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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72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the 72nd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2)

•	 일시/장소 : 2018. 4. 9 ~ 1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hideaki Saito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5개 회원국, 3개 준회원국, 76개 nGO 및 IGO 대표 등 약1,101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2*) 결과01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2nd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 

•	 	(논의내용)	제3차	선박	온실가스	배출감축	회기간	작업반	회의(2018.4.3.∼4.6.)를	통하여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초안의	가장	쟁점	항목인	비전,	의욕수준,	적용원칙을	중점으로	

논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함

•	 	(논의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세부이행

과제	등은	제4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예정	

	- 감축목표:	금세기에	가능한	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조선의	EEDI	개선을	통하여	탄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의존도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	70%로	각각	

줄이며,	2050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

2. 선박평형수(BWM) 협약 개정안 및 BWMS Code 채택 

•	 	(논의내용)	제71차	MEPC에서	승인된	BWMS	Code의	강제화를	위한	BWM	협약의	개정안과	

BWMS	Code	초안	검토

•	 	(논의결과)	BWM	협약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지침(BWMS	Code),	A-1

규칙	개정안(BWMS	Code의	정의	포함),	B-3규칙	개정안	(BWMS	설치시기),	D-3규칙	개정안

(BWMS	Code	적용일자	명시),	BWMS의	검사관련	규칙(E-1	규칙	및	E-5	규칙)	개정안을	

채택함

3. 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 개정 

•	 	(논의내용)	평형수처리설비의	스케일링에	관한	지침(BWM.2/Circ.33)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BWM.2/Circ.43)에	대한	개정안	제안

•	 	(논의결과)	해당	지침서상에	언급된	‘Guideline’	대신	‘BWMS	Code’로	변경되었으며,	동형

처리설비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육상시험,	선상시험	또는	실험실	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BWM.2/Cir.33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함			

4. 고유황 연료유(황함량 0.5% m/m 초과)의 선박 적재 금지 관련 협약 

    개정안 승인 

•	 	(논의내용)	2020년	선박연료유의	황함량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5차	PPR	회의에서	

고유황	연료유	적재	금지	협약	개정안을	마련함

•	 	(논의결과)	제5차	PPR에서	마련된	협약	개정안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함	

*	차기 회의(MEPC 73, 2018년 10월)에서 채택되면 발효일은 2020년 3월로 예상됨

5. 선박연료유 사용량 자료 조기 제출 등에 대한 회람문서 승인 

•	 	(논의내용)	우리나라가	제안한	SEEMP	Part	II	조기	제출	독려	및	IACS가	제안한	적합확인서	

서식에	관한	회람문서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각	회원국에게	SEEMP	Part	II	를	2018.9.1.까지	주관청에	제출하도록	장려하였고	

적합확인서	서식에	관한회람문서를	통합하여	개발	완료	및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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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05차 법률위원회 (the 105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leG 105)

•	 일시/장소 : 2018. 4. 23 ~ 25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Volker Schöfisch (독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0개 회원국, 5개 IGO 및 18개 nGO 대표 등 약 350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05차 법률위원회
(leG 105*) 결과02

* Legal Committee, 105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2010년 HNS 의정서 발효 및 조화로운 해석 촉진 

•	 	(논의내용)	HNS	의정서	발효	촉진	및	준비사항	검토를	위해	구성되었던	통신작업반의	최종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동	의정서	발효	촉진을	위한	워크숍이	법률위원회와	연계하여	2018년	

4월	26-27일	양일간	개최	예정임을	안내

•	 	(논의결과)	동	회의기간	중	캐나다	및	터키가	비준서를	기탁(4월	23일)하였으며,	현재	체약국은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총	3개국이	됨.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은	동	

의정서에	대한	국내비준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임을	밝힘

2. ‘FAL 협약 부록의 지위에 대한 법률 자문’ 초안 채택 

•	 	(논의내용)	FAL협약	부속서	부록	3의	개정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부록이	FAL	협약의	일부인지	논의

•	 	(논의결과)	특별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42차	간소화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FAL	

협약	부록의	지위에	대한	법률	자문’	초안*을	채택함	

*	부록의 지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협약 당사국이 하도록 하는 법률위원회의 검토 문서를 제42차 FAL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9제1장

6. 로로화물선 및 로로여객선 EEDI 기준 개정안 조기 적용 허용 

•	 	(논의내용)	우리나라는	제71차	MEPC에서	약	20%	정도	완화	승인된	로로화물선	및	로로

여객선의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	기준	개정안을	협약	시행일보다	일찍	적용하자고	제안함

•	 	(논의결과)	많은	회원국과	단체의	지지로	조기	적용에	대한	결의서가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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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99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99)

•	 일시/장소 : 2018. 5. 16 ~ 25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eorge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6개 회원국, 68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1,016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99*) 결과03

*  Maritime Safety Committee, 99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강제협약 개정안 검토 및 채택 

•	 	(논의내용)	복원성	관련	SOLAS	II-1장	개정안	채택

•	 	(논의결과)	현존	여객선에	대한	복원성	컴퓨터	설치	또는	육상지원	시스템	구축은	협약	발효일

(2020.1.1)	부터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결정(2025.1.1.	적용)

•	 	(논의내용)	화재시험코드(FTP	Code)	개정안	채택

•	 	(논의결과)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	및	고속선의	방화재료	및	승인시험	방법을	

36인	이하	여객선에도	적용하도록	FTP	Code	부속서	3의	표1	개정(2020.1.1	발효)

2.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대비한 협약 적용범위 분류작업(RSE) 체계 구축 

•	 	(논의내용)	자율운항선박	개념,	RSE	작업체계,	작업방법	및	계획	수립	등	논의	

•	 	(논의결과)	RSE	작업체계(목적,	용어정리,	RSE	작업양식,	작업계획	작성)	등을	구축하고,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통해	RSE	작업방법을	검증하여	제100차	MSC에	보고하도록	결정

11제1장

3. 허위등록 선박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작업과제 채택 

•	 	(논의내용) 콩고,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에	허위등록된	선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허위등록 선박이 항에서 구류될 경우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PSCO는 선박의 등록 및 등록의 

