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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의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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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본회의 전경 (2012.06)

아국 기조 발언 모습 -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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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의중 아국 대표단 발언 모습 (2012.05)

IMO 회의중 아국 대표단 발언 모습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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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현지대책 회의 - 제 90차 해사안전위원회 중(2012.05)

한·네덜란드 비공식 회의 - 제 90차 해사안전위원회 중(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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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어선안전 외교회의 한·일 대표단 (2012.10)

IMO 작업반 대응 - 제 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중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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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작업반 활동 - 케이프타운 외교회의 (2012.10)

유럽해사안전국 대표 접견 -  제 91차 해사안전위원회 중 (2012.11)

회원국 대표단 접견 모습 - 아국 주최 리셉션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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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사무총장과의 면담 - 아국 주최 리셉션 중(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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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대표단 접견 모습 - 아국 주최 리셉션 중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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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6회 국제해사포럼 개최

국제해사포럼 주요 참석자 단체 사진

국토해양부 차관 기조 연설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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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O 사무총장 Mr. Koji Sekimizu 방한(2012.08)

IMO 사무총장 한국해양대 방문

IMO 사무총장 Mr. Koji Sekimizu 환영사

<IMO 대외 홍보활동>



IM
O

 an
im

ate
d
 p

ictu
re

s 

16 2012년 IMO 연간활동 백서 17 

2012년 IMO 대표단 활동 사진
IM

O
 a

n
im

at
e
d
 p

ic
tu

re
s 

3. 국내·외 해사동향 및 IMO 주요 논의사항 발표회(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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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2012.05) 최종보고회 (2012.11)

중간보고회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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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IMO 대응을 위한 국내 활동>

1.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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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IMO 국내전문가 합동토론회 (2012.07) 하반기 IMO 국내전문가 합동토론회 개최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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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 국내전문가 합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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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01
제54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54)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4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 The 54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Stability, Load Lines and Fishing Vessels Safety

기간/장소 : '12. 1. 16 ~ 1. 20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 의장 : Mr. Z. Szozda, 폴란드 

- 부의장 : Mr. K. Hunter, 영국 

   의장의 건강상 이유로 회의 둘째 날부터 부의장이 의장직 수행함.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59개국 255명), 준회원국(1개국 3명), 국제기구(1개 기구 2명), 정부간 기구(2개 기구 8명),  

비정부간 기구(20개 기구 60명), 사무국(16명) 

총 참석인원 344명

3. 아국대표단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

대표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회의총괄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회의총괄

주무관 백진수 총괄지원

자문

선박안전기술공단 과 장 권영철 의제 9, 16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송강현 의제 3, 16

책임검사원 이기철 의제 10, 11, 12, 16

삼성중공업 차 장 김진현 의제 4, 6, 7, 8, 13

현대삼호중공업 차 장 이태황 의제 5

현대중공업 차 장 강상목 의제 4, 6, 7, 8, 13

한진 TMS 과 장 김병준 의제 3, 16

25｜ 제1장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WG 1 : 2세대 비손상복원성 기준개발 (의제 3, 16)

WG 2 : 탱커의 손상복원성 검증 지침 개발 (의제 5)

WG 3 : 구획 손상복원성 (의제 4, 6, 7, 8, 13)

DG 1 : 1969 톤수협약의 통일적 시행과 온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개발         

           * SLF 55 통신작업반의 작업범위(TOR) 정하기 위함.

1. 2세대 복원성기준 개발논의 

중국이 제안 Level 2 파라메트릭 롤 및 과도한 가속도 모드

 - Level 2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과도하여 적합하지 않음

고체화물의 액상화에 의한 사고방지 방법

 - 향후 DE 및 DSC의 결정을 고려하기로 함

갑판상 목재화물에 발생하는 얼음하중에 대한 지침

 - 2008 IS 코드 Part B에 고려하기로 하고 통신작업반에 위임

Level 1,2에 대한 통합안 작성

 - 모든 복원성 손실 모드에 대하여 Level 1,2에 대한 통합안 제시

2. 탱커의 손상복원성 검증지침 개발 논의

탱커의 손상복원성 검증 관련 두 개의 개발 지침 완료하여 MSC 90('12.5)에 승인 요청예정

 - Part 1 탱커의 손상복원성 승인 및 준비절차(신조선)

 - Part 2 탱커의 손상복원성 시연 및 작동절차(현존선)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 26규칙(13)을 만족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매 적하상태에서 손상복원성 검증이 필

요없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Reg.27(13)(g) 삽입 등 일부 개정 합의

손상복원성 기능을 갖춘 적하지침기의 설치 강제요건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 의제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도록 MSC 

90에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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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로여객선에 대한 손상복원성 기준 개정 

로로여객선의 손상복원성 관련 SOLAS 2009 개정을 위하여 FLOODSTAND, EMSA(2), GOALDS 등 연구 프

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동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개정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연구과제인 EMSA(2), FLOODSTAND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음

차량구역 침수 시 손상된 개구로부터의 건현이 X미터 이하일 경우, 손상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S=0으로 가

정하는 SOLAS 규칙의 개정안 논의

4. SOLAS Ⅱ-1 화물선 구획기준 개정 논의

SOLAS Ⅱ-1의 손상복원성 기준과 결의서 MSC.235(82)의 손상 복원성기준이 동등 여부 논의에서 두 기준이 

동등하지 않다는데 다수가 동의함

결의서 MSC.235(82)의 손상복원성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함

 - 길이 80미터 미만인 선박 : 결의서 MSC.235(82) 적용

 - 길이 8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인 선박 : 결의서 MSC.235(82) 또는 SOLAS 2009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적용

 - 길이 100미터 초과 선박 : SOLAS 2009 확률론적 손상복원성 적용

5. SOLAS Ⅱ-1 화물선 구획기준 개정 검토

SOLAS Ⅱ-1/9 규칙 이중저 요건은 길이 80미터 미만 화물선에도 적용하도록 함

 - 길이 80미터 미만 선박에 요구되는 이중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이중저가 해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 주관청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함

웰(Well)의 바닥높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small well의 바닥높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골선으로부터 5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함

 -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에 대해서는 각 주관청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함

6. 1969 톤수협약의 통일적 시행과 온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개발

톤수협약 및 해설서 개정을 위한 세부작업 계획을 승인함

초안작업반(DG)을 구성하여 통신작업반 위임사항을 결정함

 - SLF 54/9/1에서 식별한 현행 톤수협약의 11가지 분야별 문제점을 중심으로 톤수협약 및 해설서 규정 검토

 - MSC 89/9/5에서 제시한 선원거주구역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톤수협약에서 개선해야 할 분야 식별

 - 톤수협약 개정서 초안을 개발하여 55차 SLF에 보고

SLF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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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국활동사항

아국제출 의제문서

 - 의제 8과 관련하여 SLF 54/8/3으로 길이 80미터 미만 화물선에 대한 SOLAS Ⅱ-1/9.8 규정 개정 제안으

로 문서 제출

본회의 및 작업반 적극참여

 - 3개 작업반(WG) 및 1개 초안작업반(DG)에 참여하여 아국 훈령에 따른 입장 설명

일본 등 각국 대표단 접촉

 - 화물선 구획기준 개정 의제 및 톤수협약 등과 관련하여 일본 및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상호 입장 이해 및 관

계 증진 도모

7. IACS 통일해석 검토 

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 25(2)/(3) 규칙은 보호난간과 관련하여 적어도 매3번째 지지대는 브래킷이나 지주에 의

해 지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특정선박에서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브래킷이나 지주에 의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어 현행의 

브래킷과 지주에 의한 지지와 동등한 편평철스탠션(Flat steel stanchion)설치를 인정함 

8. 기타사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2년 10월 예정된 외교회의에서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협정안이 채택되면 그 동안 검

토되지 않은 의정서의 비현실적인 기술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현 의장(Zbigniew Szozda, 폴란드)의 건강상 이유로 회의 이틀째부터 부의장(K, Hunter, 영국)이 진행하였으

며, 제55차 회장 및 부회장도 동 회기에서 선출하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함

27｜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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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6차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16)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6차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16)  

-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16th Session

기간/장소 : '12. 1. 30 ~ 2. 03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 S. Oftedal.(노르웨이)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69개국), 준회원국(1개국 홍콩), 정부간 기구(EC 외 3개 기구), 비정부간 기구(36개 기구 ICS 등)

총 참석인원 509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3명, 민간 전문가 11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 의제 비고

대표
Representative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총괄 수석대표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plenary

주무관 전태영 총괄지원

자문
Adviser

경희대학교 교수 이기태 의제 4, 5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임검사원 김자훈 의제 1, 2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성종식 의제 6, 7, 9 

책임검사원 서성진 의제 4, 13, 14, 15

책임검사원 이상수 의제 6, 7, 9

선임검사원 김희준 의제 8,11

선임연구원 안종우 의제 6, 7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 선임검사원 제기문 의제 3, 12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경순 의제 4, 5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센터장 김영수 의제 4, 5

현대중공업 차 장 이재우 의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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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해상운송 신규화학제품의 위해성·안전성 평가 (의제 3)

작업반(WG 2) :  

- 2004 BWM 협약의 통일규정 지침서 및 기타규정 (의제 4) 

- 선저 생물부착(bio-fouling)에 의한 침해성 수중생물의 국제적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의제 5)

 작업반(WG 3) :  

 - 가스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국제가스연료안전규정 개발 (의제 6)

초안작업반(DG 1) :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관련 규정 개정 (의제 11)

초안작업반(DG 2) : IGC Code 개정(의제 7)

1. 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형식승인 기준 개정 제안 

선상시험을 육상시험에 사용된 장치보다 3배 이상인 장치로 할 경우 우선 형식승인하고 5년(갱신 시)내 최대장

치 시험

 - BWM2/Circ.33의 1.9에서는 대표적인(용량이 가장 큰) 장치를 선상시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초기비

용을 초래하고 실험선박을 구하는 것도 곤란

관련 W/G 의장은 선박평형수 샘플링가이드라인 설정을 최우선 논의하고 BLG 17까지 타 국가와 공동 검토하여 

재 제출 요청

 - BLG 17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아국이 주관하여 독일, 일본 및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의제를 검토키

로 합의

2. 선박평형수 배출수의 적정여부 평가를 위한 샘플링 및 분석 지침

항만국통제시 교환 또는 처리된 선박평형수(배출수)의 샘플링 및 분석 방법과 PSC 절차(결함발견, 시정조치 등) 

마련

PSC 절차 마련은 FSI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은 검토완료 하였으나 일부국가의 

MEPC 승인요청 거절

 - 바하마, 파나마, 싱가폴 및 중국 등은 샘플링절차서는 PSC 참조로 사용되기 위한 국제 기준이 없으므로 

MEPC 승인요청에 반대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이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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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장비 탑재 

NOx 저감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연속계측 장치를 설치하고자 함

 - 현재 연속계측장비(휴대용)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기가스 오염물이 생성·부착되어 성능이 퇴화하고 

이로 인해 수명이 매우 짧고(약 1월) 비용도 고가(1억원) 

(2016.1.1이후 건조되는 선박 중 미국해역(영해기선 200해리 내)에 진입하는 선박)

 - 일부 국가가 강력히 주장(자국 기업 및 장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을 기항하는 아국선사 선박

은 약27척

연속계측장비의 본선 탑재는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고 현재 항구적 계측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논

의하지 않음

 - 아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장비설치를 반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수용

4. 북극 해역에서의 블랙카본(Black Carbon) 배출 규제

블랙카본 정의, 측정방법, 배출로 인한 영향조사, 연료유 품질 규제 및 선속 저감 등을 통한 배출 저감 논의

 - NOx와 같은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중 Scrubber(배기가스 후처리 

장비)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예상

현재 기타의제로 분류된 것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BLG 18에서는 새로운 의제로 논의하기로 함

 - 향후 논의방향에 따른 아국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선급 및 현대중공업 관계자를 통신작업반에 참여하도

록 조치함

5. 선박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방법과 항만국통제 절차
항만국통제시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은 검토완료하였으나 일부국가 반대로 MEPC 승인요청 거절. PSC절차 마련

은 비공식회기를 거쳐 검토완료

항만국통제시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의 세부기술별 개발 및 적용, 표준화 현황등 추가 기술자료 제공 필요. PSC절차 마

련은 FSI에서 재검토 예정

6. 블랙카본 관련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빙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 BLG 17에서 의제로 설정할 것을 MEPC에서 요청하고 블랙카본 측정방법 및 규제 방법 등에 논의하기 위해 통

신작업반 구성

NOx와 같이 새로운 규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 대응방안 마련 필요

7. 질소산화물관련

BL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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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국 활동사항

선박평형수관리장치의 크기조정 지침서 개정

 - 아국 제출문서인 BLG 16/4/1(평형수처리장치의 크기조정 지침서 개정)은 검토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함

* 타 국가와 추가 논의 후 차기회기에 제출 계획표명

 - 독일, 일본, 노르웨이 대표와 통신활동을 통하여 제안문서의 세부내용을 재검토하고 차기 의제 제출시 지

원요청계획 협의

평형수관리협약 배출수 기준의 충족여부 평가를 위한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지침(BLG 16/4, Annex 1) 관련

 - 세부 분석기법에 대해 포괄적인 용어(예, DNA → Nucleic Acid 등)를 사용하여 향후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평형수관리협약 배출수 기준의 충족여부 평가를 위한 지침(PSC 추가지침) (BLG 16/4, Annex 2) 관련

 -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을 위한 PSC 시험품질계획서(QAPP)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촉구함'

의 구문을 지침 본문에 추가 반영함

* PSC 시험품질계획서(QAPP)의 정보가 사전 제공됨에 따른 평형수 샘플링·분석 방법 및 이의 절차 통일화 기여

미국이 제안한 질소산화물 연속계측장비의 도입관련

 - 일본, 독일, 덴마크 및 EUROMOT과 같은 주요 엔진 제조국과 협력하여 선상에서의 질소산화물 연속계측

장비의 도입을 반대하는 아국의견을 관철시킴

화물유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2차 과부압 방지수단에 대한 SOLAS 개정안 관련

 - SOLAS 개정절차의 진행에 찬성하고 의견을 관철시킴

EGR 및 물분사 연소방식에 대한 추가의 지침개발은 불필요한 것으로 동의하였으며, NOx Tier III 규정의 적용

대상 식별 및 면제와 관련된 지침서와 Approved Method(승인된 방법)에 대한 지침서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

반 구성

국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침서 개발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8. IGF 관련
BLG 14('10.2)에서 Resolution MSC 285(86) "가스연료엔진이 탑재된 선박의 안전에 대한 잠정지침서"를 바탕으로 

IGF 코드화를 작업을 시작하여 코드 개발작업 진행

코드 작업완료 목표는 2014년으로 국내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통신작업반 및 W/G 작업에서 아국의 입장을 적

극 개진 필요

9. IGC Code 개정 관련
MSC 83('07.10)의 지시로 2007년부터 IGC Code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BLG 16('12.01)에서 전반적인 IGC 

Code 개정 초안 완성

코드 작업완료 목표는 2013년으로 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추후 MSC의 결정사항을 국내 조선소 및 

선사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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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56차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56)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6차 선박 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56) 

- The 56st Session of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기간/장소 : '12. 2. 13 ~ 2. 17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s. Anneliese Jost(독일)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69개국), 준회원국(2개국 홍콩, 파로스), 정부간 기구(EC 외 1개 기구),  

비정부간 기구(36개 기구 ICS 등)

총 참석인원 5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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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5, 6, 7 

- MSC.1/Circ.1206/Rev.1의 강제화 

- 구명설비에 대한 새로운 체계(Framework) 개발

작업반(WG 2) : 의제 10 

- 극 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 개발

작업반(WG 3) : 의제 19, 23 

- 결의서 MEPC 159(55)의 개정 

- 결의서 MEPC 76(40)의 개정

작업반(WG 4) : 의제 3 

- 모든 선종에 대한 구조 시스템의 성능기준 개발

초안작업반(DG 1) : 의제 11 

- 선박소음 대책

1. 구명설비 관련사항 

'해상에서의 조난자 구조를 위한 계획 및 절차서'를 SOLAS Ⅲ/17-1에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이후 

