험성 평가

55

정본

25

정성적 위험성 평가

55

정지궤도 위성조난안전 시스템

25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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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소

282

총의

31

제한 수역

213

총회

7

조약

23

최빈개도국

주관청

230

축출력 제한

99

주수직구역

288

출항정지

221

중과실

137

취약 구역

79

중궤도 위성 조난안전 시스템

253

침수상태

263

중수

101

112

중파대역 무선통신장비

249

증명서

207

지구온난화지수

100

지구환경금융

101

지구환경기금

167

지부티 행동강령 2017

64

지속개발위원회

226

지역 주재소 제도

155

지역수산관리기구

107

지중해 지역 해양오염 비상대책센터

165

직접 복원성 평가

268

직접청구권

148

질산암모늄계 비료

192

질소산화물

85

집단호출제도

250

집중점검제도

220

집행

227

ㅋ
컨테이너 유실

11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199

컨테이너

200

케미컬탱커

210

코스 개발자

204

ㅌ
탄소제로선박

100

탄소집약도

101

탄소집약도지수

98

태평양 거대 플라스틱 섬

114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212

통과 승객

177

통관절차

182

통신 서비스 제공자

239

통신작업반

ㅊ
차세대 장거리 무선항법 시스템

240

차세대 해양 안전 종합관리체계

240

참석자

428

22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241

초단파대역 무선통신장비

249

초안작업반

14

총괄 보안 책임자

59

16

통합감사 요약보고서

225

통항분리방식

257

특별규칙

27

특별민감해역

169

특수분류구역

282

특수선박 코드

271

ㅍ

색인

파라메트릭롤

265

해사 메시지 관리체계

242

파레토 분석

54

해사 사용자 관리 및 인증체계

242

파리협정

92

해사 서비스 관리 및 인증체계

242

페인터

279

해사 서비스

243

편집기술작업반

193

해사 클라우드

242

폐기 및 탈퇴

30

해사기술협력센터

168

폐기물 기록부

110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25

폐위구역

198

해사사용자 식별자

243

표준훈련과정

203

해사안전정보

247

피로

55

피항 수역

258

ㅎ
할론

287

합동감사기구

22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181

항만국 조치협정

160

항만국

229

항만국통제 그레이리스트

224

항만국통제 블랙리스트

224

항만국통제 화이트리스트

224

항만국통제

219

항만국통제관

220

항만보안책임자

175

항만수용시설

109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60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60

항만싱글윈도우

181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 협약

244
61

항해자료기록장치

257

항행 안전정보 시스템

241

해기면허증서

209

해기사

209

해사정보 공유체계

241

해상 디지털 HF 통신시스템

240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5

해상구조조정본부

167

해상보안

57

해상싱글윈도우

180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

249

해양 쓰레기 지역실천계획

108

해양사고 / 해양사건

222

해양사고 조사코드

233

해양생물 성장방지시스템
해양오염물질
해양환경전문가그룹

79
196
76

해적

61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최적관리기법

62

행정·상업·운송을 위한 전자데이터 교환

183

허위선박등록

130

허위선박등록소

130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
협대역 직접인쇄 전신

95
246

협약 비적용 선박

161

협약

23

협정

24

화물 적재 및 고박 안전실무규칙

198

화물운송기구 수납 실무지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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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탐지기

284

화재시험절차 기준

281

화재안전장치 기준

281

화재제어도

285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오염성 평가 작업반

117

확률론적 복원성

262

확장성 생성언어

184

활성 물질

74

회람문서

30

회람장

30

휘발성유기화합물

104

숫자
0.50% Sulphur limit

81

1단계 기준

268

2006년 해사노동협약

124

2010 HNS Protocol

142

2010 Manila Amendments

207

2010 마닐라 개정

207

2010년 위험 유해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협약 의정서
142
2011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79
2011 선박 생물오손 관리 지침서

79

2012 Cape Town Agreement (CTA)

68

2012 케이프타운 협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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