합법성에 대한 최신화된 정보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논의결과)	동	작업과제를	2018-2019년	2개년	작업	과제로	채택하여	2021년	까지	논의	완료	

예정이며,	제	106차	LEG	잠정의제에	포함시켜	작업과제의	범위를	논의하기로	결정

4.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협약 적용범위 분류작업 및 규제 필요분야 분석을 

    신규 의제로 채택

•	 	(논의내용)	MASS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통일된	기준과	이를	위한	현행	

기준의	분류작업의	필요성으로,	최대	4개의	회기간	동안	관련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논의결과)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99차,	제100차	MSC	결과를	고려하여	제106차	

LEG에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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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2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the 42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2)

•	 일시/장소 : 2018. 6. 5 ~ 8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Yury Melenas(러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6개 회원국, 31개 nGO 대표 등 약 380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2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FAl 42*) 결과04

*  Facilitation Committee, 42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성공적인 해상용 싱글윈도우(MSW) 프로토타입 구축방안 

•	 	(논의내용)	FAL	협약,	IMO	Compendium*,	싱글	윈도우	가이드라인의	조화로운	개정을	통한	

성공적인	MSW	프로토타입	구축방안	논의

*	해상교통간소화 및 싱글윈도우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한 개요서

•	 	(논의결과)	총체적인	접근방식*	및	사용자친화적으로	MSW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현재	IMO

에서	작업중인	관련	작업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선박 · 육상간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된 보고를 위한 MSW 프로토타입 구축 시 관련 협약 및 지침을 조화롭게 

개정하기 위한 접근방식

2.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	 	(논의내용)	DMPT(Data	Model	Project	Team)	포커스	그룹의	IMO	Compendium	개정	

작업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IMO	Compendium의	개정	방안을	논의

•	 	(논의결과)	IMO	Compendium	최신화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회의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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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유지보수 감사주기 등 검증지침서 개정 승인 

•	 	(논의내용) GBS	유지보수(Maintenance	of	Verification)를	위한	감사주기	및	감사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검증지침서	개정	검토

•	 	(논의결과)	GBS	감사주기	3년(기존	1년)*,	감사범위는	규칙의	중요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

하기로	결정함(2019.12.적용)

*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전에 감사 가능

** Major, Minor, 단순편집 및 협약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변경사항

4. 기타 주요 결정사항

•	 	(논의내용)	NCSR	작업량	과다로	인해	①위원회	분리,	②회의기간	연장,	③회기간	작업반	추가	

개설	등을	통한	해결방안	논의

•	 	(논의결과)	효율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수	회원국의	지지	하에	회의기간을	8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120차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NCSR	6차	회의부터	2년간	

시험적용)

•	 	(논의내용)	GMDSS	제공자로서	이리듐	이동위성	시스템	승인	여부	논의

•	 	(논의결과)	이리듐	시스템에	대한	국제이동위성기구(IMSO)의	기술평가	결과가	평가	기준

(Res.A.1001(25))을	충족함에	따라	다수	회원국의	지지	하에	GMDSS	위성시스템으로	승인	

결정

•	 	(논의내용)	극저온	액체	연료관의	2차	밀폐장치	대체방안	논의

•	 	(논의결과)	2차	밀폐장치	대체수단의	인정	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해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위원회

(CCC	5)에서	논의	후	MSC에	보고토록	결정

•	 	(논의내용)	해상보안	관련	IMO	모델코스	개발	논의

•	 	(논의결과)	항만시설	근무자를	위한	보안인식훈련	관련	IMO	모델코스를	검토하고,	향후	해상

보안	모델코스	개정작업은	선원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에	이관하기로	결정

•	 	(논의내용)	여객선의	선측	손상시	전력공급	능력	향상	방안	논의

•	 	(논의결과)	기술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추후	논의	

필요시	새로운	작업의제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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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68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68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C 68)

•	 일시/장소 : 2018. 6. 18 ~ 20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Zulkurnain Ayub (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및 준회원국 81개국, 8개 정부간 기구, 10개 비정부간 기구 등 약 292명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68차 기술협력위원회
(tC 68*) 결과05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8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TCP 2017년 연차보고(의제3) 

•	 	(논의사항)	‘17년	ITCP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사무국에서	제안한	2018-2019년	2개년	

ITCP	프로그램	초안	검토

•	 	(논의결과)	2017년	ITCP	사업의	성과에	감사하며,	계획된	ITCP	사업과	이의	달성률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함.	2019년	TC	

69차	회의에서	관련	사항	확인	필요

2. ITCP 장기재원마련전략 소개 및 GISIS 데이터 유료화 제안에 대한 검토 

•	 	(논의내용)	 ITCP활동을	위한	장기재원마련전략(Resource	Mobilization)에	대한	사무국의	

소개	및	IMO	GISIS	데이터를	유료화	하는	제안을	부의장국인	바누아투에서	제안하여	논의	함.	

동	의제는	‘17년에도	제출되었음

•	 	(논의결과)	장기재원마련전략은	대부분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나,	GISIS	데이터의	

유료화는	지식관리	및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다른	UN	기구의	데이터	유료화	사례를	

확인하여	TC	제69차(‘19)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함

*	GISIS 데이터의 유료화는 현실성 및 데이터의 소유권 등 다양한 이슈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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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성에 대한 지침 개정 검토 

•	 	(논의내용) 싱글윈도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FAL.5/Circ.36)	

개정에	대한	통신	작업반	결과를	논의

•	 	(논의결과)	지침(FAL.5/Circ.36)에서	해상싱글윈도우(MSW)	및	무역싱글윈도우(TSW)의	정의	

분리	등	지침개정	일부내용을	결정하고,	통신	작업반을	재개설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함

4.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설명서(Explanatory Manual)의 

    개정안 검토 및 최신화

•	 	(논의내용)	통신작업반에서	FAL	협약	설명서를	검토하여	개정초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	설명서에	대한	개정을	논의

•	 	(논의결과)	통신작업반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제120차	

이사회에서	관련	신규과제	추인조건으로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5. 밀항자 예방 및 책임배분과 관련된 지침(FAL.11(37)) 검토 

•	 	(논의내용)	FAL	협약	부속서를	개정하여	채택(FAL	40)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FAL.11(37)(밀항자	