SOLAS 협약 적용되는 모든 신조선은 동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SOLAS 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하여는 체약

국 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안(MSC 결의서) 마련

작업반에서 '구명정, 진수장치 및 부하이탈장치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요건(안)'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통신작

업반을 구성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함

'구명설비에 대한 새로운 체계 개발'에 대한 로드맵(2018년 발효 목표)과 목표기반 구명설비에 대한 기준체계에 

대한 초안 개발함

2. 극 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개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조항은 SLF, FP, NAV. 및 COMSAR 등 관련 전문위원회에 세부 검토 요청키로 결

정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3명, 민간 전문가 11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 의제

대표

주영 한국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수석대표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회의총괄

사무관 임을빈 총괄지원

자문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고재현 의제 5, 11, 13, 23, 24

수석검사원 염철웅 의제 4, 7, 18

수석검사원 한길용 의제 16

수석검사원 송상헌 의제 16

책임검사원 김승민 의제 3, 6, 8, 9, 12, 22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임검사원 오형기 의제 10, 14, 15, 17, 19

윙십테크놀러지 이 사 박진형 의제 18

현대중공업
부 장 정건출 의제 10

선임연구원 김성훈 의제 11, 24

삼성중공업 과 장 성승언 의제 10

STX조선해양 과 장 이재호 의제 5, 8, 9, 15, 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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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약으로 회기중 작업반에서 논의되지 못한 사항은 향후 통신 작업반에서 다루기로 결정

코드 완료 목표를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기로 함

어선을 포함한 비 SOLAS 선박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가 Code 개발키로 함

3. 선박소음 코드 개정안

초안 작업반(DG) 검토를 거쳐 소음코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동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MSC 90차 회의에 제출

하기로 결정

개정된 코드는 기존 Res.A 468(XII)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일부 권고사항은 1.1.3항에 별도로 명시

개정된 선상소음 코드는 SOLAS Reg.Ⅱ-1/3-12항으로 신설하여 강제화 하기로 결정

4. 수밀격벽 등에 대한 최초시험(SOLAS Ⅱ-1/11) 개정 및 시험준비 적정성 확립 

    을 위한 지침개발 

선박 안전 보증을 위하여 조선소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필요성과 '탱크 및 수밀구획 시험 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동의

2013년 완료 목표로 IACS에서 본 의제에 대하여 각국 의견을 조율하여 차기 회의(DE 57)에 문서를 제출하기

로 함

5. WIG선 지침 개발

아국은 WIG선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을 12인승 미만 소형선으로 확대, WIG선 정의 변경 등에 관한 개정

의견 제출함

위원회는 잠정지침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

는 한편, 아국이 제안한 WIG선 형식에 관

한 정의 변경은 ICAO와 협의해야 함을 지적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발언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

으며, 향후 러시아, 미국, 호주 등과 비공식 접

촉을 통해 추가 논의하여 다음 회기에 개정

안을 제출하기로 함

위원회에서 아국에게 보다 많은 자료와 상용화 실적을 차기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제안함

D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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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국 활동사항

아국 제출 의제문서

 - 선박소음 대책(의제 11)

 - 수밀격벽 등에 대한 최초시험 개정 및 시험준비 적정성 확립 지침 개발(의제 16)

 - WIG선 지침 개정안(의제 18)

본회의 및 작업반회의 참여

 - 4개 작업반회의(WG) 및 1개 초안 작업반회의(DG)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훈령에 따른 입장 발언

주요 회원국 대표단 접촉

 - '수밀구획시험 준비 적정성 확립을 위한 지침 개발', WIG선 지침 개정 의제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및 러시

아 등과 접촉하여 상호 입장 조율 및 관게 증진 도모

35｜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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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6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3)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63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 63)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3rd Session

기간/장소 : '12. 2. 27 ~ 3. 2 (5일간),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 Salgado(칠레)

2.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4명, 민간 전문가 21명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 비 고

대표

(4명)

주영대사관(1) 국토해양관 박영선 회의총괄 현지합류

국토해양부(3)

IMO 연락관 김현태 총괄지원 현지합류

사무관 나송진 총괄지원

주무관 전태영 총괄지원

자문

(21명)

선박안전기술공단(2)
팀 장 박한선 4, 5, 6, 7

차 장 박호상 10, 11, 12, 16, 18, 19 

한국선급(5)

팀 장 류경부 4, 5

책임검사원 김경민 3, 6, 7, 13, 21, 22, 23

책임검사원 서성진 2, 4, 6, 7, 15, 17, 20

책임검사원 최병철 4, 5

선임검사원 김진형 4, 5

해양연구원(2)
책임연구원 신경순 2, 14

책임연구원 신명수 4, 5

경희대학교(1) 교 수 이기태 2

목포해양대학교(2)
교 수 이돈출 4, 5

교 수 남정길 4, 5

해양수산연수원(2)
교 수 권기생 8, 15

교 수 정대진 8, 15

선주협회(1) 과 장 김호성 4, 5, 9 선주협회

조선협회(4)

차 장 김성현 4, 5 조선협회

차 장 정수원 4, 5 대우조선해양

과 장 신경엽 4, 5 삼성중공업

차 장 이세규 3 현대삼호

선박평형수협회(2)
이 사 박규원 2 테크로스

이 사 조인태 2 한라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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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3.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3 

- 선박재활용

작업반(WG 2) : 의제 4 

-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작업반(RG) : 의제 2 

- 평형수내 유기생물체

작업반(DG) : 의제 6 

-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1. MEPC 63에서 채택된 의제 

(선박평형수) BWMS IMO 기본승인 3건(아국 2건), 최종승인 5건(아국 2건)에 대하여 승인함

기본승인은 에코가디언(한라IMS), 스마트Ballast(STX메탈), 최종승인은 네오퓨리마(삼성중), 아쿠아스타(

아쿠아이앤지)이며, KTM-BWMS는 전문기술위원회의 시간제한으로 MEPC 64에 검토결과를 제출키로 함

(선박재활용협약) 협약에서 현존선에 대한 해석 및 경과조치

현존선(협약발효전 선박) 중 협약을 조기이행한 선박과 미이행 선박으로 구분하여 미이행 선박만 협약 발효 후 

관련 검사 등 조치키로 함

선박재활용 시설 지침서와 시설 승인을 위한 지침서가 채택되었으며, 증서발급 및 선박점검(PSC) 지침은 64차

에 논의키로 함

(쓰레기 투기) 육지에서 거리에 따라 투기가 가능했던 종이류, 목재류 및 병 등의 해상 투기를 절차에 따라 투기토

록 하는 지침서 채택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NOx 기술코드) 선택적 촉매 환원(SCR) 장치가 탑재된 기관의 시험 방법과 관련하여 육상에서 각각 시험 후 선

상에서 간이 시험을 하도록 NOx 기술 코드 개정 채택(2013.8.1 발효)

(유류오염방제)  OPRC HNS 기술 그룹에서 작성한 기름오염사고 이용되는 지침들을 승인

기름유출방제 민감지도 지침, 빠른 조류에서의 기름유출 방제 지침, 방제작업시 유흡착재 사용 지침 및 기름유출

시 폐기물관리 결정지침 등 승인(해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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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형수관리시스템 승인지침서(육상시험)에 대한 개정 

주관청이 선박평형수의 성능(생물사멸 능력)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열대)지역에서 육상시험을 하도록 규

정 개정

열대지역에서 처리된 평형수를 최소5일(현규정) 저장할 경우 높은 온도에서 적은 활성물질(생물을 죽이는 물질)

으로도 생물사멸 가능하므로 처리장치의 유효성 확보 곤란

G8 개정을 논의할 경우 BWMS협약 발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 승인 제품에 대한 적용에 문제되므

로 불수용

3. 이용 가능한 선박평형수 장치 및 설치 현황

일본은 연도별 장치 생산량 및 설치 조선소가 부족하여 협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

일본이 제공한 통계자료 양식을 바탕으로 각국의 통계자료 작성·제출(사무국)키로 함

일본의 요청자료와 함께 아국 평형수관리장치 제조사의 생산능력과 탑재선박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평형

수관리협약의 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검토 필요

4. 온실가스 협약(기술관련 사항)

협약 이행을 위한 EEDI 계산지침, EEDI 검증지침,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및 기준선 지침에 대

한 논의

EEDI(신조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 설계단계에서 톤·마일 화물

운송 原단위 탄소배출량 계산을 위한 통일된 방법

기관 최소출력, 최소설계속력 및 기타 항행조건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64차에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침이 채

택됨

5. 국제해운분야 선박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MBM 개발 논의

기술규제만으로는 선박온실가스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 등 다양한 MBM 도입방

안 논의

시장기반조치(Market-Based Measures) : 경매, 부담금 등 시장원리를 활용한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

법(ex.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EIS 등)

시장기반규제(MBM) 추가 영향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작업내용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64차에 재논의 예정

MEPC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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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국 활동사항

아국은 선박재활용협약 규정 해석관련 등 의제 5건 제출

선박재활용협약에서 현존선의 정의 해석,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3건 및 쓰레기 관리계획 지침서 개정관련 통

신작업반 문서에 대한 코멘트 등

6. 에너지효율향상기술, 특수추진방식 LNG 선박 및 여객선에 대한 기술적 논의 가속화 예상

온실가스 협약 및 이행에 필수적인 기술지침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어 MEPC 63에서는 개정된 작업계획서를 승

인함에 따라

MEPC 65까지 에너지효율향상기술, 특수추진방식 LNG 선박 및 여객선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종결하기 위

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산·관·학 'IMO GHG'를 대응하기 TFT를 구성하고 국내조선소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

7. MBM에 대한 추가적 영향평가 실시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응

MEPC 의장은 MBM 논의 촉진을 위한 의도로 추가 영향평가 방법 및 기준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관한 위임사항 

초안을 제안함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UNFCCC CBDR 원칙이 영향평가 기준 및 운영위원회 위임사항에 반영을 촉구

하면서 MBM 논의자체를 간접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함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은 에너지효율 규정관련 개도국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결의서와 통합, MEPC 64차에서 계

속 논의하기로 결정

IMO는 추가적 영향평가를 실시 후 해운산업의 MBM 방법을 정할 예정이므로 국내 아국 해운기업에 대한 MBM 

영향평가 실시 필요

구성될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와 주도적인 영향평가 활동 및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총 50만불

의 일부)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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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16차 
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 16)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6차 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 16)  

-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16th Session

기간/장소 : '12. 3. 12 ~ 3. 16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부의장 : Mr. Carlos Salgado(Chile) / Mr. H Supriyono(Indonesia)

2. 참가국수 및 인원

• 100여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약 300여명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6, 8, 10 

- 수색구조, IAMSAR 매뉴얼 개정 등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5명, 민간 전문가 5명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작업반)

대표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회의총괄

국토해양부
IMO 파견관 김현태 회의총괄

주무관 허학선 Plenary

해양경찰청
경 정 김대식 WG1

순 경 박재형 WG1

자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 김병옥 WG2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우성 WG3

한국선급 검사원 김준태 WG2

(주)지엠티
부사장 노정수 WG3

과 장 이주희 W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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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작업반(WG 2) : 의제 3, 4, 7, 9, 12 

- GMDSS, ITU, 해상무선통신 시스템 등

작업반(WG 3) : 의제 11, 13 

- E-NAV, LRIT 관련 의제 등

1. 아국에서 제안한 "허위 조난경보 저감방안" 의제를 채택하고 GMDSS 개정 및 

    E-NAV 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배정

2013년까지 COMSAR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 본격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통신작업반에 아국 참여하기

로 함

 -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허위 조난경보 발생은 극히 미미하고, 수색구조 기관이 감당할 수준임으로 논의 불

필요함을 주장했으나,

 - 브라질, 일본, 중국 등에서 아국 제안에 동의해 주었으며, 아국에서 제출한 3개 제안 의제*를 차기 회의까지 

논의하기로 결정함

* 아국 제안 내용(3개의제 제출) : 조난 경보 버튼의 사용자 관점에서 표준화, 조난경보의 시청각 신호 표준화, 조난경보 

버튼의 적정 크기(2cm이상) 제안

2. GMDSS 현대화 프로젝트 범위연구 승인

GMDSS 현대화 구성요소와 절차 검토 필요성 범위 연구(Scoping Exercise)결과를 보고하고 90차 MSC 위원

회('12.5)에서 승인 예정

 - 현대화 필요성*, 핵심 구성요소, 효과, 산업표준 등 그간 연구결과 및 세부 작업계획**과 통신작업반 설

립을 MSC에 승인 요청

* AIS, LRIT 등 디지털 통신 신기술과 e-nav와 같은 차세대 기술 도입에 따라 도입('92.2 발효)된지 20년이 된 GMDSS 

제도 및 장비의 현대화 필요

* * 향후 3년간 GMDSS 현대화 검토, 이 후 2년간 법적 기반 개발 예정(2017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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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의 개발 

e-nav 통신작업반과 IMO 사무국 이견으로 격차분석* 및 해결 대안 확정 지연

통신작업반은 NAV 58차에서 격차 및 해결 대안 확정 예정이었으나, 사무국은 STW, NAV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격차분석 : 기존 시스템과 e-nav에서 도입 및 개발 목표와의 차이 분석

e-nav 이행을 위한 격차의 인정 및 우선순위 식별

통신작업반에 의해 제안된 격차에 대한 COMSAR 입장을 반영하여 결정된 격차에 대해 우선순위(High/Low) 

식별 작업 수행

각 격차에 대한 COMSAR 회의결과를 차기 STW 43차 회의 및 NAV 58차에 전달하여 STW 및 NAV 입장에서의  

논의를 수행토록 할 예정임

4.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데이터 센터 정기 감사 비용 재검토

국제이동위성기구(IMSO)에서 실시하고 있는 LRIT 데이터센터 감사비용*경감 방안을 차기 MSC 및 COMSAR

에서 논의하기로 함

바누아투 등에서 감사비용이 고가임을 지적하고 재검토 요청

1회 감사비용 : 9,500파운드(약 17백만원)

COMSA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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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난신호 경감 방안 적극 대응을 위해 통신작업반 참여

차기 COMSAR 회의와 GMDSS 및 E-NAV 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참가자의 지속적인 회

의 대응 필요

* GMDSS 개편 통신작업반에 전문가인 한국 해양 수산 연수원 김병옥 교수 참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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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20)06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20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20)  

-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 20th Session

기간/장소 : '12. 3. 26 ~ 3. 30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Capt. Dwain Hutchinson (Bahamas)

2. 참가국수 및 인원

85개 회원국, 34개 기구 등 437여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6명, 민간 전문가 5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6명)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Plenary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Plenary

주무관 김재근 총괄지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 장 임기택 수석대표

사무관 홍순배 Plenary, WG1

주무관 김병남 WG1

자문
(5명)

한국선급

팀장 하원재 Plenary, WG4

수석검사원 정중석 WG3

책임검사원 석지훈 Plenary, WG4

선임검사원 김현태 WG2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임검사원 김규태 Plenary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5 

-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2012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1. 정부대행검사기관(RO) 요건 관련 "RO Code" 개발 

'15년까지 RO Code 제정 시행을 위해 통신작업반 보고서(안) 중심으로 현지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

RO의 ①품질검증 감사주체, ②RO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Liability Limitation) 및 ISO 표준인용

에 따른 저작권 중점 논의

EU가 MSC 84('08.5)에서 RO의 지정 및 감독기준, 독립적 감사제도 도입등 제의에 따라 FSI 18('10)부터 RO 

Code 제정 작업 중

RO의 감사주체는 기국의 고유권한으로 기국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토록 하고,

RO의 책임도 기국의 권한으로 기국이 국내법화, 책임제한 시 참고토록 PART Ⅲ(비강제)에 각주형태로 포함 결정

각주 내용은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으로 MSC, MEPC에서 최종 결정토록 함

ISO표준 인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여부는 사무국이 ISO와 협의 후 ISO규정 인용방안 결정키로 함

MSC, MEPC 승인('12) → 총회 28차 채택('13) → 수락 → 발효('15)