접근방지	및	책임배분	관련	지침)	개정내용	검토

•	 	(논의결과)	FAL	40에서	채택한	FAL	협약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집상	수정작업을	

완료한	새로운	결의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6. FAL 협약의 국내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개발 지침

•	 	(논의내용)	FAL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선사항	식별	등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측정수단	

개발을	위한	신규	작업과제	채택	여부	논의

•	 	(논의결과)	2020년	완료	목표로	FAL협약의	국내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개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신규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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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제5) 

•	 	(논의내용) 국가해사프로파일(Country	Maritime	Profile)	현황관련	아국의	국가해사

프로파일의	최신화	작업	결과(‘18년	5월)를	언급

•	 	(논의결과)	사무국은	새로운	국가해사프로파일	모듈의	구성을	소개하고,	TC	69차	회의	전에	

시제품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임

•	 	(논의내용)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의제(SDGs)와	ITCP	사업의	연계와	관련하여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통신	작업반	구성을	통한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의	필요성을	강조함

•	 	(논의결과)	기술협력에	관한	글로벌	지표	개발을	위한	작업반	구성이	승인하고	작업반	의장으로	

바누아투	대표단이	임명됨

•	 	(논의내용) 해운산업의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	협회들의	활동	사항관련	우리나라는	해운

산업의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이해,	네트워크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ITCP	사업에	대해	지원	의지	피력함

•	 	(논의결과)	7개의	여성	협회들의	활동성과에	주목하면서	해운분야의	여성	관련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IMO와	회원국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요청함

4.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 보고(의제 7)

•	 	(논의내용)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8년	

10월	말	ITCP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될	IMSAS	감사관	교육의	적극	참여를	요청함

•	 	(논의결과)	IMSAS	관련	기술협력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ITCP를	통한	IMSAS	

관련	세미나	및	감사관	교육에	각국	정부	및	산업계의	많은	기여를	요청함.	아국은	IMO	ITCP로	

2018년	10월	말	IMSAS	auditor	교육	제공	예정

5. ITCP 활동 영향평가(‘12~15) 권고사항의 검토 및 적용(의제 8) 

•	 	(논의내용)	영향평가[2012-2015]	결과보고서(TC	66/10)에	나타난	권고	사항에	관해	사무국의	

이행	현황	보고

•	 	(논의결과)	일부	회원국이	현대기술(온라인,	비디오	등)의	활용에	관한	권고사항	1.4와	관련하여	

E-Learning	학습의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고려하여	진행함을	밝힘

6. 국제 해사훈련 기관(WMU, IMLI) 관련 (의제 9)

•	 	(논의내용)	‘17년	세계해사대학(WMU)	및	국제해사법대학원(IMLI)의	주요	활동	현황에	관한

보고	및	이전	WMU	분교와	다른	교육기관과의	新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논의

•	 	(논의결과)	회원국은	WMU	졸업생이	자국의	해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

하였고	사무국은	WMU	분교의	新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평가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결과를	

TC	69(‘19)에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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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20차 이사회(the 120th Session of the Council, C 120)

•	 일시/장소 : 2018. 7. 2 ~ 5 (4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aojie Zhang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38개 회원국 및 33개 정부간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88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20차 이사회
(C 120*) 결과06

*  The 120th Session of the Council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MO 정보 접근권한 확대 논의 

•	 	(논의내용)	IMO	의제문서,	회의	오디오파일	등	IMO	정보	접근권한	확대	논의

•	 	(논의결과)	총회	오디오	파일,	회의	전	의제문서,	3년	이후	이사회	문서,	회의종료	전	회의결과	

등에	대해	일반	공개하도록	결정

	- 다만,	특정	의제문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는	

관련	의제	논의가	종료된	후	공개	가능

2. 비정부간 단체(NGO)의 신규 IMO 자문지위 신청 검토 

•	 	(논의내용)	7개	단체*의	신규	IMO	NGO	자문지위	부여	검토

*	 세계여성 해운통상협회(WISTA), 해사기술협회(MTS), 국제보호재단(CI), 국제기술 조사 및 등급 협회

(SGMF), 환경방위포럼(EDF), 국제 거버넌스 혁신센터(CIGI), 기술검사 및 선급협회(TSCI)

•	 	(논의결과)	2개	단체(WISTA,	SGMF)에	자문지위	부여,	기타	5개	단체는	자진철회,	IMO	연관성	

부족,	타	NGO와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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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국제해사상(International Maritime Prize) 수상자 결정 

•	 	(논의내용)	회원국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에	대한	2017년	국제해사상	수여	검토

*	덴마크(Mrs. Brigthe s Lling Olsen), 아일랜드(Mr. Richard Schiferli), 뉴질랜드(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td, ITOPF)

•	 	(논의결과)	이사국	투표를	통해	덴마크	후보(Mrs.	Brigthe	s	Lling	Olsen)를	2017년	국제

해사상	수상자로	결정함

4. 2018년 IMO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결정

•	 	(논의내용)	우리나라	후보자	3건을	포함한	총	22건	후보를	심사위원단에서	검토하여	2018년	

IMO	바다의	의인상	최종	수상자를	결정

•	 	(논의결과)	중국에서	추천한	Mr.	Zhong	Haifeng(중국	교통부	수색구조팀	다이버)가	수상자로	

결정됨

5. 아랍어 통역서비스 제공

•	 	(논의내용)	전문위원회에	아랍어	통역서비스*	제공	요청에	대한	논의

* IMO 공식언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총 6개가 있으며, 아랍어는 현재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만 제공 中

•	 	(논의결과)	통역사	모집	및	역량강화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아랍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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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the 73rd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3)

•	 일시/장소 : 2018. 10. 22 ~ 26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hideaki Saito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6개 회원국 및 2개 준회원국, 정부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44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3*) 결과07

*  The 73rd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3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2020 0.50% 연료유 황함량 규정의 이행을 위한 선박이행계획서 작성 및

    경험축적기(EBP) 도입 

•	 	(논의내용)	선박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저유황	연료유의	안전성	문제	정보

제공과	함께	경험축적기(EBP)*도입에	대해	논의함

* 경험축적기(EBP): 전세계 저유황유 규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대한 부족분 식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의 절차를 포함