2.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Ⅲ Code) 개발

'15년 까지 강제협약 이행코드(Ⅲ Code) 제정 시행을 위한 Ⅲ Code 채택 방안 관련 옵션(시나리오 1~3번) 논의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 IMO 회원국감사제도 시행을 위한 감사 기준(Audit standard)

편의치적국의 강력한 요구로 Ⅲ Code 발효시점이 가장 늦은 시나리오 3번(발효일 '16.1월)으로 추진 결정

총회 28차('13) Ⅲ Code 채택 → MSC 94('14.5), MEPC 66('14.3) 관련 협약 개정안 채택 → 회원국 수락절차 

→ '16.1.1 발효 

3. 항만국통제의 조화로운 시행

전 세계적으로 동일주제로 연2회 PSC 집중점검 시행방안(각 MoU별 CIC → Global CIC)을 논의하였으나, 

FS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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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간(FSI 20차~FSI 21차) 통신작업반 참여

해양사의 통계 및 조사, HSSC(검사조화제도)에 따른 검사지침 개발,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

시기상조 및 각 MoU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음

새로운 협약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협약의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Global 시행 필요성이 있

으므로, MoU 간 자발적 참여를 통한 Global CIC 시행방안을 MoU·사무국 워크숍에서 논의 예정

'PSCO를 위한 ISM Code 지침 초안'을 개발하고, 기술적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 결정

4. 지중해 MoU "Decision Support Tool" 개발계획 소개

지중해 MoU에서 PSC 강화를 위하여 ‘Decision Support Tool’ 개발자로 한국선급이 선정, 기능 및 효용성 소

개(IMO 사무국)

본회의 시 터키는 Black Sea MoU에서 도입 필요를 발언하고, 캐러비안 MoU는 모든 MoU로 확대방안을 

사무국에 검토 요청 

사무국은 지중해 MoU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정보제공 등을 준비하기로 함

5. 해양사고 통계 및 조사

이번 회의시 별로 토론은 없었으나, 차기회의('13.3)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및 대응 필요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까지 해양사고분석반의 검토 연기 결정(FSI 19, '11.2)

3국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구축방안 관련, 일본측 사정으로 현행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유지키로 함

총 78개 사고조사보고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33개의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훈을 채택함

채택된 교훈사항을 국내 관련 업/단체에 전파하여 사고예방 증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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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WG 2) : 의제 6, 8 

- 항만국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 

- 2004 선박 평형수(BWM) 관리협약에 따른 PSC 지침의 개발

작업반(WG 3) : 의제 12, 13 

-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의 검토 

- RO 코드의 개발

작업반(WG 4) : 의제 10, 12 

- HSSC에 따른 검사지침 검토 

-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의 검토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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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제99차
법률 위원회(LEG 99)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99차 법률 위원회(LEG 99)  

- The 99th Session of LEGAL Committee

기간/장소 : '12. 4. 16 ~ 4. 20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부의장 :  

- 의장 : Mr. Kofi Mbiah(가나) 

- 부의장 : Mr. Jan E. de Boer (네덜란드) 

              Mr. Walter de Sa Leitao (브라질)

2. 참가국수 및 인원

86개 회원국/준회원국 및 21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400여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5명, 민간 전문가 2명

소 속 직 명 성 명 비 고

외교통상부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수석대표

2등 서기관 황대훈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가

주무관 이영섭

법무부 검 사 박영진

한국선주협회 대 리 박효정
자문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석지훈

47｜ 제1장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 의정서 개정 검토 

호주 등 20개국은 공동문서 제출을 통해, 1996년 기준인 現 LLMC 책임제한액을 2015년 기준으로 147% 인

상* 필요 주장

동 협약 제8조에서 허용된 인상한도인 매년 6% 인상률을 1996년 부터 2015년까지 최대 적용하여 147%로 산정함

호주측은 책임제한액 인상의 근거로 통화가치의 변화, 피해건수 및 오염에 따른 피해액수 등 제반요소를 감안함

일본은 통화가치 변화만 책임제한액 인상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금년 기준으로 51% 인상*이 적절함을 제

시함

협약의 개정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므로, 금년(’12년)을 기준으로 책임제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의 회원국

들이 동의함

우리나라는 급격한 책임제한액의 인상은 1996년 LLMC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에 부정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일본측 제안에 지지함

우리나라·덴마크·파나마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일본의 주장을 지지함에 따라 법률위는 51% 인상을 결정 

→ 우리나라는 현재 LLMC의 미가입국이므로, 단기적으로 보험요율 상승 등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무부에서 금년도에 LLMC가입 관련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비준추진 과정 및 비준 후 상법개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됨

2. 연안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 관련 유류오염 보상 및 책임

인니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MO가 Strategic Direction 7.2의 개정*을 통해, 피해관련 보상 및 책임을 

강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석유시추 유류오염사고 보상 및 책임 관련 내용 명시

브라질은 동 문제가 UN해양법협약의 조항(192조/208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IMO의 권한을 벗어남을 

주장

또한, 오염피해가 주로 EEZ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해 당사국들간 양자·지역 협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

법률위는 국제협약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양자·지역 협정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함

다만, 법률위는 양자·지역협정에 관심있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 및 모델협정서 개발을 목표로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함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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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적 이슈

사무국은 각국의 소말리아 해적관련 판결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소개

또한, 동 작업이 UN연구소*에서 이미 시행중인 바,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판결관련 정보를 UN연구소로 직

접 제출하거나 IMO로 제공토록 요청

UN Interregional Crime Research Institute(UNICRI)

이란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정보제공에 지지했으며, 네델란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정 감안 필요성을 부

언함

4. HNS 협약의 이행

사무국은 HNS 펀드 사무국과 IOPC 펀드 사무국의 공동운영이 효과적이라는 로테르담 회의*의 결과를 보고함

'11.6.14~15 기간 중 HNS협약의 조기발효 및 분담금의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모색(네델란드 등 9개국 및 IOPC Fund 참가)

이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로테르담 회의결과에 동의했으며, 다만 공동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HNS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5.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

ITF*는 SRI(Seafarers' Rights International)에 의해 수행되었던 형사고발관련 선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함

국제 운송노동자 연맹(Internatioal Transport work's Federation)

법률위원회는 ITF의 정보에 감사를 표하고, 차기 법률위원회에 설문조사 결과를 문서로 제출토록 ITF에 요청함

6. 선원의 유기,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재정보증 규정

ILO는 현재 해사노동협약(MLC 2006)의 비준현황을 소개함

법률위는 현재까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비준토록 촉구함

7. 직원 선거

現 법률위원회 의장인 Kofi Mbiah(가나)는 만장일치로 2013년 동 위원회 의장으로 재선됨

LEG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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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국 활동사항

해적관련 사설무장보안요원(PMSC) 가이드라인의 법률문제 논의를 위해 '12.4.24(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

락그룹 (CGPCS) 제2작업반 특별회의가 IMO 본부에서 개회되어 아국은 외교부 담당자 및 국토해양관이 참석함

또한, 現 제1·2 부의장인 Jan de Boer(네덜란드) 및 Walter de Sa Leitao(브라질)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로 2013년 동 위원회 부의장으로 재선됨

우리나라는 상기 부의장 당선자들에 대한 재청 발언을 실시

49｜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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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제43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STW 43)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43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STW 43)  

- The 43nd Session of 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기간/장소 : '12. 4. 30 ~ 5. 04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부의장 : Peter Brady(자메이카) / Mr.A.H.Kayssi(레바논)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79개국), 준회원국(3개국), 비정부간 기구(30개 기구)

총 참석인원 370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3명, 민간 전문가 2명 및 참관 5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3명)

외교통상부 국토해양관(주영국대사관) 박영선 현지참석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석

선원정책과 사무관 이상우 국외출장

자문
(2명)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김건효 자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 채종주 자문

참관
(5명)

인천해사고

교 사 이승택

참관인

학 생 김시원

학 생 이우정

부산해사고
학 생 김기백

학 생 박효준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ECDIS 모델코스 개발

(논의 사항) ECDIS 교육 관련 Staff 요건, 강의 및 장비의 요건 등에 대해 사무국이 제시한 Guideline에 대한 검토

(회원국 의견) 다수국이 강사 및 설비 요건이 까다롭고 너무 상세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영국은 강사 자격을 선장

으로 하고 교육 시설 요건도 상세하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아국 입장) 강사 자격 요건(선장 면허를 보유 할 것)이 너무 높고, 설비 요건이 너무 상세하다는 입장에 동의함 

(회의 결과)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 및 시설 요건을 보다 유연한 요건으로 수정함

 "선장 또는 피교육자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에서 "관련 CoC를 보유 또는 주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험을 보유

할 것"으로 수정

■ 선장·1등항해사, 기관장·1등기관사, 기관사 모델코스 개발

(논의 사항) 사무국이 개정된 STCW 협약 규정을 반영하여 개발한 선장, 기관장 등에 대한 모델코스 승인

(쟁점 사항)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상·하위 Level간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개

정되어야 하나, 이번 회기에 개정을 마무리하기는 불가능 함

(아국 역할) STCW Manila Amendments가 '12. 1. 1. 발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Model course가 개

발되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내용은 이번 회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개정 작업은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림직함을 피력 

(회의결과) Model course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므로 4개월 안에 개발자가 재검토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당사국이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 수정사항은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함  

2. 2010 마닐라 개정규정의 의료표준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논의 배경) 국가별 의료적합기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1997년 국제기준(선원의 사전 및 주

기적 건강진단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서) 채택

'10년 협약개정에 따라 지침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ILO/IHO/ WHO Joint 작업반이 개정안을 작

성·회람시킴

(쟁점사항) 까다로운 색각검사(Color vision test)의 요건과 장비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이 어려움(미

국, 캐나다)

(아국역할) 색각검사가 대학병원급에서만 가능한 아국 상황에 비추어 다른 방법으로 색각검사를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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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의견에 동의함 

(회의결과) 색각검사는 현재 제안된 방법(Anomaloscopy, 색각경) 외에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여 다음 회기

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미국)

의장은 IMO 사무국이 CIE(국제조명위원회)에 색각검사 관련 사항의 update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e-navigarion 전략 이행계획 개발

(논의 사항) 해사분야의 CBT(Computer Based Program)와 제조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세계적으

로 적용 가능한 접근방안, 훈련과 관련된 e-navigation HEAP(Human Element Analysis Process)에 대한 

의견 및 조언, 갭분석에 대해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 

(회의 결과) e-Navigation 훈련에 CBT의 사용은 가능하나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CBT 요건을 결정하는 것

은 시기상조임

HEAP은 불안전 및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

용되어야 함

미래의 e-Navigation 개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훈련요건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향후 새로운 

모델코스의 개발이 고려됨

4. 2010 마닐라 개정규정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논의 사항) ECDIS 설치('12.7.1.부터 단계적)와 교육('13.7.1.)간의 갭 발생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요소가 있으므로

ECDIS 설치 선박에 종사하는 항해사에 대한 훈련요건, ECDIS 친숙화 교육 및 PSC 지침 마련 필요

(아국 역할) 각 당사국이 경과규정보다 빨리 CEDIS 교육을 실시하고 이 시기에 이수한 교육이 인정될 수 있도

록 권고서 회람을 제안 

(회의 결과) ECDIS 교육의 조기시행을 권장하고 PSC 점검 시 이에 대한 검증 요소 등을 반영한 회람문서 초

안을 작성하고 MSC 91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5. 기타 사항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STW 43

III. 아국 활동사항

해사고 학생의 해사(海事)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마이스터 해사고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래 우수한 

해운산업인력으로의 성장을 위한 소양 함양의 계기 마련

대표단은 본회의 및 작업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입장을 개진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타국 대표

단과 협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현 STW 전문위원회 의장 Peter brady(자메이카)의 은퇴 및 부의장Mr. A. H. Kayssi(레바논)의 은퇴의사 

표명에 따라,

호주의 Bradley George Groves와 미국의 Ms. Mayte Medina가 각각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으로 선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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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0)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0)  

- The 90th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

기간/장소 : '12. 5. 16 ~ 5. 25 (10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Christian Breinholt(덴마크)

2. 참가국수 및 인원

140개 회원국·NGO 등 600여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9명, 민간 전문가 10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선박보안 및 해적대응관련 논의

(아국 발의) 민간보안회사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 선장과 보안요원간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 제안

(MSC/90/20/15)하여 덴마크,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음

(보고의무) 인도에서 무장보안요원 승선 시 연안국에 보고토록 발의했으나, 미국·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무해통항권 등 기존 국제규범과 충돌됨을 지적하여 작업반 과제에서 제외됨

(잠정지침 개발) 민간보안회사의 자격요건 및 민간무장요원에 대한 항만국과 연안국의 조치사항을 개발함

(무장군인 승선) 원칙적으로 '최대승선인원'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논의함. 단, 정부가 승인할 경우 초과탑승 가

능

2. 여객선 안전관련 논의

(안전 대책)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와 관련한 여객선의 구조·설비관련 규정 등의 개정 논의는 해당 해난조

사 보고서가 나온 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다만, 여객선 운항관련 사항에 중점을 둔 단기대책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 등은 작업반에서 논

의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9명)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수석대표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석

항행안전정보과장 김영소 WG 1

국제해사팀장 박장호 Plenary

사무관 오수영 Plenary

주무관 남창섭 WG 1

주무관 이영섭 총괄보조

외교통상부(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현지참석

해양경찰청 경 감 도영진 WG 1

민간대표

(10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조민철 Plenary(간사)

검사원 이윤상 WG 3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홍구 WG 2

책임검사원 정정호 WG 2

책임검사원 이중근 DG 1, WG 3

책임검사원 석지훈 Plenary, EG 1

한국조선협회
사 원 전병민 WG 2

삼성중공업 윤균중 WG 2

한국해양연구원 박 사 강희진 WG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 이영찬 Plenary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4, 20 

- 선박 보안 및 해적

작업반(WG 2) : 의제 5, 19 

- GBS 및 FSA

작업반(WG 3) : 의제 27 

- 여객선 안전

초안작업반(DG 1) : 의제 3 

-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전문가작업반(EG 1) : 의제 17 

- 역량 개발 검토 그룹(A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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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BS)관련 논의

(아국 발의)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의 재논의를 제안하여,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동 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향후 다양한 대체설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 IMO 지침

(심사원 추천) 사무국에서 원활한 GBS 검증심사팀(Audit Team) 

구성을 위해 심사원 추가 추천을 요청함

4.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관련 논의

(발효 요건) 각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의장은 향후 있을 동 

의정서 이행협정 채택 외교회의('12.10.9~11, 남아공)에서 발

효요건을 논의토록 결정함

5. 아국 발의 신규 작업의제 채택

아국이 제출한 3건의 신규 작업의제*가 일본·싱가폴·호주 등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어 해당 전문위원

회(STW)에서 논의할 예정

선박 정비이력 이관을 위한 ISM Code 개정, 예부선 승무원 훈련요건 개발, WIG선 해기사 교육요건 

MSC 90

III. 아국 활동사항

해적대응 고위급 회의 참석(5.16~17/IMO 회의장)

21개국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여 선박에 무기류의 보유 및 민간무장요원의 탑승 허용 등에 대해 논의

아국 대표(강범구 실장)도 기조발언을 통해 함정파견, 취약선박에 대한 무장보안요원 고용 등 아국 현황을 발표

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피력하여 호응을 받음

우리나라 주관 다과(refreshment) 리셉션 개최(5.16)

물류항만실장 주관으로 200여명의 타국 대표단과 해적 및 여객선 안전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의견교환

제25차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 감독이사회 참가(5.24)

편집위원회 결과 및 2012년도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발일 애플케이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재정분담금은 예년과 같이 52,000유로로 결정함

토레몰리노스 협정서관련 한·중·일 사전협의 실시(5.17)

중국(1안)과 일본(3안)이 각국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공동대응 무산, 우리부는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 3안 지지

※ 협정서 채택의 발효요건

·제1안 : 비준국 15개국, 어선척수 30백척(중국 주도)

·제2안 : 비준국 20개국, 어선척수 18백척(유럽 주도)

·제3안 : 비준국 30개국, 어선척수 18백척(일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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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62차
기술협력 위원회(TC 62) 