•	 	(논의결과)	회기간	작업반에서	마련한	지침서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EBP	도입*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임

* 저유황유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한 EPB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정확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합의되지 못하여, 

추가 검토 후 차기회의에 개정된 안을 제시할 예정임

2. MARPOL 부속서 6의 개정안(14, IAPP 증서 양식) 채택 

•	 	(논의내용)	MEPC	72차에서	승인된	고유황유	적재금지*에	따른	MARPOL	부속서	6	및	IAPP	

증서양식	개정안**	초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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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산업계의	명확한	이행을	위해	IAPP	증서양식	개정안을	채택하고,	2020.3.1.	발효	

예정임	

*	2020년 1월 1일 이후로 본선의 연료유 사용목적의 0.5%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의 사용 및 적재 금지

** IAPP 증서추록으로 고유황유 선적금지 및 대체수단인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사용 및 탑재 유무의 명확화

3. 제4차 IMO GHG Study 준비 

•	 	(논의내용)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개발	로드맵(’16.10월	승인)에	따라,	MEPC	74차에	착수

예정인	제4차	IMO	GHG	Study에	대한	주요일정	및	위임사항	초안	논의

*	2012-2018년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2018-2050년 배출량 예측 보고서

•	 	(논의결과)	기술적/방법론적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의	명확한	위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작업사항은	3차	작업반과	동일하게	수행	

예정임	

*	전문가워크숍 고려사항 : ①배출량 시나리오, ②탄소집약도 예측, ③Black Carbon 배출량을 선박 온실가스로 

고려할지 여부, ④2008년 배출량 재계산

4. 선박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치계획 논의

•	 	(논의내용)	MEPC	73차부터	논의가	시작된	의제로서,	구체적인	계획보다	조치계획	초안으로서	

논의	필요성이	있는	다양한	안건이	제안되었고	어업	활동에	기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함

•	 	(논의결과)	조치계획의	작업범위*	식별	및	관련	조치계획을	작업반에서	완료하고,	작성된	초안의	

추가	논의**를	위하여	통신작업반	개설에	합의함

*	▲ 담당 위원회, ▲ 담당 전문위원회, ▲ 협력기구 별

** 어업 활동 규제 강화, 향후 협력 증진 등 조치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조치별 목표기간(Time frame) 설정 

5. 원양어선의 Brine*에 관한 통일해석 또는 지침개발 

•	 	(논의내용)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Brine은	평형수에	해당하지	않음에	관한	통일해석	개발	

또는	Brine	사용에	관한	지침	개발을	제안

*	Brine: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냉동하는데 사용되는 염분이 높은 물로서 출항 시 선박의 복원성 유지를 위해 

냉동 창고에 적재됨

•	 	(논의결과)	위원회는	Brine이	평형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일해석	또는	관련	지침	개발	

불요한	것으로	결정하였음	

*	단, Brine이 원래의 목적인 냉매로서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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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21차 이사회 (the 121st session of Council, C 121)

•	 일시/장소 : 2018. 11. 19 ~ 23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aojie Zhang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IMO 40개 이사국, 32개 회원국 및 19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23명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21차 이사회
(Council 121*) 결과08

*  The 121st session of Council, C 121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사무총장 연임 확정 

•	 	(논의내용)	현	IMO	사무총장,	임기택의	임기(‘16.1.1~‘19.12.31)	만료	전	이사국의	비밀논의

(이사회	의사규칙	52조)를	통해	임기	연장(’20.1.1~‘23.12.31)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제31차	총회(‘19.11)에	승인	

요청하기로	함

2. IMO 이사회 개편 

•	 	(논의내용)	이사회	구성(이사국	규모,	범주,	지역적	대표성,	임기	등)	및	역할	확대,	비정부간

기구(NGO)	자문지위	부여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	IMO	정보	공개	범위	등	이사회	조직	

전반에	관한	개편을	논의함

•	 	(논의결과)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임기	연장(2→4년),	현행	이사회	역할	유지,	NGO	자문지위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에	잠정	합의

	- 제122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개편에	따른	IMO	협약	개정사항	식별,	IMO	정보공개,	이사회	

개편에	관한	작업계획	초안	개발	등	추가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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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의사규칙 개정 

•	 	(논의내용)	이사국	선거절차	명확화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총회	의사규칙	제40(c)	

개정*	및	선거	캠페인	윤리강령	마련**	등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논의시간부족으로	이사회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제122차	이사회(‘19.7월)에서	

재논의	예정

*	의사규칙 제40(c) 개정안 : 이사국 추가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후속절차를 규정

** 금번 이사회에서는 선거 캠페인 윤리강령 개발 필요성을 지지하였고, 미국 등 관심 회원국이 강령 초안을 

마련하여 제122차 이사회에 제출 예정

4. IMO 전략계획 개선

•	 	(논의내용)	IMO	전략계획	성과지표(PI)	1차	보고서,	新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평가방법,	전략계획(SP)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간의	연계	등	검토

•	 	(논의결과)	IMO	전략계획과	UN	SDG간의	연계보고서	최종	승인,	성과지표(PI)	분석	보고서	

양식	개선,	해양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보안관련	신규	성과지표(PI)	개발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사무국이 제안한 해사안전·환경보호·보안관련 성과지표는 불명확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출처 등의 문제로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122차 이사회에서 신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추가 논의 예정

5. 회원국 감사제도(IMSAS) 

•	 	(논의내용)	제120차	이사회(‘18.7)	이후	진행된	IMO	회원국	감사	결과	및	향후	회원국	감사

계획	검토

•	 	(논의결과)	회원국	감사일정	수정안	승인	및	제2차	통합감사	요약보고서(‘16~’17년	15개국	

감사실적)를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위원회(MEPC)에	검토	요청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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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100th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0)

•	 일시/장소 : 2018. 12. 3 ~ 7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roves (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3개 회원국 및 60개 정부간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1,013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100*) 결과09

*  The 100th session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0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고망간 적용에 대한 잠정지침 회람문서 승인 

•	 	(논의내용)	제5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승인한	고망간강	적용에	대한	잠정지침	