I. 회의개요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62차 기술협력 위원회(TC 62)  

- The 62nd Session of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기간/장소 : '12. 6. 6 ~ 6. 8 (3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s. Nancy Karigithu(케냐)

2. 참가국수 및 인원

60개 회원국, 6개 정부간 기구, WMU 등 참석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4명, 민간 전문가 11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수석대표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서기관 백병호

주무관 지민철

자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 조소현

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및 여성해기사들의 동승 독려 등을 제기하고, 논의함

2. IMO 기술협력사업 2년차 보고서

사업의 성과, 통계 요약 및 사업자금 수입·지출 등 보고

개도국의 역량개발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요구사항 파악 및 해사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별 사업현황

표의 개선 작업 필요

IMO 사무총장은 기술협력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국가별 사업현황표의 개발 후 보고서를 차기 회의

에 제출 예정

3. 기술협력사업의 재정지원

이사회는 기술협력사업의 재정지원 현황(6개의 다자신탁기금과 19개의 재정협정)을 소개하면서 감사를 표명

IMO는 아국의 KOICA ODA 자금을 활용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다른 OECD 자격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함

4.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2015년도 강제 발효 예정인 회원국 감사제도의 이행 현황 및 기술협력사업의 지원 계획, 지역세미나 개최 결과 

등을 검토·논의

아국은 '13년 IMO-ROK 기술협력사업에 자발적회원국감사제도(VIMSAS) 세미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

록 입장을 표명함

5. 영향평가 결과보고서(2008~2011)

'08 ~ '11 기간 중 시행된 기술협력사업의 활동에 대한 영향평가를 외부자문단에서 시행 및 결과 보고

개선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사후조치와 지원 등)과 5가지 즉시실행사항(지식관리 포탈사이트 구축 등)이 제안됨 

위원회는 자문단이 제시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사무국에 요청하고, 후속 보고를 차기 회의에 하도록 함

아국은 '03년 이후 아국의 자금으로 시행된 기술협력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새로운 방안

을 강구하여 제안할 예정임을 피력함

1. 해운분야 여성 역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아국은 "여성해기사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 의제를 발표하고 여성의 해상진출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아국은 후속조치로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 및 방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의사를 표명하였고, IMO는 정

책 개발을 위하여아국과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함

위원회는 해운분야의 여성과 관련된 지역 활동 및 세미나의 결과 보고 등을 검토하였고, 선내시설의 개선,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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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기 의장단 선출

현 의장인 Ms. Nancy Karigithu(케냐)와 부의장 박영선 국토해양관이 모두 만장일치로 재선임됨

7. 기타사항

FSI Code 이행의 촉구를 위해 개발된 이행 가이드라인을 개별 회원국의 사용언어로 번역하자는 의견(MSC 89)

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곤란하며, 향후 IMO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별도 협의하기로 

제안됨

TC 62

III. 아국 활동사항

■ IMO - 아국 간 사업 실무회의

(시간/장소) '12. 6. 8. 13:30~15:30 / IMO 기술협력국 소회의실

(참석자) 아국 백병호 서기관, 지민철 주무관, 조소현 교수 등 3명 및 IMO 기술협력국 팀장 P.Tansey, 동아시아

지역사무소(필리핀) B.Pimentel 등 5명 참석

(회의 주제) IMO-ROK 기술협력자금으로 아국에서 주최예정인 "여성인력개발 세미나" 및 "IT 기술을 활용한 해사

안전 세미나" 등 일정, 계획 및 예산 협의

(주요 내용)

 - 주최국이 제공하는 현물지원(장소비, 임대료 등)은 기본사업비에서 책정하고, 추가 소요시 IMO TC 자금을 

추가 활용

 - 참가자 항공권, 일비지급 등 행정처리는 UNDP와 연계해서 실시

 - "여성인력개발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IMO 기술협력위원회 의장 Ms. Nancy Karigithu(케냐) 초청 협

의

* 세미나 개최시기는 초청연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13. 3.로 연기

제108차
이사회(C 108) 11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08차 이사회(C 108) 

- The 108th session of Council

기간/장소 : '12. 6. 11 ~ 6. 14 (4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 J. Lantz (미국)

2. 참가국수 및 인원

이사국 40개국, 비이사국 35개국, 준회원국 1개국 등 총405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4명, 민간 전문가 4명, 참관 1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4)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석

해양수산사무관 고준성

주무관 이진수

외교통상부 주영 국토해양관 박영선
수석대표 
현지참석

자문
(4)

한국선급

정부대행본부장 김규섭

책임검사원 석지훈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원장 남석희

연구원 김주환

참관(1) 유니크플러스 작 가 정성우
IMO 50년사 

제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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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계획 및 개선

상위행동계획(HLAP)에 반영된 작업의제 뿐 아니라 위원회 등에서 제기되는 신규작업의제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

를 실시해야 하며, 그 주체는 의제 제안자와 소관 위원회 모두가 됨

통역비에 대해 UN이 정한 보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과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전

문위원회 별 소요통역시간을 조정함

2. IMO 협약의 행정요건 정기검토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그룹(SG-RAR)"을 구성(우리나라 포함)해 협약 상 행정 요건을 식별,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차기 이사회에 운영그룹의 상세작업일정과 범위가 보고될 예정

3. 자원관리

IMO의 12년도 지출계획대비 절감된 지출현황을 승인

우리나라는, 직원 공석에 의한 인건비 절감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될 수 있음 우려하며 고위직과 전

문직 간의 적정한 인건비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함

IMO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재정운영계획이 차기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검

토 필요

4.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자발적 회원국 감사의 실적이 미진함을 감안 회원국들의 참여 독려 및 감사인력의 추가적 확보 필요

향후 강제시행에 의한 감사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MAS 감사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감사제도 관

련 아시아 개도국의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샵 등을 지원하기로 함

감사절차 관련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는 요약보고서로 한정하기로 함

5. 필수 해운수송로 확보

ReCAAP ISC의 효과적인 활동을 주목하면서, 소말리아/인도양 해적대응 관련 회원국의 궁극적 지향점도 이

런 패턴이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C 108

III. 아국 활동사항

행정부담 경감에 관한 작업반 회의 참석

참석자 : 국토해양부 고준성 사무관, 석지훈 책임 검사원(KR), 김주환 연구원

NGO 등록신청 검토를 위한 작업반 회의 참석

참석자 : 국토해양부 고준성 사무관

6. 외부 협력 사항

"지중해해양오염긴급대응센터(REMPEC)"에 대한 재정지원의 건은 법적, 재정적 근거 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등)와 REMPEC의 운영유지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여 관심 국가별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

었으나, 지원범위와 절차를 한정하는 사무국의 절충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승인

11월까지(차기이사회) 재정부족분(약85천 파운드)의 범위 내에서 UNEP, 바르셀로나 협약당사국들의 지급보

증(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승인함

다수의 NGO 등록신청에 대한 작업반 논의를 거쳐 7건의 신청을 반려

국제성, IMO 연관성, 타 NGO와의 중복성 등의 심사기준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전임 사무총장인 미트로폴러스에게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선정

캐나다, 칠레의 수색구조자들을 용감한 선원상 대상자로 선정함

표창장 등 전체 대상자는 12명이며 우리나라의 추천자는 선정되지 못함

해적관련 사안이나 구조자가 절박한 위험을 겪지 않은 사안은 선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후보자 

추천시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

7. IMO 협약과 회원국 현황

채택된 52개 협약 중 44개만 발효된 상황으로 회원국들의 비준 독려

라오스 등 신규 가입 대상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지 않아 회원국 현황은 170개국임

62 2012년 IMO 연간활동 백서 63｜ 제1장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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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항해안전 전문위원회(NAV 58)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58차 항해안전 전문위원회(NAV 58)  

- The 58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기간/장소 : '12. 7. 2 ~ 7. 6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 Michael J. Sollosi (미국)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 67개국 및 대표단 약300여명 참가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3명, 민간 전문가 11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관 박영선 현지참석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석

사무관 이창용 총괄보조

자문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연효흠 Plenary

선임검사원 정보해 WG 2

검사원 김민지 WG 3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원 김부영 Plenary(간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 수 장은규 DG 1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홍태

WG 2
책임연구원 심우성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사 (부산항) 변영욱 WG 1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요집 WG 3

한국해양대학교 교 수 이서정 WG 2

(주)GMT 부사장장 노정수 DG 1

동서대학교 교 수 박수현 W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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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3, 4 

- 선박의 항로, 선위통보 및 관련업무 

- 선박항로에 관한 일반 기준 개정

작업반(WG 2) : 의제 6 

- e-navigation 전략 이행계획 개발

작업반(WG 3) : 의제 5, 10, 13 

- ITU 관련사항(무선통신 ITU-R 연구그룹 포함) 

- 경사계 표준성능 개발 

- 기타의제

초안작업반(DG 1) : 의제 7 

- AIS 정책 및 심볼 개발

1. 선박항로 지정, 통항분리대 및 선위보고제도 제·개정 

아프리카 동부 모잠비크 해협 추천항로 신설 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항로 지정, 통항분리제도 및 선위통보

제도의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동의

모잠비크 수로 추천항로 지정은 다수 회원국에서 근거자료 불충분 및 해적관련 보안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차

기 회의에서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통항분리대(TSS) 횡단선박 야간 등화설치' 건은 아국 주장대로 IMO 권고사항을 시행

하기로 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개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통항분리대 진행방향 표시 추가 등 "항로지정에 관한 규정(Res. A.572(14))" 개정안을 승인하고  제91차 해사

안전위원회에 승인요청하기로 함

2. ITU 해상무선통신 규격관련 위치표시용 AIS에 대한 안내표식 추가

잠수위치 표시용 AIS(AIS MOB) 및 비상조난위치표시용 AIS(EPIRB-AIS)에 "위치표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조난 

경보 시스템은 아니다" 라는 안내 표식을 부착하도록 각국 정부가 제조자에게 요청하기로 함

위원회 승인 이전에 먼저 항행안전정보/SN Circular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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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 개발 

"기존 항해통신시스템과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과의 격차(Gap) 목록, 격차 분석(Gap Analysis) 및 격차 해

결책(Solution) 목록"을 확정

호주가 제안한 인적요소평가절차(HEAP)를 공식절차로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공식안전평가(FSA) 및 위험성 통

제방안(RCO) 등에 대해 향후 검토예정

해상안전서비스목록(MSP)의 추가 개발, 사용성 평가 지침의 추가 개발 및 Test-bed의 조화를 위한 지침의 

개발 등에 대해서는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계속 논의예정

아국이 제안한 "소프트웨어 품질 보장 방안(NAV 58/6/4)" 및 "e-Navigation 시범사업(Test-bed) 구축결과 

분석 표준화 방안(NAV 58/6/8)" 등에 대해서는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논의예정

4. AIS 항로표지의 정책 및 새로운 심볼 개발

AIS 항로표지(AtoN)의 정의는 실제(Physical) 및 가상(Virtual) 표지만 인용하기로 함

AIS 항로표지 성능기준은 향후 국제수로기구(IHO), 국제전기기구(IEC) 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과 연계

하여 개발하기로 함

5. 전자식 경사계 표준성능 개발

선박 횡요주기 및 경사각 데이터 등을 항해정보기록장치(VDR)에 기록하기 위한 "전자식 경사계의 성능기준(안)"

을 작성함

개발완료시점을 2013년까지 연장해주도록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요청

NAV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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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7)13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7차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7)  

- 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17th Session

기간/장소 : '12. 9. 17 ~ 9. 21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부의장 : Mr. Xie Hui(중국) / Mr. Patric Van Lancker(벨기에)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 : 57개국

준회원국 : 1개국(홍콩, 파로스)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 28개(정부간 : 3개, 비정부간 : 25개)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3명, 민간 전문가 4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의제 비 고

대표
Representative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박영선 총괄
수석
대표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총괄지원

국토해양부 서기관 나송진 총괄지원

자문
Adviser

한국선급 검사원 권택우
의제

4, 5, 7, 8, 10, 12
한국선급 검사원 유정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검사원 김태용 의제 
1, 2, 3, 6, 9, 11 
13, 14, 15, 17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검사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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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차 IMDG Code(37-14) 개정 

포장화물 및 화물운송단위(CTUs)의 표시, 표찰 및 대형표찰에 대한 그림 지침 추가(아국제출의제)

CIP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부적합율(표시, 표찰)의 지속적인 증가 및 규정 적용의 난해함을 지적하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 가능토록 간단한 형태의 삽화 추가 필요성 제기 

→ 해당 사안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E&T 19차 추가 논의 후 DSC 18차('13.9)에 보고 예정임

위험물의 미신고, 허위신고 및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미신고, 허위신고 및 신고가 누락된 위험물 해상운송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국제해운정보 시스템 활용 등 관련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 제안 

→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안 수립을 위해 E&T 19차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2. 물반응성물질(water-reactive) 적재규정 개정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위험물(water-reactive materials)의 적재 및 격리요건 개정

해당화물의 주수 소화 한계성,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타화물간(제2.1급, 제3급) 격리요건 강화 시 선박의 원

활한 적재계획 수립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해상운송의 제고를 위한 추가논의 필요성 발언함(아국) 

→ 본 사안의 중요성과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E&T 19차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DSC 17

68 2012년 IMO 연간활동 백서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3. 컨테이너 계속점검방법(ACEP)에 대한 지침 개발

DSC 16차 회의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의 컨테이너 계속점검방법(ACEP)에 대한 지침안 개정 

→ MSC 92차 회의에 보고 예정 

4.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개정

CSC.1/Circ.138 내용 중 구조적으로 약한 컨테

이너의 구성요소와 그 컨테이너의 통제방법을 개

정, MSC 92차 회의에 보고 예정

DSC 16차 회의에서 CSC 협약 1993 개정안의  

조기이행을 위하여 작성된 개정안과 Res.MSC 

310(88)의 일치를 위하여 개정, MSC 91차 회

의에 보고 예정

5. 컨테이너의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 개발

SOLAS VI장 규정 2, 단락 4, 5를 신설하여 선적시 화주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총질량을 검증 받도록 개

정, MSC 92차 회의에 보고 예정

컨테이너의 총질량의 검증에 대한 지침서는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 예정

6. 철광석 분말의 개별화물 일람표

철광석 분말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DSC 18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요청

7. 화물창 소화설비 배치에 관한 통일 해석(SC 250, IACS)

자기발열이 계속되는 화물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FSS Code에 따른 고정식 이산화탄소 또는 불활성 가스 시스

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FP 56차 회의에 보고 예정

69｜ 제1장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7, 8, 10 

- 컨테이너 유실방지 조치 개발 

- 컨테이너 계속점검(ACEP)에 대한 지침 개발 

- '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개정

작업반(WG 2) : 의제 5 

- 밀폐구역의 출입·구조훈련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작업반(WG 3) : 의제 4 

- 고체산적화물의 특성평가를 포함한 IMSBC Code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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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 17

제64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 64)14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64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 64)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4th Session

기간/장소 : '12. 10. 01 ~ 10. 05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 A. Chrysostomou (Cyprus)

2. 참가국수 및 인원

회원국(92개국), 준회원국(2개국 홍콩, 파로스), 국제기구(7기구), 정부간 기구(11기구), 비정부간 기구(48기구)

총 참석인원 : 9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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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소 농도측정기 탑재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동 사안은 DSC 2개년 의제에 없는 의제(unplanned output)임을 인식, SOLAS 개정의 당위성을 제안하는 

문서 작성 및 MSC 91에 승인 요청

다만, 산소 농도 측정기 탑재에서 적절한 공기 측정장비로 논의 방향과 용어가 수정됨. 하지만 여전히 최우선 순위

는 산소 농도 측정기 탑재 관련 SOLAS 개정임을 제안.