회람문서	승인여부	결정

•	 	(논의결과)	고망간강	적용에	대한	잠정지침	회람문서를	승인하고,	조선소,	선주사	등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IGC	Code	4.19.2.2항	및	IGF	Code	6.4.13.2항에	잠정지침을	참고하도록	

각주를	추가함

2.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 작업체계(Framework) 확정 

•	 	(논의내용)	규정식별	작업체계(자율등급,	검토수준,	방법론,	작업양식	등)를	확정	하고,	향후	

작업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함

*	협약검토 및 분석절차, 회기 간 작업반 일정, 초기 문서작성 그룹 지정

•	 	(논의결과)	우리나라는	SOLAS	9장(국제안전경영코드,	ISM	Code)	및	STCW	협약전체에	

대한	규정식별	초기문서	마련에	참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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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 합의 

•	 	(논의내용)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에	합의하고,	MSC	101차(‘18.6월)

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함

*	과도한 기술적 내용은 배제, 정보 공유 및 보고체계 포함, 상황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 신개념선박

기준 적용 등

4.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감사결과 및 GBS 검증지침서 개정 

•	 	(논의결과)	터키선급의	국제선급연합회(IACS)	규칙	도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회원국	의견에	

따라	적합성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함

*	(GBS 검증지침 개정 사항) 제3자의 규칙 사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진술, 지속적 규칙 유지

보수를 위한 절차의 제출 요구

•	 	(논의결과)	한국선급이	포함된	IACS에	대한	감사결과,	GBS	규정의	개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DNV-GL은 합병에 따른 규정 개정 수요가 많아 추후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함

•	 	(논의결과)	지난	회차(‘18.6월)에서	승인된	GBS	검증지침서(Part	A	및	B)*	개정안은	‘20.1월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	Part A : 범위, 제출문서, 승인, 유지관리, 감사팀 구성 등 검증절차 수록 / 

   Part B : 각 기능요건별 필요정보 및 문서요건 등 평가기준 수록

5. Non-SOLAS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강제화 방안 

•	 	(논의내용)	Non-SOLAS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의무조항과	권고규정의	적용을	고려한	SOLAS	14장,	Polar	Code개정에	집중하기로	

하고,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마련함**

*	24미터 이상 어선, 총톤수 300톤 이상 유람요트, 총톤수 300∼500톤 사이 화물선

** ’20년 영향평가(NCSR 7차) → ’21년 SOLAS 제14장 개정안 마련(NCSR 8차) → ’21～’22년 개정안 승인 

· 채택(MSC 104～105차) → ’24.1월 발효

6.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관행 회람문서 승인 

•	 	(논의결과)	UN	결의서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관행을	상기하고,	AIS	및	IMO	식별번호	이행	등	

IMO	협약준수를	촉구하는	회람문서를	승인함

*	북한은 IMO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북한행위가 

해상안전에 위해가 됨을 지적하고 회람문서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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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5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truction, SDC 5)

•	 일시/장소 : 2018. 1. 22 ~ 26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및 준회원국 71개국, 2개 정부간 기구, 29개 비정부간 기구 등 약 460명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5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5*) 결과10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5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현존여객선의 침수 시 복원성 계산 지원수단 

•	 	(논의사항)	본회의장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초안	작업반에서	지침개발을	완료하고	

MSC	99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함

*	선체 모델링 확보 불가 시 완화 조건(문단 30항)은 삭제, 침수율 적용 관련 참고를 위한 각주는 삭제, 적하지침

기기에 일일주기로 정보 최신화, 본 지침 발효 전 컴퓨터의 설치에 따른 적용 완화 조항은 복원성 계산 지원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반영된 2번 항목 선택

•	 	(논의결과)	2014년	1월	1일	이전	건조된	여객선에	대한	동	지침의	적용은	규정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도래하는	첫	갱신검사로	합의함

2. 수밀성에 관련된 SOLAS II-1/Parts B 및 B-1 내용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SOLAS II-1/Parts B-2~4의 검토 

•	 	(논의사항)	기존	SOLAS	II-1장의	규칙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공된	검토	결과와	추가	

제안사항들을	반영하여	SDS	통신작업반을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SDC	6에	제출하기로	함

27제1장

3.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최종안 마련 

•	 	(논의사항)	1,2단계	취약성	기준,	직접복원성	평가	지침,	운항제한	및	운항지침에	대한	최종화	

작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지시서*에	따른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	 	(논의결과)	SDC	6에서	Expert	Group	구성,	회기	간	통신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논의결과를		

SDC	7에	제출하고	SDC	7에서	초안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작업기간	1년	연장)

*	(작업지시서) “직접복원성해석 사항”과 “운항 제한 및 운항지침 개발”에 대한 임시 지침초안 작성, 5가지 

모드에 대한 1,2단계 임시 기준 개발

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12인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산업인력 수송의 

안전을 위한 강제 규정 

•	 	(논의내용)	새롭게	개발되는	SOLAS	15장과	IP	Code는	선박	건조일자와	상관없이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하고	특수인력은	IP	코드	개발	후	고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개발	원칙	결정	논의

•	 	(논의결과)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기	중	논의된	사항과	제출된	

코멘트	문서를	반영하여	SOLAS	15장과	IP	Code의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

5. SOLAS II-1/3-8 및 관련지침 개정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안전한 계류 

작업의 새로운 지침 

•	 	(논의내용)	SOLAS	II-1/3-8	및	관련지침	개정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안전한	계류작업을	

위한	새로운	지침에	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와	계류갑판	사고에	대한	보고서	결과에	따른	추가	

의견을	제안	등

•	 	(논의결과)	SOLAS	II-1/3-8	개정	초안을	포함한	관련	지침	일체를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침의	개발	및	MSC.1/Circ.1175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기로	결정

6. 위그선에 관한 지침 논의 

•	 	(논의내용)	위그선	상용화를	목적으로	인명	및	해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IMO	MSC/

Circ.1054의	잠정	지침을	최종	지침으로	개정	논의

•	 	(논의결과)	소형	위그선에	대한	국제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13인	이상	및	10톤	이상의	위그선에	대한	잠정	지침서	초안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를	

MSC	99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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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5차 오염예방 대응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5)