9.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SOLAS Ⅲ/19 개정 초안을 만들었으며 MSC 91에 보고 예정

동 훈련은 육지가 아닌 선상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to be held on board the ship" 문구 추가

10. MODU , DSC 및 HSC 코드 간접개정

간접 개정작업으로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 관련 MODU, DSC 및 HSC 코드 개정 초안을 작성. MSC 91

차 회의에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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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처리기술(8종) 승인

제21차~제23차 GESAMP-BWWG 심사결과에 따라 기본승인(5종), 최종승인(3종) 등 총 8종의 기술에 대해 

승인, 기본승인 1종은 승인불허

아국은 기본승인 3건(KT-marine KTM-BWMS, 화승 R&A HS-Ballast, 파나시아 GloEn-Saver), 최종승인 1건(STX메탈, 

Smart Ballast) 획득

평형수관리협약의 적용시기 조정 검토

통신반 활동을 통하여 평형수관리장치 탑재시기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 23차 총

회에서의 채택을 위한 협약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여 MEPC 65에 제출될 예정임

평형수관리장치 형식승인증서 및 형식승인관련 자료

형식승인증서를 통한 충분한 정보공개 및 형식승인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한 승인의 투명성 재고 필요

'평형수관리장치 형식승인등에 관한 잠정기준'개정을 통한 형식승인증서 재발행 및 형식승인시험관련 자료의 공

개를 위한 통합 Website의 구축 및 자료등재 필요

협약 발효전 증서 발행 및 평형수관리계획의 승인

MEPC 63차 회의의 결정사항으로써 BWM.2/Circ.40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발효이전에 IBWM 증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승인된 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

치요건을 발효 후 3개월간 유예 가능함

2. 선박 재활용

홍콩협약에 따른 선박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 홍콩협약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의 2

개 지침서 제정(안)에 대해 작업반 검토에서 검토하고 두 지침서를 채택함

홍콩협약에는 유사한 건조단계의 정의가 없음을 고려하여,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의 주석으로 추

가함에 합의함

유해물질의 경계조건 및 면제에 관하여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이 결성됨

석면의 경계조건 중, 1.0%와 0.1%의 요건에 대한 추가검토 및 시장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국이 동 

통신작업반으로 참여할 예정

MEPC 64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담당 의제 비 고

대표

(4명)

주영대사관(1) 국토해양관 박영선 회의총괄 현지합류

국토해양부(3)

IMO 연락관 김현태 총괄지원 현지합류

주무관 백진수 총괄지원

주무관 전태영 총괄지원

(24명)

해양경찰학교(1) 교 수 백동진 3,8

선박안전기술공단(2)
실 장 박한선 4,5

선임검사원 김자훈 10,11,12,16,19

한국선급(5)

팀 장 류경부 4,5

책임검사원 한재식 7,15,17,20,22,23

책임검사원 서성진 2,4,6,7

선임검사원 김회준 3,6,7,13,21

선임검사원 김진형 4,5

해양과학기술원(3)

책임연구원 신경순 2,14

책임연구원 김  진 4,5

선임연구원 이영연 4,5

조선기자재연구원(1) 센터장 김영수 2

해양과학기술진흥원(1) 연구원 이희상 4,18

부산테크노파크(1) 파트장 남병혁 2,14

목포해양대학교(1) 교 수 이돈출 4,5

선주협회(3)

과 장 김호성 4,5,9 선주협회

과 장 박준희 4,5 한진해운

대 리 이보라 4,5 현대상선

조선협회(4)

차 장 장용훈 4,5 현대중공업

차 장 정수원 4,5 대우조선해양

과 장 신경엽 4,5 삼성중공업

과 장 이명우 4,5 STX 조선해양

선박평형수협회(2)
상 무 이중희 2 테크로스

부사장 윤영준 2 파나시아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4명, 민간 전문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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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6의 제4장('11.7,채택) 제23규칙(기술이전 및 협력증진)에 따른 "기술이

전" MEPC 결의서 채택 실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KP)의 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CBDR)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IMO의 비차별적용원칙(NMFT)을 주장하는 선진국이 대립

MARPOL 부속서 6의 제4장(온실가스)의 이행('13.1, 발효)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에 대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을 "선진국은 IMO회원국"을 주장, "지적재산권을 고려하여 상호 동의한 규정과 조건하에서 

자발적에 바탕을 둔 IMO 회원국"이 제시되었으나 합의 실패

이번 회기 작업결과를 "임시합의문(Interim Agreement)" 형태로 인정하여 MEPC65 ('13.5) 회의에서 재논의 

온실가스협약의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한 통일 해석 승인

Phase 1/2/3를 적용받는 신선(new ship)의 적용 시기

주요개조(major conversion)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본선비치 시기 및 작성언어

과일주스전용운반선(dedicated fruit juice carriers)의 선종

최소기관출력 잠정기준 승인

Phase 0에 한하여 적용되는 잠정기준 승인. 다만, 잠정기준 내 최소출력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MSC 91에

서 결정

Phase 1/2/3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관출력기준은 MEPC 65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날씨보정계수(fw) 기술기준(안) 승인

날씨보정계수 잠정기술기준(안)을 승인하였으나 추가 논의 후 확정 예정

선속보정 방법

ITTC 해석법이 ISO 15016의 동등물(equivalent)로 인정됨.

ITTC 해석법을 반영하여 ISO 15016(2002)을 개정할 것을 ISO에 요청

아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 결성

Phase 1/2/3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관출력기준

에너지효율향상기술 계산 및 검증기준

날씨보정계수(fw) 기술기준

4.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

의제 5는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결의서 논의에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모든 사항을 MEPC 65

차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MEPC 64

5.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IBC Code의 17(IBC Code 적용제품의 최소요건 요약), 18(IBC Code 비적용 제품목록) 및 19장(산적운송제품 색

인목록표)의 개정을 포함한 IBC Code 개정안 채택 및 MSC 91차 채택예정 ('14.7.1 발효)

6. MARPOL 및 관련 협약 개정사항 해석

아국은 기관구역이 없는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를 제안하는 문서(MEPC 64/7/6)

을 제출하였으며, 대다수의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음. 또한, 기술 및 법률적인 추가검토를 위하여 FSI 

21차로 사무국이 전달할 예정

주요국 대표단(영국, 마셜아일랜드, 홍콩 및 IACS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아국 문서를 관철시킴

IOPP 증서추록에 기재되는 소각기의 용량단위의 삭제를 제안하는 문서(MEPC 64/7/4)를 영국 및 IACS와 공

동제출 하였으며, 다수의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냄

신속한 협약개정을 위하여 관련 작업반에서 증서추록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금번회기에 이를 

승인하였고 차기회기에 채택할 예정임

7. 기타의제

사이바뱅크 (네덜란드 영토인 북동 캐리비안 해역 위치)에 대한 특별민감해역 지정에 관한 결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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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협약의 내용 중 신조선의 정의 및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시기에 대한 통일 해석

최소기관출력 잠정기준

소각기 형식승인 기준개정안을 아국 소각기 형식승인 기준에 반영(최대용량 1,500kW 에서 4,000kW)

오수처리장치 형식승인 기준개정안을 오수처리장치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준에 반영(발틱 운항 여객선의 경

우, 질소와 인의 추가규제)

평형수관리장치 형식승인등에 관한 잠정기준 

평형수관리법(시행 예정) 

III.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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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09차 
이사회(C 109)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109차 이사회(C 109)  

- The 109th session of Council

기간/장소 : '12. 11. 5 ~ 11. 9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 Jeffrey Lantz

2. 참가국수 및 인원

40개국 이사국 대표 240명, 옵저버(37개국, 24개 기관) 180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3명, 민간 전문가 11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2. IMO 예산분석(20년간)에 근거한 장기예산방향 

사무국이 제안한 장기 예산 전망 시나리오 승인

Mixed Zero Growth*에 대한 미국 등 유럽일부국의 반대에도 불구, 다수국(아국포함)의 지지로 인해 사무국 

제안 원칙적 승인

물가상승 등 자연적인 예산증가 요인과 조직개편/수익개선 등에 의한 지출감소를 상호 연계하여 예상한 예산 증가 시나리오

3. IMO 회원국 감사의 결과 공표 방식

무조건 일반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되, 회원국의 주권침해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병행하기로 결정

일부 개도국들이 감사결과공개를 강학 거부하므로 회원국의 주권보호 차원에서 공개여부 결정을 사실상 유보함

4. 행정부담경감을 위한 설문조사 시범실시방안 마련

'13.3월 시행을 목표로 협약적용 대상자(선원, 선사, 행정기관 등)에 대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로 결정

세부방식은 운영그룹(아국 김현태 과장 포함)에서 완성하기로 함

시범실시결과를 반영하여 '13. 9월 본격 설문조사 시행하고, '15년 조사결과를 관련 규정의 개선(개정, 삭제 

등) 작업 개시 예정

5. NGO의 IMO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모호한 용어의 통일된 해석지침 개발 및 공평한 등록심사절차 확립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를 승인함

유럽 위주의 NGO 등록을 제한, 아시아국의 NGO 참여권 확보

무분별한 NGO의 등록을 제한해 IMO회의가 회원국간의 회의로 진행되는 근거 마련
1. IMO 운영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사무국의 전문위원회 통폐합(9→7개)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

아국 포함 다수 이사국이 우려한 개편 이후의 실질적 예상효과 부족의 경우에 대비해 위원회(MSC, MEPC)에

서 추가 논의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4)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석

해사기술과장 김해광

해양수산사무관 고준성

외교통상부 주영 국토해양관 조승환
수석대표 
현지참석

자문(2) 한국선급
정부대행업무팀장 김영균

책임검사원 석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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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9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1)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회의명 : 제9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1)  

- The 91st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기간/장소 : '12. 11. 26 ~ 11. 30 (5일간), 영국 런던(IMO 본부)

의장 : Mr. Christian Breinholt(덴마크)

2. 참가국수 및 인원

110개 회원국·30개 NGO 등 600여명

3. 아국대표단 : 정부대표 4명, 민간 전문가 6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부대표
(4명)

국토해양부

IMO 연락관 김현태 현지참석

사무관 최성용 Plenary

주무관 황정웅 WG1 참석

외교통상부(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조승환 수석대표

민간대표
(6명)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임연구원 조민철 WG2 참석

주임검사원 이윤상 EG1 참석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홍구 WG3 참석

책임검사원 이중근 DG1 

책임검사원 석지훈 Plenary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 사 이종갑 WG3 참석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작업반(WG 3) : 의제 5 

- 신개념 선박 건조 기준(GBS)

초안작업반(DG 1) : 의제 3 

-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전문가작업반(EG 1) : 의제 15 

- 역량 개발 검토 그룹(AGAG)

4. 작업반(WG / DG) 구성 및 참가자 현황

작업반(WG 1) : 의제 4 

-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작업반(WG 2) : 의제 7 

- 여객선 안전

1. 선박보안 및 해적대응관련 논의 

(해적대응지침이행) 아국은 해적대응지침(BMP)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선박피랍 예방효과가 입증된 선

원대피처의 설치 의무화를 각 회원국이 고려할 것을 제안함 

(보안업체 인증표준) ISO는 민간무장보안업체(PMSC) 인증 표준인 ISO PAS  28007이 개발 완료단계이며, 

개발된 표준은 가능한 빨리 회원국에 제공키로 함

2.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BS)관련 논의

(대체설계) 대체설계가 필요한 항목마다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지 또는 모든 선형에 적용되는 지침을 개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신작업반의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안전수준접근법(SLA)) 독일, 폴란드가 제출한 문서(MSC 91/5/1)를 토대로 SLA 잠정지침 개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식별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3. 여객선 안전

(여객소집훈련) 여객이 24시간이상 승선하는 선박은 출항 전 또는 즉시 소집훈련을 시행하도록 하는 SOLAS 

Ⅲ/19.2.2 및 2.3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회람 후 MSC 92에서 채택 예정

(여객국적기록) MSC.1/Circ.1446(여객선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에 여객선의 국적기록 등 사항을 추가하

여 승인함

4. SOLAS 협약 개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

협약 개정 방법론 논의는 장기 과제임을 인식하고, FSI 21('13.3)에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작업계획을 준

비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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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lar Code 강제화 방법 논의

아국은 SOLAS 하에서의 Polar Code 강제화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장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의견을 제시

Polar Code의 구조와 관련한 아르헨티나의 제안(MSC 91/8/1)이 수용되었으며, SOLAS 기존 장을 개정할 것

인지 또는 새로운 장을 신설할 것인지는 DE 58('13.3)이 세부 검토하기로 함

6. 전문위원회 개편안 논의

사무총장이 제안한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개수 축소(9→7개)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로 명확한 합의

를 도출하지 못함

MEPC 65('13.5) 및 MSC 92('13.6)의 검토를 위해 사무국이 새로운 전문위원회 명칭, 각 전문위원회의 작업 범

위, 의제, 비용편익분석, 회의 일수 등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도록 지시

7. 2012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

케이프타운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서 5(각 체약국의 어선척수 계산) 이행을 위해 SLF 55('13.2)에 각 체약국

의 어선척수 계산절차를 개발할 것을 지시

각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은 어선척수 계산문제를 긴급히 검토하여 관련 의견이나 제안을 SLF 55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8. GPS 전파 교란 관련

아국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항해 안전을 심각히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으며, 

GPS 교란 대응책으로 e-Loran 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

MSC 91

주요 논의사항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우리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EU 지역에서 출장 정지된 국적

선이 전무함을 설명

(유럽 해사정보시스템) EMSA는 AIS 기반의 기존 해사정보시스템을 LRIT 등 다양한 통신장비를 포함하는 통

합정보 시스템으로 고도화해가고 있으며, 위성가반 해양오염 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양오염 물질 배출원을 추적

하고 있음을 소개함

(차기회의) EU 측의 제안으로 차기 회의를 MEPC 65('12.5.13~17) 기간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의제는 실

무진 간 추후 논의하기로 함 

2.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 감독이사회 참가

일시/장소 : '12.11.29(목) 10:15~13:00 / 영국 교통부 회의실

(주요내용) '12년 사업실적, '13년 사업계획 검토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조회 등 EQUASIS 고도화 방안 협의

(참석자) 9개 회원국 및 유럽해사안전청(아국은 IMO 연락관 참석)  

(특이사항) 스페인의 국내경재 사정으로 '13년부터 회원국 탈퇴를 표명, 브라질 등 추가 가입국이 없을 경우 

분담금 증액 또는 추진 사업 중 일부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됨 

3. IMO 사무총장과 현안사항 협의

일시/장소 : '12.11.29(목) 11:00~11:30 / IMO 사무총장 집무실

방문자 : 주영 국토해양관(최성용 사무관 배석)

주요 논의내용

(온실가스배출량 연구비 지원) IMO 사무총장이 요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연구비의 10%인 35,000불을 지원하

겠다는 의사전달

사무총장은 아국의 계속적인 기술협역 지원할동에 감사 표명

(IMO의 새로운 Secondee 정책) IMO의 새로운 Secondee 정책 시행이후에도 IMO와 아국이 체결한 양해각서

('03.4)에 따라 아국 출신 전문관이 IMO 사무국에 계속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사무총장은 현 단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행정국과 기술협력국에 IMO의 Secondee 정책이 아국

과 IMO간 양해각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토록 한 후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

4. 아국 주관 다과(Refreshment) 리셉션 개최 및 홍보 영상물 상영

일시/장소 : '12.11.29(목) 11:00~12:00/ IMO본부 대표단홀

주요내용 : 아국의 IMO 가입 50주년을 기념하는 다과리셉션을 주최하고, 아국의 IMO 활동 50년사 

              관련 홍보 영상물 상영

참석대상 : 국토해양관 등 우리측 대표단 및 각국 대표단 등

1. 한·EU 해사안전정책 회의참가

일시/장소 : '12.11.28(수) 16:00 / IMO 5층 회의실

참석자

아국 : 국토해양관, IMO 연락관 등 4명 

EU : 유럽해사안전청(EMSA) Martin Chintoan-Uta 과장 외 1명 

III. 아국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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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설립된 UN 산하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조선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제·개정

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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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대형 해난사고와 같은 내·외부적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각

종 회의를 통해서 해상안전과 선박설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제·개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여객선 및 화물선의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어선 및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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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주요 해운 선진국으로 구성된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계속 (2011

년 재선, 6회 연속 진출)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및 각 전문위원회 통신작업반 내에서 의장직을 수행하여 아국의 위상 증대에 꾸준히 노력하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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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IMO 회원국 감사 제도의 이행을 통

한 각 회원국의 협약 이행 여부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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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선진국으로서 IMO 국제해사협약 및 기준 제·개정과 IMO 운영에 대한 국제해사분야 정책 리더가 되기 

위해 "IMO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IMO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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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지원 및 IMO에 제출할 우리나라 의제문서 개발(29개)

나. IMO 의제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실시(2회)

다. 우리나라 IMO 가입 50주년 기록사 제작(500쪽 내외/1,000부)

라. IMO Korea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유지보수

Ⅱ. 연구의 범위

구 분 연구과제

1 선박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의 통일해석 연구

2 선박 시장기반규제에 대한 규제 대상자 측면의 규제 요구사항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연구

3 IGF Code 개발(환기방식 및 효율성 개선에 대한 방안 검토)

4 SLA기반 GBS 개발전략 연구

5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6 기관구역 탈출설비의 내부치수의 합리적 적용에 관한 연구

7 Critical Equipment에 대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

8 MARPOL 협약증서 비치 면제 대상선박의 식별 및 관련 협약 개정에 관한 연구

9 신조선 수밀구획 시험 가이드라인 및 조선소 품질관리 규격 연구

10 SOLAS Ⅱ-1 화물선 구획 기준 개정 관련 연구

11 전선 및 파이프 관통부에 대한 통일해석 연구

12 극지온난화/해빙유발물질(PM, 입자상물질) 저감 기술 연구

13 평형수관리장치의 크기조정 지침(BWM.2/Circ.33)

14 선박 하역장비 및 윈치에 대한 요건 개발

15 INF 코드의 개정

16 선박의 Risk Assessment(위험성 평가) 시행에 대한 실무 지침 연구 개발

17 자장식 호흡구용 공기통의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연구

18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관한 제언 연구

19 협약요구 교육 이수증명서 국제양식 통일제안에 관한 연구

20 AIS 표준정보의 추가정보 개발

21 포장위험물 표시·표찰 그림 설명 지침 개발

22 산적액체 화학제품의 안전 및 오염 유해성 평가지침 연구

23 로로구역의 탈출수단에 관한 SOLAS 제Ⅱ-2장 제13.6규칙의 해석 제안

24 e-navigation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 연구

25 e-navigation 위험 및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상세 프로세스 연구

26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협력과 인지적 항해 필요성에 관한 연구

27 효과적인 감사시행을 위한 VIMSAS 사전질의서 개발

28 여성해기사의 해상진출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량강화 연구

29 NGO 역할 향상을 위한 전문자격 기준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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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 07일 까지 

(2012. 5. 09. - 2012. 12. 07, 연구일수 총 213일)임

2012년 IMO 전략과제 연구 용역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상기 1.2항의 세부 과제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한다.

* 주관기관(KST) 

   - 업무 총괄 (용역 총괄 업무 등 업무 추진) 

   - 국토해양부 업무 협조           

   - 총 29개 의제문서 개발 중 3개 과제 수행

   - IMO 의제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실시

   - IMO Korea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유지보수 (참여율 : 18.4%)

* 협동기관

사단법인 한국선급(KR)

총 29개 의제문서 개발 중 18개 과제 수행 (참여율: 34.5%)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총 29개 의제문서 개발 중 4개 과제 수행 (참여율: 6.4%)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

총 29개 의제문서 개발 중 2개 과제 수행

우리나라 IMO 가입 50주년 기록사 제작(500쪽 내외/1,000부) (참여율: 37.2%)

한국해양대학교(KMU)

총 29개 의제문서 개발 중 2개 과제 수행 (참여율: 3.5%)

Ⅲ. 연구 용역 기간

Ⅳ. 연구의 내용

1. 연구 용역 추진 체계 (총괄)

2.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추진현황

2.1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용역 계약

2.1.1 2012년 5월 9일 용역 계약

  ⑴ 용역 명칭 :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⑵ 용역 계약 금액 : 일금 5억 4천 8백 3십만원

  ⑶ 용역 기간 : 2012. 5. 9 ~ 2012. 12. 7 (7개월)

2.1.2  2012년 5월 11일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착수계 제출

2.2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착수보고회

일시/장소 : 2012년 5월 10일 /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주요 내용 : 연구용역 필요성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2.3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중간보고회

일시/장소 : 2012년 9월 24일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장

참석자 :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추진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2.4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최종보고회

일시/장소 : 2012년 12월 3일 / 국토해양부 회의실 (404호)

참석자 :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추가수정사항에 대한 토론

2.5 2012년 IMO 국내전문가 상·하반기 합동토론회 개최

◆ 개최배경

IMO A그룹 이사국 6연속 진출 등 IMO 내 영향력 강화를 통한 해운강국의 역할 수행중이나,

국제해사분야의 정책 리더역활 수행 및 신기술 국제규범화 선점 등 지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 

IMO 대응체제 개선 필요 

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KST)

협동연구기관

(사)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

한국해양대학교(K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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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목적

IMO 주요이슈 분석을 통한 살아있는 IMO 전략연구과제 발굴 및 미래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체제개선 논

의를 통한 역량강화 

 ⇒ 명실상부한 국제해사 선진국 위상정립을 위한 토대 구축

◆ 토론회 개요

(일자/장소) 상·하반기 2회 개최

상반기 : 2012년 07월 13일(금)~14일(토) / 골든스카이 리조트(인천)

하반기 : 2012년 10월 19일(금)~20일(토) / 인터시티 호텔(대전)

참가자 :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및 해운관련 업·단체

◆ 주요내용

1. '13년 IMO 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논의

(해사안전분야) MSC(90,91)의 Work Programme 제출의제를 중심으로 개발필요(15건), 추가검토

(8건)* 및 개발불요 과제(3건)식별

향후 회의결과에 따라 추가개발 필요성 및 향후 대응방향 설정 

(해양환경분야) 現 MEPC 주요 이슈 및 향후 동향분석을 통한 의제개발(2건) 및 중·장기 개발과제(1

건)* 식별

수중소음이 향후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필요 

(기타사항) '12년 연구진행중인 과제에 대한 문서제출 및 적정성 검토후, 과제대체 필요과제(2건)*식별

용역변경 신청을 통해 과제대체(2건) 내용변경 완료후 연구진행중

2. 현 IMO 대응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의제개발) 기관별 의제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해양관련 업·단체의 참여확대 유도를 통한 지속적

인 의제개발 정책 필요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내규정 신설 및 내·외부 포상제도 운영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 필요

의제개발 경진대회 및 모의회의 개최 등을 통한 참여확대 및 유도

(대응체제) 現 IMO 회의대응 체제개선 필요

現 최종결과보고회를 관련 업·단체가 참여하는 IMO 동향보고회로 변경 개최하여 회의결과 전파, 차기년

도 의제개발 및 대응방안 수렴

지속적인 대응 유도를 위한 대응체제 변경(회의별→의제별) 및 관련 대응자 보직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인적네트워크) IMO 전문가 Pool 구축을 위한 IMOKOREA 홈페이지 활용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필요

의제 및 회의별 담당자 DB 구축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홈페이지의 기능강화*를 통한 전문가 참여 

활성화 유도

온라인 토론회 개최 등 사이버 참여 확대 유도

現 IMO 관련 교육이 전무함에 따라 IMO 관련 기초·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 필요

교육과정 수료후 전문가 지정·등록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가능

(문서관리) IMOKOREA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DB 구축 및 대표단 활동 기록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활

동사 발행

효과적인 IMO관련 문서·활동사의 관리를 위해서는 IMOKOREA의 적극 활용 및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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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6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 기간/장소 : '12.10.31(수)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제 : "녹색선박의 미래전략"

◆ 참석자 : 제2차관, IPCC 부의장, 국내외 전문가 등 170여명

◆ 주요 일정

개회사 : 제2차관

기조연설 : IPCC 이회성 부의장

포럼세션 : 3개 세션, 10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사 : 물류항만실장

◆ 개회식

개회사(제2차관)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4대강 사업, 녹색물류,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의 정책 소개 및 

서울국제해사포럼을 통한 폭넓은 논의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통일된 정책대안 도출 기대

기조연설(이회성 IPCC 부의장)

199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후 관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본 포럼

이 국제해운분야의 온실 가스 감축문제의 정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해운·조선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요소인 "녹색선박"의 미래에 대한 정부, IMO, 산업계  

   관점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녹색선박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기여

◆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녹색선박 기술이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됨으로써 IMO를 통한 

    국제기준화 필요 기술 식별에 기여함

◆ IMO에서 기술기준과 병행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각국의 의견차이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온실가스기금, 배출권거래제도(ETS) 등의 시장기반조치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킴

◆ 미래 친환경, 고효율 선박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선박의 기술정보를 

    교류함으로서 우리 산업계의 능동적 대응 유도

◆ 이번 포럼을 통해 아국의 기후변화기금(GCF) 유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홍보하고 기후 

   변화 이슈를 선도하고자 하는 아국의 강력하나 의지 표명 및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여론 주도국 역할 수행

Ⅰ. 포럼개요

Ⅱ. 주요 내용

Ⅲ. 포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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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1 : IMO 녹색선박정책 및 산업계 대응방향

IMO에서 논의 중인 녹색선박정책의 동향 소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해운선사 및 조선 산업계의 대

응방향 소개

◆ 세션 2: 녹색선박 기술개발 국내·외 동향

한국, 일본, 유럽의 해운·조선·선급 등 관련 산업계의 녹색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소개

◆ 세션 3: 녹색선박 시장기반조치 및 영향

IMO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MBM)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GHG 기금, 배출권 거래제 등에 

관한 국제 동향 소개

◆ 폐회식

폐회사(물류항만실장)

녹색선박에 대한 유익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 및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성황리에 포럼을 마쳤음. 

앞으로도 서울국제해사포럼이 해운·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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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참석자 명단

·이름 : 주 성 호

·소속 : 국토해양부

·직위 : 제2차관

·국적 : 대한민국 

·개회사 

·이름 : 김 만 응

·소속 : 한국선급(KR)

           신성장사업본부

·직위 : 본부장

·국적 : 대한민국 

·세션 2-4 발표

·이름 : Edmund Hughes

·소속 :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국

·직위 : 과장

·국적 : 영국 

·세션 1-1 발표 

·이름 : Christian Breinholt

·소속 : 덴마크 해사청(DMA)

·직위 : 부청장

·국적 : 덴마크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의장 

·세션 3-1 발표 

·이름 : 장 석 인

·소속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직위 : 소장

·국적 : 대한민국 

·세션 1-3 발표 

·이름 : 임 종 관

·소속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위 : 부원장

·국적 : 대한민국 

·세션 3-3 발표 

·이름 : 김 해 광 

·소속 : 국토해양부

·직위 : 해사기술과장

·국적 : 대한민국 

·세션 1 패널 

·이름 : 이 택 규 

·소속 : 핸대상선

·직위 : CMO 전무이사

·국적 : 대한민국 

·세션 3 패널 

·이름 : Thomas L.Sorensen 

·소속 : 머스크라인 코리아

·직위 : 한국 지사장

·국적 : 덴마크 

·세션 2-2 발표 

·이름 : 이 회 성

·소속 : IPCC

·직위 : 부의장

·국적 : 대한민국 

·기조연설 

·이름 : 반 석 호

·소속 :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뤈

·직위 : 전소장

·국적 : 대한민국 

·세션 2 의장

·이름 : 류 재 혁

·소속 : 한진 SM

·직위 : 대표이사

·국적 : 대한민국 

·세션 1-2 발표 

·이름 : Nicolas Debaisieux

·소속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직위 : 기후변화정책담당관

·국적 : 프랑스 

·세션 3-2 발표 

·이름 : 신 성 수

·소속 : STX 종합기술원

·직위 : 대표이사

·국적 : 대한민국 

·세션 1 의장 

·이름 : Bryan  

            Wood-Thomas

·소속 : 세계해운협회(WSC)

·직위 : 부회장

·국적 : 미국 

·세션 3 의장 

·이름 : Kazuhiro Mori

·소속 : 일본 해상기술

         안전연구소

·직위 : 소장

·국적 : 일본 

·세션 2-1 발표 

·이름 : Koichi Yoshida

·소속 : 일본선용품검정협회

·직위 : 기술본부 본부장

·국적 : 일본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에너지효율개선작업반 

   회의(EE-WG) 의장 

·세션 3 패널 ·이름 : 조 태 익

·소속 : 대우조선해양

·직위 : 전무이사

·국적 : 대한민국 

·세션 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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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09:30 - 10:00 개회식(개회사 : 2차관 / 기조연설 : IPCC 부의장)

10:00 - 10:30 기념사진 촬영 및 Coffee break

Session 1 : IMO 녹색선박 및 산업계 대응방향

10:30 - 10:50 1 주제 IMO 녹색선박 정책 / IMO Dr. Edmund Hughes 해양환경국장

10:50 - 11:10 2 주제 IMO 환경정책에 따른 해운산업계의 대응 / 한진SM, 류재혁 대표이사

11:10 - 11:30 3 주제 IMO 환경정책에 따른 조선 산업계의 대응 / 산업연구원, 장석인 소장

11:30 - 12:00 패널토론 1

STX 종합기술원, 신성수 대표이사 (좌장)

IMO Dr. Edmund Hughes 기후변화정책담당

한진SM, 류재혁 대표이사

산업연구원, 장석인 소장

국토해양부, 김해광 해사기술과장

12:10 - 13:20 공식 오찬 / 제 2차관

Session 2 : 녹색선박 기술개발 국내 ·외 동향

13:30 - 13:50 4 주제
일본의 녹색선박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일본해상기술안전연구소 Kazuhiro Mori 소장

13:50 - 14:10 5 주제
유럽의 녹색선박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MAERSK Korea, Thomas L.Sorensen 사장

14:10 - 14:30 6 주제
한국의 녹색선박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대우조선해양 조태익 전무이사

14:30 - 14:50 7 주제
녹색선박 시험 ·인증 표준화 방안

한국선급(KR), 신성장산업본부 김만응 본부장

14:50 - 15:30 패널토론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반석호 전 소장 (좌장)

해상기술안전연구소, Kazuhiro Mori 소장

머스크라인(MAERSK) Korea, Thomas L.Sorensen 사장

대우조선해양, 조태익 전무이사

한국선급(KR), 신성장산업본부 김만응 본부장

15:30 - 16:00 Coffee break

Session 3 : 녹색선박 시장기반조치 및 영향

16:00 - 16:20 8 주제
GHG Fund 운영 및 기대효과

덴마크 해양청(DMA), Christian Breinholt 부청장

16:20 - 16:40 9 주제
ETS(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기대효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Nicolas Debaisieux 담당관

16:40 - 17:00 10 주제
MBM 도입의 영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워(KMI) 임종관 부원장

17:00 - 17:30 패널토론 3

세계해운협회(WSC), Bryan Wood-Thomas 부회장 (좌장)

덴마크 해양청(DMA), Christian Breinholt 부청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Nicolas Debaisieux 담당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임종관 부원장

현대상선, CMO 이택규 전무이사

일본선용품검정협회, Koichi Yoshida 기술본부장

17:30 - 18:00 폐회사 / 해사안전정책관

18:30 - 20:00 만찬 / 물류항만실장



96  2012년 IMO 연간활동 백서

제3장
2012년 IMO 국제해사동향
여객선 안전 동향 

화물선 안전 동향 

해양환경보호 동향 

선박보안관련 동향 

항만국통제관련 동향 

기타 해사안전관련 동향 

97



98 2012년 IMO 연간활동 백서 99｜제3장

2012년 IMO 국제해사동향

여객선 안전에 관한 동향1

1. 이태리 호화 여객선 Costa Concordia 호 좌초 사고

1) 배경

4,200명(추정)이 승선한 호화 여객선 Costa Concordia호가 1.13 오후 8시경 이태리 중부 Tuscan주의 Giglio섬 인

근해상 암초에 좌초됨

 - 12명 사망,  최소 20명 실종

2) 좌초 및 인명사고 원인

선장 진술에 따르면 암초지대에서 300m정도 떨어져 연안항해중 해도상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초에 의해 좌초함

승무원들의 구명정 진수 조작 및 대피에 관한 안내 미숙

※Costa Concordia호 제원 및 기타 정보

IMO 번호 9320544 건조일 2006년

호출부호 IBHD 국적 이태리

총톤수 112,147톤 등록선주 COSTA CROCIERE

재화중량톤수 8,900톤 선급 이태리선급(RINA)

2. IMO 긴급 의제로 여객선 안전문제 논의

3. EU,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3대 우선적 조치 발표

IMO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5월)에서 Costa Concordia호 사고에 따른 여객선 안전문제를 긴급 의제로 논

의함

IMO 사무국은 이태리 동의 하에 Costa Concordia호 사고조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여객

선 안전정책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임 

해사안전위원회 후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조치 논의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국내 여객선 업계는 IMO에서 계속될 여객선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follow-up이 요구됨.