•	 일시/장소 : 2018. 2. 5 ~ 2. 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3개국, 47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654명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5차 오염예방 · 대응 전문위원회
(PPr 5*) 결과11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5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혼합물의 장기건강유해성(D3) 분류를 위한 기준 

•	 	(논의사항)	ESPH*	작업반	화학물질	평가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건강유해성**	기준

값	및	기준농도(cut	off	value)	도입을	제안	검토

*	화학제품의 유해성과 안전평가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Pollution 

Hazards of Chemical

**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 유발(Mutagenic), 생식독성(Reprotoxic), 표적기관 독성(Target organ 

systemic toxicity), 신경독성(Neurotoxic), 면역독성(Immunotoxic) 등

•	 	(논의결과)	독성	혼합물의	장기건강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	및	기준농도의	도입은	

필요하나,	타	전문기구의	작업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결정

*	GESAMP/EHS : 해양환경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하부 작업반으로서, 유해액체위험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함

2. BWM 협약 및 지침서에 따른 평형수 샘플링과 분석에 대한 시범사용을 

위한 지침 개정

•	 	(논의사항)	부정확한	샘플링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인	대표	샘플링	

방법을	평형수	샘플링	지침*에	추가할	것을	제안

29제1장

*	평형수 샘플링 지침(G2) : Guidelines for Ballast Water Sampling

•	 	(논의결과)	선박평형수	대표	샘플링을	위한	배관설비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형수	

관리에	대한	우려와	샘플링	위치에	대한	국제표준(ISO	11711-1)	개정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

(BWM.2/Circ.42/Rev.1)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

3. 10∼50µm 크기 생물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분석방법 

•	 	(논의사항)	형식승인	시험시,	10∼50µm	크기의	생물	생존능력	평가방법으로	FCM*과	PAM**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	FCM(Flow Cytometry Method) : 식물플랑크톤에서 산란되거나 방출되는 빛을 감지하여 각 셀의 크기와 

분자 특성을 측정

**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 엽록소 활성 형광 변화를 측정하여 식물 플랑크톤의 생존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

•	 	(논의결과)	배출기준	판단을	위해	각각	제안된	FCM과	PAM	방법을	하나의	결합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형식승인	방법(BWM.2/Circ.61)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4. 국제운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논의사항)	선박엔진의	블랙카본	측정방법	중	하나인	FSN*	방법의	측정	신뢰도	및	질량	단위	

전환에	따른	불확실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

*	FSN(Filter Smoke Number) :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의 흑화(blackening) 정도를 특정 파장의 광원을 

통해 반사율을 측정하여 0-10 사이의 값으로 표현

•	 	(논의결과)	블랙카본	측정방법을	3가지(FSN,	LII,	PAS)로	결정했으나,	향후	대표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은	회원국	등의	자발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결정

5. 2020년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0.5% m/m) 발효 후 기준을 초과하는 고유

황유 운반 및 적재 제한 

•	 	(논의사항)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황함유량	0.5%	m/m	저유황유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고유황유	운반	및	적재를	제한할	것을	제안

•	 	(논의결과)	2020년부터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의	운반	및	적재를	금지하는	MAR-

POL	부석서	6,	제14규칙	개정*에	합의함

*	“The sulphur content of any fuel oil used or carried or use on board ship shall not exceed 0.50% 

m/m” 밑줄 친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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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5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5)

•	 일시/장소 : 2018. 2. 19 ~ 2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및 준회원국 80여개국, 30여개 국제기구 · 단체 등 약 600명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5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nCSr 5*) 결과12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5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항로설정 및 통항보고에 관한 지침 

•	 	(논의사항)	각	회원국에서	요청한	TSS	설정,	피항수역	지정	등	4건	및	호주	연안	의무통항보고

(REEPREP)	관련	개정을	요청

•	 	(논의결과)	전문위원회는	전문가그룹(Experts	Group)을	개설하여	회원국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MSC	99차에	승인	요청하기로	결정정

2. 항해장비 운영 표준화(S-Mode)에 관한 지침 

•	 	(논의내용)	아국과	호주	주도의	비공식	통신작업반에서	작성한	S-Mode	지침을	검토한	결과	

회원국의	지지를	얻음

•	 	(논의결과)	2019년까지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	지침	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공식	

통신작업반(의장	:	호주)	구성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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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등 규정 개정 

•	 	(논의내용)	MSC	98차(‘17.6)에서	GMDSS	현대화계획	초안이	최종	승인되어	금번	NCSR	5부터	

향후	4년간	논의	및	검토가	시작됨

•	 	(논의결과)	GMDSS	현대화	사업에	따른	SOLAS	Ⅲ	·	Ⅳ장	및	연계되는	SOLAS	이외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은	지속	논의될	것이며,	미국이	제안한	Radar	SART의	단계적	폐지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4. GMDSS 위성서비스 개발 

•	 	(논의내용)	IMSO(국제위성기구)는	GMDSS	위성社의	신규도입	위성서비스	평가결과를	검토

하고	서비스	승인에	대해	검토	논의

•	 	(논의결과)	(회의결과)	미국의	신규	GMDSS	위성서비스로서	IRIDUM	승인을	위한	IMSO의	

평가결과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GMDSS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관한	총회	결의서(Res	A.1001(25)	개정이	필요함을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	영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에서 위성 가용성 및 백업, 주파수 간섭 등 문제제기

5. Polar Code 관련 신규작업 

•	 	(논의내용)	통신작업반(의장	:	독일)은	기존	항해통신	장비중	극지운항을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의	제	·	개정이	필요한	장비들을	식별하고	‘극지운항을	위한	별도의	항해통신	장비의	일반

지침(General	guidance	fo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tented	for	

use	on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개발을	제안함

•	 	(논의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차기	NCSR	6차에서	동	지침의	초안이	

제출될	예정

6. 인도지역항해위성시스템(IRNSS)의 적용 및 수신기 성능기준 개발 

•	 	(논의내용)	인도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을	글로벌무선항행시스템(WWRNS)으로	승인받기	위한	

IRNSS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실시

•	 	(논의결과)	다수의	회원국이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환영하였으며,	동	시스템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음.	전체평가를	위한	추가	상세자료	및	IRNSS	수신기의	성능기준	초안은	

NCSR	6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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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5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5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5)

•	 일시/장소 : 2018. 3. 12 ~ 16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Susumu Ota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5개 회원국, 30개 IGO 및 nGO 대표 등 약 479명 참석

2018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5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5*) 결과13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5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목표 및 기능

요건 개발 

•	 	(논의내용)	SOLAS	III장	전체요건의	개발에	집중할지,	아니면	SOLAS	III/4.3	및	III/38	등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대한	목표기반지침	개발	작업을	우선	진행할지	논의함

•	 	(논의결과)	SOLAS	III장의	전체요건의	개발보다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요건에	대한	목표기반

지침(기능요건	및	예상성능)	개발	작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2. LSA Code 6.1.1.3항 개정을 위한 제안문서 

•	 	(논의내용)	구조정	수동조작	진수	인정을	위한	LSA	Code	6	.1	.1	.3항	개정안의	통과를	위하여,	

구조정에	추가	안전장치를	제안

•	 	(논의결과)	아국	제안을	수용한	LSA	Code	6.1.1.3항	개정안의	승인을	위하여	MSC	100차에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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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장치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 

•	 	(논의내용)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장치에	대한	추가요건을	위한	협약	개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	임시지침*을	제안

•	 	(논의결과)	임시지침(SSE	5/6)과	생존정의	환기요건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SSE	5/4)의	

의견차로	임시지침	개발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4. 신조 및 현존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

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2장 및 관련 Code 의 검토

•	 	(논의내용)	로로여객선의	화재사고	최소화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제안

•	 	(논의결과)	로로여객선	화재사고	및	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협약	요건(SOLAS	및	

관련	Code)을	식별하고,	관련	지침	및	협약	개정안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5.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드라이파우더 소화 

설비의 승인기준(MSC.1/Circ.1315) 개정 제안 

•	 	(논의내용)	Sodium	Bicarbonate(중탄산나트륨)의	문제점	(배관	막힘	·	뭉침	현상	발생,	

Potassium	Bicarbonate	대비	소화성능	저하)으로	인한	Sodium	Bicarbonate	사용	금지를	

제안하며,	소화약제를	Potassium	Bicarbonate(중탄산칼륨)으로	한정할	것인지	논의

•	 	(논의결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비	유럽국가의	지지를	받아	작업반에서	

논의되었고,	통신작업반	개설을	통해	아래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 Sodium	Bicarbonae를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의	최대	허용기준

	- ISO	7202에	기반한	소화약제	시험규정	개발	및	소화성능	시험기준	개발	등의	논의

6.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 & Winches)의 요건 개발 

•	 	(논의내용)	하역설비	및	윈치의	검사	및	정비	요건	개발을	위해	개설된	통신	작업반의	결과	

보고서	및	코멘트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위험성식별을	통해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의	기능요건	및	규칙을	재정립	하였으며,	

SOLAS	협약	문구	및	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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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존정의 통풍요건 개발 

•	 	(논의내용)	전폐형	구명정	환기	요건과	극지	운항	선박의	구명	설비	기준에	관한	협약	개정안	

마련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전폐형	구명정의	통풍요건과	관련한	LSA	Code	개정안을	결정하였고,	전폐형	구명정	

이외의	생존정에	대한	통풍요건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	 회의명 : 제5차 인적요소 · 훈련 ·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5)

•	 일시/장소 : 2018. 7. 16 ~ 20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s. Mayte Medina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0여개 회원국, 30여개 국제기구 및 산업계 등 600여명

                                 리더십 및 관리기술 신규모델코스

I. 회의개요

제5차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htW 5*) 결과14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5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논의내용)	리더십	및	관리기술	교육	및	전자기관부원	교육	등	표준훈련과정*을	유효화하기	

위하여	HTW	제5차	회의에서	논의

*	STCW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교과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지침으로 협약 가입국에 

권고됨

•	 	(논의결과)	여객선	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안정성	모델코스(5/3/6)의	개발내용이	해상인명

안전협약(SOLAS)	관련	개정	요건에	미달하여	동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모델코스의	

유효화	승인

2.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증명서 목록 지침 관련 

•	 	(논의내용)	항만국통제관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B-1/2	요건	명확화(예,	극지해역	

적임증명서:선장→선장+항해사)와	일시적으로	발행되는	완화증서*를	협약에	요구되는	증빙서로	

명시요구

*	특별한 상황(도서민 긴급수송 등)에서 공석 중인 직위를 안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된 자에게 

일시적으로 발급되며,「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 14. 선박직원승무기준 완화허가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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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STCW코드	표	B-I/2	개정	제안에	대하여	여러	회원국의	지지를	통해	개정작업을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한편,	임시로	발행되는	제8조	완화증서는	

목록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3.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	 	(논의내용)	1995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개정	검토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제안

*	정의(선박(vessel vs ship, 선사 또는 어선소유자, 어선원, 부원), 24m 이상 당직항해사 자격 증명에 관한 

최저 경력 단축 등

•	 	(논의결과)	상기	쟁점사항에	관해	회원국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피로에 관한 지침 개정 

•	 	(논의내용)	호주측	주도로	작성한	피로지침	개정안이	ICS1)에서	제안한	실용성,	쉬운	언어의	

사용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원칙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의제	8/1,미국)	제시

•	 	(논의결과)	미국의	수정안(HTW	5/8/1)을	기본문서로	기존의	작업문서(HTW	4/WP.3)의	

내용	중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론,	및	모듈	3(피로와	선원),	모듈	4(피로,	인식	및	훈련),	

모듈	5(피로와	선박설계)	및	모듈	6(피로,	기국	및	항만당국)	수정	완료되었으며,	전문위원회는	

MSC에	제출할	것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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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해운협회(ICS) :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회의명 : 제5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5)

•	 일시/장소 : 2018. 9. 10 ~ 14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hui Xie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5개 회원국 및 정부 ·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약 441여명 참석

I. 회의개요

제5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5*) 결과15

*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5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고망간강의 적합성 검토 및 IGC/IGF 개정안 개발 