EU 교통장관은 4.24 지난 2년간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3대 우선적 조

치(priority actions)를 발표함

유럽위원회(EC)는 7.5까지 12주간 의견조회를 실시한 이후 관련 기관과 업·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금년 말

까지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한 EU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IMO의 여객선 손상복원성 기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EU의 자체연구결과를 2012년 IMO에 제출함

 1.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촉진(promoting industry voluntary measures)

    - 안전한 항행계획 수립

    - 선교진입 보안 강화

    - 구명조끼로의 쉬운 접근성 확보

2. 현장점검 강화(intensifying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 유럽해사안전청(EMSA)의 현장 점검 강화

    - 중점관리 대상 여객선을 선정하여 집중점검

3. 제도적 조치(regulatory measures) 

    - 여객선 안전강화 EU 법안 마련 

    - IMO에 여객선 손상복원성 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결과 제출 

    - 여객선 안전에 관한 IMO 규정 강화 추진

<3대 우선적 조치>

< Costa Concordia 좌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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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통포럼(ITF), 크루즈선 안전(Safety of Cruise ship)  

    공동 성명서 채택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국제교통포럼에서 해사분야는 Titanic호 사고 100주기가 되는 금년초에 발생한 코스

타 콩코르디아 사고를 계기로 크루즈선 안전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음. 성명서는

 - 단기조치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여객선 운항 및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내년까지 관련 협

약(SOLAS협약)을 개정하고, 

 - 장기대책으로 위급상황발생시 선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승객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도록 선박의 설계 및 

구조기준을 개선(Passenger Ship Review Process) 등 여객선안전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IMO, 회원국 및 관련단체 등에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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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련(Safety of Cruise Ships) 공동성명서

Ministers and high-level representatives from industry met for a Round Table 

discussion at the 2012 Annual Summit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n 

Leipzig for an exchange of views on passenger ship safety following the unfortunate 

events that led to the grounding of the Costa Concordia in January this year.

장관들과 크루즈업계의 고위급 대표들은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2012 국제교통포럼 기간 중 올해 

1월 발생한 (이탈리아 여객선) 코스타 콩코르디아 좌초사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원탁회의를 갖고 여객선

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Round Table participants:

◆ Agreed that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is incident can only be drawn from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which is expected to be available next year, but 

nevertheless agreed to support a review of passenger ship safety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참석자들은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원인에 대한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나, 

동 보고서가 내년에 제공될 예정이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IMO를 중심으로 여객선의 안전

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 Encouraged IMO's Maritime Safety Committee to consider proposals to strength-

en the current provisions on safety of all cruise ships. 

5월 중 개최되는 IMO MSC(해사안전위원회)에서 크루즈선의 안전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자

는 각국의 제안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 Discussed proposals made by Germany as regards mandatory evacuation 

simulation, improved Rules on lifesaving appliances, strengthened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provisions and improved electronic charting, and 

welcomed these proposals for further discussion within the IMO.

여객 탈출분석의 강제화, 구명설비 규정의 최신화, ISM Code 규정의 강화(선주책임) 및 전자

해도의 정확도 제고 등의 독일정부 제안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IMO 회의시 위 제안에 대한 추가

적인 논의를 환영하고,

◆ Agreed the common objective to achieve global mandatory requirements that: 

    - provide for flexibility in application of these for different sizes of ships and   

       their specific needs, 

    - follow a goal based approach for enhance ship safety and 

    - allow for transparency in compliance.

 국제적인 강제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선박의 사용목적 및 규모에 따라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질 것

    - 선박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기울일 것

    - 강제기준 적용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 두라3호 폭발 사고 >

1.15 인천 자월도 인근해역에서 두라3호(4,191GT/6,536DWT)가 폭발, 인명사고가 발생 

디젤유를 주로 수송하던 두라3호가 전 항차 휘발유를 수송하였고, 화물 양하 후 화물창 세정과정에서 탱크내 유증

기가 발화하여 폭발이 발생 

IMO 방화전문위원회('11.07)에서는 화물창에 이너트가스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유조선의 최소톤수를 8천DWT로 강화

* 이너트가스장치: 화물창에 산소농도가 낮은 불활성가스를 공급하여 화물창 내 탄화수소 가스가 연소 또는 폭발하지 않도

록 하는 장치

두리3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IMO가 소형 케미컬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는 '10.10 이후 니켈광석 운송 벌크선 4척이 침몰하고 66명의 선원이 사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니켈광석 안전적재 지침서를 발간함

< 최근 발생한 니켈광석 운송 벌크선의 침몰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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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라3호 폭발 사고· 소형케미컬 안전강화 필요 2.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니켈광석 안전적재 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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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서는 니켈광석 적재 전에 아래 6단계를 확인하고, 어떤 단계에서라도 대답이 'No'에 해당할 경우에는 니

켈광석을 본선에 적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니켈광석 운반 중 침몰한 벌크선들의 사고원인이 화물 액화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추정됨에 따라  

Intercargo는 선적 전 화물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강제규정이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에 명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선명 사고일 사고장소 사망자 건조일 재화톤수

Fu Star '10.10.27 대만 남쪽 해상 13 1983 45,107

Nasco  
Diamond

'10.11.10 일본 남쪽 해상 21 2009 55,000

Hong Wei '10.12.4 대만 남쪽 해상 10 2001 50,149

Vinalines 
Queen

'11.12.25 필리핀 루손섬 인근 22 2005 56,000

화주가 선장에게 
화물 정보 제공?

정확한 벌크 화물명
(BCSN) 사용?

운송가능수분
(TML) 명시?

수분함유량(MC) 명시?TML > MC?육안검사 OK?



IG P&I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 니켈광석을 선적할 

경우에는 선주가 사전에  P&I 보험사에 화물관련 정보

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양사고 발생시 보

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선주들은 니켈광석 선적 전에 화물안전 및 검사

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화물관련 정보를 P&I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함

IG P&I의 조치는 '10년 10월 이후 니켈광석 운

송 벌크선 4척이 침몰한 원인이 화물의 적재 

전 검사가 부실하였고 화물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

보가 본선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  

때문임

IG P&I는 니켈광석 적재 전 검사와 안전한 수송에 관한 규정이 IMO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니켈 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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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는 당초 '12.7.1부터 시행될 계획이던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100% 검색을 '14.7.1까지 전면 연기 

EU와 해운업계는 연간 1,00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수송되는 점을 감안, 미 정부의 컨테이너 100% 검

색계획은 항만운영 및 국제물류 운송체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100% 검색하면 연간1,500억 로의 손실이 발생 (EU의2010년 보고서)

연방회계감사원(GAO)이 '09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컨테이너의 100% 검색의 대체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한바 있으나 CBP는 이러한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는 선주, 선원 및 항만 관련 5개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9월 개최되는 제17차 IMO 위험

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7)에 컨테이너 화물의 본선 적재 前 중량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해상

인명안전(SOLAS)협약 개정안을 제출

현행 SOLAS 협약 제6장 제2조는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는 선장이나 대리인에게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서

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컨화물의 실중량이 화주가 신고한 중량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국제기준은 없

다는 것이 안건제출 이유임 

따라서, 화주가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선 선체의 구조강도와 복원성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등의 주장임 

07년 1월 18일 영국해협에서 좌초된 MSC Napoli호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중량조사에서 상당수의 컨테이너 

화물이 신고된 중량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발견됨 

반면, 유럽하주협회(ESC)는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해 화물적재 및 고박 절차의 개선이 중요하며, 컨화물 

중량 검사는 시행이 어렵고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4. 미국 등 컨테이너 화물 중량검사 강제화 제안

 5. 미국, 수입 컨테이너 100% 검색 2014.7.1부터 시행

"A freight container containing cargo shall not be loaded aboard a ship unless the 

master or his representative and the terminal representative1 have the verified 

gross weight of the container obtained by a weighing of the container. Such verified 

weights shall be available sufficiently in advance of vessel loading to be used in the 

vessel stowage plan."

※ 미국 등이 제안한 SOLAS 협약 개정안(제6장제2조에 제4항 신설)

3.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니켈광석 선적시 보험사 통보필요



배출통제해역 (Emission Control Area, ECA)으로 지정된 북미해역 2012.8.1부터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

물(NOx) 배출 규제 시행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10.3 북미와 하와이 연안을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하는 해양오염방지 협약 개정안

을 채택함

북미배출통제해역 항해선박은 황 함유량 1.00% m/m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하고, '15년부터는  황 함유량 

0.1% m/m 미만을 사용하여야 함

2016년 이후 건조된 선박이 북미해역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기준치(Tier I)보다 80% 이상 감

소시켜야 함

가장 최근에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된 카리브해에서의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는 '14년부터 시행됨

< 북미배출통제해역(녹색실선 안쪽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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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CO2 배출통제해역 지정비공식 논의 중 2. 북미해역에서 8.1부터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일부 EU 회원국들은 IMO 차원에서 CO2 배출저감을 위한 시장기반 조치 도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EU의 독자적

인 "CO2 배출통제해역" 도입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EU는 현재까지 해운분야 CO2 저감조치는 IMO에서 채택될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IMO 

에서 기준 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EU배출권 거래제도에 해운분야를 포함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음 

그러나 EU가 독자적인 CO2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항공분야를 포함한 것에 대해 중국, 인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

기 때문에 非 EU 해운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운분야를 EU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일부 EU 회원국들은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산화물 배출통제해역과 같이 CO2 배출통제

해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EU의 독자적인 CO2 배출통제해역에 관한 논의가 초기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IMO에게는 

CO2 배출저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107｜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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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운단체,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시행상의 문제점 제기

국제해운단체들은 제64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4/ 10.1∼5)에서 선박평형수관리협약*발효 이후

의 시행과정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의 보완을 촉구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국의 상선 선복량이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시점에 발효되며, '12.7.31 기준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27.95%를 차지하는 35개국이 가입

ICS, BIMCO, Intertanko, Intercargo 등 국제해운단체들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 테스트와 항만국 통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선사들이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장

ICS 등은 조선소 부족 및 많은 선박의 단기간내 설치 어려움을 이유로 협약의 적용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로 사료

 - 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기 전에 다양한 조건(탁도, 온도, 담수 등)에서의 성능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필터가 막힐 경우 역류발생으로 출항지연 발생

 - 화학처리로 인한 평형수탱크와 배관설비의 부식 우려

 - 형식승인 근거 자료의 투명성 결여로 제품간의 세부적 비교에 어려움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위한 수요가 일시에 폭주할 가능성 

 - 일부 항만국들이 IMO보다 엄격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할 가능성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시행에 관한 해운업계의 주요 우려사항

일본 선급은 일본 선사 NYK LINE과 터키의 운항 관리회사

인 SSMK에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 (SEEMP) 적합증

서를‘12. 3. 29 처음으로 발급

* '11년 7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에 따라 '13.11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SEEMP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함

한편, 일본의 MOL사는 2011년 12월 미국선급(ABS)

으로부터 세계최초의 SEEMP 적합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MOL 세계최초의 SEEMP 적합증서 발급 >

중국 교통 운수부는 최근 독일 교통건축도시개발부

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하이 항과 함부르크 항에  

선박용 육상전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착수

항만 내 육상전력시설이 설치되면 기항 선박은 접안

후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육상으로부터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양국은 우선 육상전력시설의 기술표준을 개발한 후 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를 선발할 계획임

• EU는 항만 내 접안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육상전력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화

하지는 않고 있음

< 선박용 전력공급시설 >

3. 중국과 독일 정부,  

    항만내  선박용 전력시설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4. 일본선급,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적합증서 첫 발급

해양환경관련 동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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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적사고 발생현황

최근 6년( '07 - '12 )

2012년 3/4분기 해적사고

< 전세계 해역 >

< 11년도 VS 12년도 >

< 해역별 >

< 소말리아 해역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적공격 263 293 406 445 439 278

피    랍 18 49 49 53 45 27

구 분
2012년 3/4 분기 2011년 3/4 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공격 피랍 공격 피랍 공격 피랍

전세계 233 24 352 35 33.8% 34.4%

소말리아 해역 70 13 199 24 64.8% 45.8%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적공격 51 111 217 219 237 212

피    랍 12 42 47 49 28 13

구 분 합 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기타

인도네
시아

말라카 
싱가폴해협

기타

사고건수 
(피랍건수)

233
(24)

70 
(13)

21
(4)

40
(4)

51
(0)

8
(2)

31
(1)

12
(0)

2. 해적사고 발생동향

3. 금년(¾분기) 해적사고 특징

전세계

전년 동기(¾분기) 대비 해적사고 33.8% 감소(352건 → 233건)

선박피랍은 31.4% 감소(35척 → 24척)

소말리아

전 세계 해적사고의 30%, 피랍은 54% 차지

전년 동기(¾분기) 대비 해적사고 64.8% 감소(199건→70건)

선박피랍은 45.8% 감소(24척 → 13척)

나이지리아

11년(¾분기) 6건에서 '12년(¾분기) 17건으로 250%(11건) 증가

화물선적을 위해 입항 및 대기 중인 선박 공격

'12.10.15, 프랑스의 '브루봉 리버티 249호’나이지리아 앞바다에서 7명의 선원 납치

인도네시아

전년 동기(¾분기)  해적사고 41% 크게 증가('11년 : 30건 → '12년 : 51건)

주로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공격, 소형선박 절도 처분, 선용품 탈취 등

서아프리카

그리스 유조선 납치 후 석방('12.10.9)

아비장 해안에서 선박 납치는 처음 발생 ⇒ 해적의 활동해역 확장

보안요원 탑승 상선은  

납치 포기

 - 소말리아 해적은 보안요원 탑승을 최우선 확인

* 소말리아 인도양 : 10%('11년) → 70%('12년)

다수의 고속보트로  

동시 공격전술 구사

 - 고속보트 12척(해적 60여명) 동시 접근.공격

* 미국 화물선 Maersk Texas ('12.5.24)

* 라이베리아 벌크선 Vogebulker (‘12.1.9) 등

소말리아 해적의 흉포화  

(피랍선원 고문.폭행 등)

 - 선원 중 폭행경험(50%), 고문 신체손상(20%)

 - 선박협상 조기타결 위해 인질 활용

해적사고 크게 감소
 - 민간무장요원 승선, 해군함정 호송,

 - 선사의 자구책 이행 등

기니灣은 해적사고 증가  - 민간무장요원 승선 허용되지 않는 등에 기인

*  '12년도 통계자료는 2012. 12. 03일 기준 



해적 행동대원들은 2년간의 몸값 협상이 결렬되

자 나포한 산적화물운반선 Orna호(27,915 dwt)

의 시리아 선원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명에게 

상처를 입힘

* Orna호는 2010년 12월 인도양 세이셀국 북동쪽 

400마일 해상에서 납치되었으며, 18명의 시리아인과 1

명의 스리랑카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

지금까지 해적들은 몸값 협상과정에서 종종 인질 

선원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몸값지불

을 종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살해를 한 적은 거의 

없었음

그러나 Orna 선주가 그의 협상카드를 접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몸값을 지불한다면, 몸값지불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른 인

질선원들이 해적에게 희생될 수 있고 몸값 지불을 거부하는 다른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본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의 비즈니스 모델 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의장은 현행 IMO 등의 협약 및 지침에서 피납선원의 사후배려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현행 협약(지

침)의 개정을 염두해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UNPOS(UN POLITICAL OFFICE FOR SOMALIA)는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에 대한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의 지

원과 본국송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GPCS Trust Fund를 사용해 줄 것을 제안

민간경호업체의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ISO은 ISO PAS 28007 절차를 손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11월 11

일 경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음

< M/V ORNA 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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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년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70억불

美 비정부기구인 One Earth Future Foundation(OEFF)의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총액은 66~69억불로 추산

산업계는 선박 속력증가(2,713백만불), 보안장비(1,112백만불), 보험(635백만불), 항로우회(583백만불), 위험지역 

항해 추가급여(195백만불), 몸값(160백만불) 등과 관련된 약 54억불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함

해적대응 활동에 참여한 각국 정부는 군사작전(1,273백만불), 해적기소(16백만불) 등으로 약 13억불의 비용을 부

담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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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관련 동향4

<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액 (출처 : OEFF/단위 : 백만불) >

5. 해적피랍 선원들, 선주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 소송 제기

6. 해적, 몸값 미지불 시리아선원 살해

7.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제 3그룹 회의 9.25/IMO

'09.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던 Maersk Ala-

bama호의 선원 11명이 미국법원에 선주인 Maersk 

Line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제기함. 동 선박은 케

냐(몸바사 항)로 항해하던 중 피랍, 나흘 후 미군에 의

해 구조

원고측은 Maersk Alabama호가 소말리아 연안으로부

터 960 km이상 떨어져 항해 했어야 하나 400km까지 접

근함으로써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선주가 피해선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의료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Maersk Alabama호(1,098teu) 모습 >



< 최근 5년간 국적선 출항정지 현황 >

< 최근 5년간 주요국가별 출항정지 현황 >

2012년 IMO 국제해사동향

114 2012년 IMO 연간활동 백서

항만국통제관련 동향5

1. 국적선 출항정지 현황

최근 5년간 국적선 출항정지 건수는 '09년부터 '11년까지 '08년 35건에서 '12년 10월말 기준 11건으로 31.5% 

감소함

주요 국가별 출항정지 건수는 국적선의 입출항 빈도가 높은 일본이 '08년~'10년까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11

년부터 출항정지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건으로 나타남

중국, 미국, 유럽의 경우 매년 급격한 출항정지건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하지만 호주의 경우 최근 5년사이 출항정지 건수가 매년 4건 이상으로 타 주요국가에 비해 출항정지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호주 입항시 선사의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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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호주 양자회의 등 관련 동향

3. 한-일본 양자회의 등 관련 동향

양국간 해사안전분야 교류 확대(양자회의 '12.4월초 개최) 

①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실시 

    - 아국은 10월 2주간 뉴캐슬항 및 메케이항 교환근무 실시 

    - 호주는 2013년 초 2주간 방문 근무예정(3회째) 

② KR 사무소 확대 ( 시드니 1개소 → 3개소(퍼스, 브리즈번 2개소 신규 개설) )

호주 ECDIS 점검 강화 

① ECDIS는 선박건조일에 따라 '12.7부터 '18.6까지 순차적으로 설치 의무화 

② 호주는 ECDIS가 기 설치된 선박은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 적용 공표 

    - 본선에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정품 전자해도 사용 및 종이 해도 

       등의 백업시스템 등 설치 필요 

③ STCW협약에 따라 ECDIS 사용자 교육 의무화('13.7부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관련 교육과정(3일) 운용 중 

양국간 해사안전분야 교류 확대(양자회의 '12.9월 개최) 

①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실시 

② 상호 원활한 PSC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Contact Point 지정 운영

양국 논의사항 

① '08년 부터 매년 1명씩 실시한 교환근무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상호 인식 

    - 2013년 초에 양국은 교환근무를 하기로 합의 

② 양국 선박에 대하여 PSC 결과 중대결함 지적시에는 상호 즉시 통보하기로 함 

③ 아국에서 발행한 위험물 적재선박 승무자격증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 2016.12월 말까지는 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증서 유효 

    - 2016.12월 이후에는 증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4. 한-중국 양자회의 등 관련 동향

양국간 해사안전분야 교류 확대('12.5월말 개최) 

①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지속 실시 

    - 아국과 중국은 금년 11월에 상호 교환근무 실시 (인천, 군산 / 청도, 잔장, 장자강) 

② 상호 원활한 PSC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Contact Point 지정 운영

양국 논의사항 

① 국제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현행과 같이 연2회 상호 PSC 점검 

    - 금년 9월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6척에 대해서 공동 점검 실시 

② 양국 선박에서 중대결함 지적시 상호 신속히 통보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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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에 대한 항만국통제 대비 필요

6. 미국에서의 아국 선박 안전등급 상향 조정 ('12.5.16)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V/19규칙에 따라 ECDIS 탑재가 신조 여객선부터 단계적으로 강제화('12.7.1)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현존선이라 할지라도 화물선 안전증서(SE)의 'Format'에 ECDIS의 항해용 사용이 명시되어 있

을 경우 아래와 같은 협약상 주요 요건이 충족요구됨

아국은 '09년 부터 미국에서 집중점검 국가로 지정되어 국적선 집중점검 불이익

 - 미국에서 '08년 3척, '09년 3척의 국적선이 출항정지

'10년  및 '11년 출항정지가 없어 '12년 5월 중간단계로 상향 조정

 - 점검빈도 및 강도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될 것으로 전망

지역별 선박안전등급 분류 : 점검선박 척수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

호주는 '12.7.1 이후부터 외국적 선박에 탑재된 ECDIS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여 협약요건 미달시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의제문서 (FSI 20/INF.18)를 IMO 제20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12.3)

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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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항만국 통제 협력체 2011년 연차보고서 발간

8. IMO 항만국통제(PSC) 통합 절차서 배포

유럽 항만국 통제 협력체(Paris MOU)는 새로운점검제도(NIR)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1년 항만국통제 결과를 수

록한 연차보고서를 발간

기존 PSC 절차서는 97년 채택되고 99년 개정된 이후 지난 12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 PSC의 본절차서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지난 12월 IMO 총회에서 결의서 1052로 채택된 항만국통제(PSC) 통합 절차서가 1월 11일부터 IMO docs.imo.

org를 통해 배포함

IMO는 이번에 배포한 통합 PSC 절차서를 2년마다 개정하고 4년마다 통합본을 채택하여 새로운 협약요건에 관한 

PSC 절차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

2011년 총 PSC 점검 횟수는 전년 대비 26.2% 감소한 19,058회이나 개별점검척수(1회 이상 점검 선박도 1

척으로 간주)는 3.4% 증가한 15,268척에 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점검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Black List, Grey List 및 White List에 등재된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의 2011년 평균 출항정지율은 각각 

11.45%, 7.11% 및 2.65%에 달함

 - 우리나라는 현재 White List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1년에는 출항정지율 0%를 기록함(총 38척 점검)

항만국통제관련 동향5

① 형식승인 필

② 최신버전의 국제수로기구(IHO) 소프트웨어 사용

③ 주관청의 권한으로 발행된 전자해도(ENC) 탑재 

④ 독립적 백업장치 보유 (최신화된 종이차트도 인정) 

· '12.7.1 이전 건조/총톤수 3,000톤 이상 : '15.7.1 이후 첫 검사 전까지

· '13.7.1 이전 건조/총톤수 50,000톤 이상 : '16.7.1 이후 첫 검사 전까지

· '13.7.1 이전 건조/총톤수 20,000∼50,000톤 : '17.7.1 이후 첫 검사 전까지

· '13.7.1 이전 건조/총톤수 10,000톤∼20,000톤: '18.7.1 이후 첫 검사 전까지

선박의 종류, 선령, 기국, 선급, 관리회사, 출항정지여부 등에 따라 선박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고위험

선박에는 점검빈도와 강도를 강화해서 적용하고 일정기간 내 일정횟수 이상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선

박은 입항 자체를 불허하는 제도

<유조선>

※ 새로운점검제도 (New Inspection Regime, NIR)

<유조선 외 화물선>

미국 중간단계 국가(1.48%)

유럽지역 우수국가(2.99%)

이태지역 우수국가(1.41%)



국제해운회의소(ICS)는 프랑스 외 7개국이  

제58차 IMO 항해안전전문위원회('12.7.2-6)에 제안

한 모잠비크 해협의 IMO 추천항로 지정을 반대한다

고 발표함

ICS는 폭이 넓은 모잠비크해협에 추천항로를  

신설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인근 연안국에 해상교

통 관제시설이 부족 및 추천항로 지정을 위한 통계자료

도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임

각국 정부가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 상에  

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IMO의 항로지정 일반규

정(총회 결의서 A.572(14))에 따라 IMO에서 협의되고 채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모잠비크 해협 >

• 파나마운하청(ACP)은 2012년 10월부터 1년

씩 7.5% 통항료인상 추진함. 현재 10월부로 7.5% 인상됨

올해 7월 1일부터 파나마 운하 통항료를 인상 계획이었으

나, 선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시행일자를 10월 1일까지 연

기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아시아지역 8개 선주단체를 대표하는 아시아선주 

포럼은 통항료 인상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파나

마운하청장(Alberto Aleman Zubieta)에게 전달한 바 있

음

파나마운하 통항료 산출시 적용하는 선종이 현행 8종에

서 "container/breakbulk ships", "chemical tankers" 

및 "LPGcarriers" 3가지 선종을 추가하여 총 11개 선종

으로 확대 조정

일반화물선, container/breakbulk, 벌크선, 케미컬 탱커, LPG탱커, 자동차 운반선의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 (나머

지 선종은 현행 요율 유지)

< 파나마 운하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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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해사노동협약(MLC :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년 채택) 발효요건 충족

국제노동기구(ILO) 소관 국제해사노동협약이 러시아, 필리핀이 비준함에 따라 발효요건인 가입국 30개국의 비

준요건이 충족되었음

IMO에서는 국제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중 근로시간(Hours of Work) 및 휴식(Rest)에 관한 규정을 2010년에 

STCW 협약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해사노동협약에서는 동 규정 이외에 아래와 같은 부문을 규정하

고 있음

* condition of employment,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catering,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social security protection 등

국제해사노동협약은 2013.08.20부로 발효될 계획이며, 전 세계 상선대 50% 이상에 승선한 선원의 복지, 근

로기준 등에 적용될 것임

아국은 이미 동 협약의 발효에 대비 협약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한  '선원법"전면개정 (2011. 8. 4 공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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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나마운하 통항료 2년간 15% 인상 추진

4. 국제해운회의소, 모잠비크해협 추천항로 지정에 반대

2. 필리핀 해기사 면허 및 선원 자질 문제 대두

EU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해기교육기관이 난립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필리핀에서 발급된 해기면허증은 인

정하지 않겠다고 경고

이에 따라 유럽해사안전청(EMSA)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필리핀 정부의 해기면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여 필리핀 해기면허증의 인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필리핀은 EU의 요구를 수용하여 선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원교육기관 중 하나를 추가로 폐쇄함

 - EU는 필리핀 교육기관 졸업자의 자질문제로 필리핀이 발급한 모든 면허증에 대한 EU 회원국이 이를 인

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

* 작년 10월 컨테이너선 Rena호가 Astrolabe Reef에 좌초되면서, 필리핀 선장 및 2등 항해사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직무태

만과 주의소홀로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필리핀의 STCW 협약 적합성이 문제시 됨

그러나 선원단체는 세계 최대 선원송출국이 선원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EU 선사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

국 선적국을 변경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EU의 이같은 조치는 2010년 필리핀 교육기관을 평가한 EMSA의 부정적 보고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필리핀 정부는 선원센터에 구직자로 가장한 점검관을 파견,  선박관리업체(19개)의 불법  선원직업안내에 대하여 고발함

* 19개 업체는 필리핀 인력의 구인·송출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대법원은 '99년 Brittany 연안에 2만톤 원유를  

유출한 유조선 에리카호 사고와 관련, Total사(정유사)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함

* Total사에 용선되었던 선령 24년의 유조선 에리카호는 Biscay 만

에서 난파됨

대법원은 또한 375천 프랑(486천 달러)의 벌금과 400백만 프랑의 

방제비용을 지불했던 Total사에 대하여 민사책임도 부과함

변호인은 Total에 대한 유죄판결은 용선자가 아닌 선주에게 사고책임

을 두는 국제협약에 반한다고 주장함

9월26일부터 홍콩 항만 접안 시에 저유황 연료유로 전환하는 외항선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의 50%를 면제 결정

 - 항만내 접안 작업 중 선박의 보조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에 0.5 이하 저유황 유류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

인센티브 조치는 3년간 시행

홍콩의 경우, 매 입항시마다 매 톤당 43 홍콩달러($ 5.50)의 항비를 부과해 왔으며, 2011년에는 32,500번의 입

항실적이 있었음

유럽조선업협회(CESA)와 유럽해양기자재협(EMEC)는 파리에서 공동총회를 개최(6.1), 양기구를 통합한 

"SEA Europe" 을 출범시킴

유럽 18개국 22개 조선·기자재 관련 협회로 구성된 SEA Europe(연 1천억 달러 매출, 고용인원 50만명) 향후 강력한 

이익단체로 부상할 것으로 사료

SEA Europe의 초대회장으로 노르웨이 Kongsberg Gruppen ASA의 수석 부회장인 Lars Gorvell Dahll을 선

출함

< 에리카호 침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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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LNG선 기술 및 운송관련 동향

6.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 유조선 오염사고 통계자료 발간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일본선급(NK)은 "LNG 연료 사용선박의 설계에 관한 지침서" 를 발

간

 - 지침서는 국제가스연료안전코드(IGF Code)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

 - 벙커링 시설, 선체구조, 방화시설, 폭발방지 장치 등 LNG 연료 사용선박의 설계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포함

* 다운로드 : www.classnk.or.jp/account/en/Rules_Guidance/ssl/guidelines.aspx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가스, 석탄 및 석유로 대체하겠다고 발

표. 10년내 30여척의 LNG 수송선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

선사들은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현재까지 77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수년 내 일본 LNG 수송에 투입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일본은 2011년 약 120척의 선박으로 80백만 톤의 LNG를 수입하였고, 수입량이 연간 100백만 톤까지 증가한다

면 2020년까지 선박 수요는 150척까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선선주오염연맹(ITOPF)은 1970년 이후 7톤이상의 기름이 유

출된 전 세계 유조선 사고에 관한 통계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연평균 유류 유출량은 70년대 316천톤에 '00년대에는 21천톤, '10-'11년간은 6,500톤으

로 줄어드는 등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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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tal, 에리카호(Erika) 유류오염사고 유죄 확정

8. 홍콩, 저유황 연료유 사용선박에 인센티브 제공

9. 유럽 조선·기자재 산업 양대 단체 통합

해사안전관련 동향6

< 연평균 유조선 유류유출량 (출처 : ITO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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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Christine Lagarde)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천억불 규

모로 조성될 녹색기후기금(GCF)의 25%를 항공과 해운산업이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세계상선대의 80%를 대표하는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의장명의 서한(7.13)을 통해 IMF총재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ICS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은 녹색기후기금에 막대한 기여금을 분담할 형편

이 안 되며, 해운분야 분담금은 전체 CO2 배출량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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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올해 1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선박정보 조회 가능

유럽해사정보시스템(Equasis)은 올해 1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선박의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Equasis : 전 세계 선박정보(선박제원, PSC 기록, 보험 등)를 해운 종사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인터넷 기반

의 데이터 베이스이며, 운영 비용은 회원국(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이 분담 

Equasis는 서비스 개시 전인 9.27 프랑스 Saint-Malo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

보 조회 서비스를 시연하고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가 개시되면 월 평균 18만회인 Equsis 사용자의 접속빈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11. 국제해운회의소,  

       해운산업의 녹색기후기금 분담에 관한 IMF 총재 발언에 항의

해사안전관련 동향6

= 10,000명 이상        = 1,000-9,999명        = 100-999명       = 1 - 99명 

< Equasis 사용자 분포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남아공 더반/'11.11.28-12.11)는 연간 1,000억불 규모의 녹

색기후기금(GCF)을 설치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향후 동 기금 운영을 위한 사무국의 소재지 

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임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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