•	 	(논의내용)	극저온용	고망간강	소재를	IGC/ICF	Code에	등록·반영하고자	논의함

•	 	(논의결과)	극저온용	소재로서	고망간강의	적용을	위한	잠정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0,	2018년	12월)에	긴급사항으로	승인을	요청함

2.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연료 지침서 개발 

•	 	(논의내용)	IGF	Code	내	연료전지	관련	개정안	개발	및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함

•	 	(논의결과)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IGF	Code에	반영하지	

않고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으로	개발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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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통합본 개정 

•	 	(논의결과)	문서	CCC	5/5	부속서	1의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신규	개정안에	

동의하고,	제30차	편집기술작업반(E&T	30)에서	IMSBC	Code(05-19)	통합본	개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함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와 부록의 개정 

•	 	(논의내용)	독일은	일부	위험물의	운송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특별허가를	요구하는	특별규정	

76의	삭제를	제안함

•	 	(논의결과)	특별규정	76은	UN	모델규정	및	국제	철도·도로	위험물	운송규정에서	이미	삭제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관련	위험물	중	일부는	이미	운송요건이	지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행정적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위험물	5종*에	대한	상기	특별규정	적용을	면제함

*	위험물 5종 : UN 3126 (자기발열성 고체, 부식성, 유기물,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3128(자기발열성 

고체, 독성, 유기물,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3129(물 반응성 액체, 부식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3130(물 반응성 액체, 독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및 3131(물 반응성 고체, 부식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5. 기상 기반 고박관련 CSS Code 부속서 13 개정 

•	 	(논의내용)	CSS	code	부속서	13장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특정시기	및	항해조건에	따른	화물의	

가속도	값	경감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독일(CCC	5/7)	및	스웨덴	문서

(CCC	5/7/1)를	중심으로	가속도	감소	커브,	고박화물에	대한	마찰계수	세분화,	조건에	따른	

안전계수	변화	등을	논의함

•	 	(논의결과)	논의	시간	부족으로	추가논의를	위해	통신작업반(CG)을	개설하여	차기회의(CCC	

6)까지	동	작업을	완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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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5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5)

•	 일시/장소 : 2018. 9. 24 ~ 28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Aji Vasudevan(인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9개 회원국, 33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480명 참석

I. 회의개요

제5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III 5*) 결과16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5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 

•	 	(논의내용)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작업반에서	초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정의*	및	장비설치	

요건	면제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하여	작업완료	시일을	2019년으로	1년	연장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에	합의함

*	MARPOL 부속서의 개정안에 제시된 무인바지선의 정의가 부속서 별로 상이하므로, 단일 정의 또는 각 

부속서의 특성에 맞는 개별정의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UNSP barge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추가하여 유수분리기, 오수처리장치 등의 각종 장비설치 

요건들의 면제가능성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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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초안 검토 

•	 	(논의내용)	2017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	초안을	검토하고,	작성된	초안의	추가	문구	검토	등을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함

•	 	(논의결과)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안는	제31차	총회	채택을	목표로	통신작업반	및	III	6차	에서	추가	

논의	예정

3. Equasis2) 정보시스템 상 출항정지 선박척수의 중복등재 관련 논의 

•	 	(논의결과)	Equasis에서	개발한	기술적	표기방식만	적용*하기로	결정함	

*	중복등재 건수의 삭제도 고려되었으나, Equasis는 각 PSC 협의체가 제공한 출항정지자료를 수정할 권한이 

없어 가입현황만 표기할 수 있음

	- 아울러,	동	중복등재	사항은	차기	PSC	워크샵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가	

논의	예정임

4. III Code의 의무규정 목록 및 HSSC 검사지침에 대해 개정 초안 작업 진행 

•	 	(논의내용)	신규	협약요건을	반영하여	위하여	개정중인	III	Code의	의무규정	목록	및	HSSC	

검사지침에	대해	개정	작업	진행

•	 	(논의결과)	협약	발효	시기(2020.1.1	및2019.1.1)에	따른	미반영	사항은	통신작업반	및	차기	

회의에서	지속	검토	후	제31차	총회에	제출	예정	

5. 기국을 권한을 대행기관(RO)에 위임하기 위한 표준협정서 개정안 완료 

•	 	(논의내용)	통신작업반에서	작업한	표준협정서	초안을	기반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MSC-

MEPC.5	회람문	초안(표준협정서)을	결정함

•	 	(논의결과)	결의서	A.739(18)*(정부대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침)은	RO	Code로	대체되었으므로	

표준협정서에	법적근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현행 결의서는 RO Code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됨 

6. MSI(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보고서 분석에 따른 교훈 및 안전문제

•	 	(논의내용)	 	 2010∼	 2017년	 IMO	회원국이	제출한	 63건의	해양사고보고서를	검토하고,	

GISIS를	통해	전	회원국에	공표되는	교훈사항	20건을	확정함

•	 	(논의내용)	기존	교훈사항의	GISIS	등재는	통신작업반이	수행하였으나,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하여	조사당사국이	직접	등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Equasis : European Quality of Ship Information System (유럽선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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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안전1

논의개요

•	 (배경)	MASS	상용화를	대비하여	IMO	차원의	통일된	국제기준	및	지침	개발의	필요성	대두되어	

‘18년부터	IMO에서는	정식의제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IMO	협약을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	中

•	 (주요	논의사항)	

1,	MASS와	관련된	IMO	국제해사협약식별(Regulatory	Scoping	Exercise,	RSE)을	위한	

작업체계	구축

2.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을	위한	잠정지침	개발

논의경과

•	영국은	2015년	MSC	95차	회의(MSC	95/INF.20)에서	IMO해사협약	규정	내에서	자율운항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보문서를	제출함

•	MSC	98차(‘17.6월)에서는	덴마크,	일본,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	등	총	9개	회원국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IMO	협약을	식별하는	작업을	제안함

	-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해	IMO	해사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식별	및	법규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을	MSC	작업계획에	반영하고,	2018년

(MSC	99차)부터	2020년(MSC	103차)까지	MSC	정식의제로	논의하기로	결정함

•	 LEG	105차(‘18.4월)에서는	기술개발에	따라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법적	문제(안전,	보안,	환경보호,	책임과	보상	및	보험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므로	향후	LEG에서	이러한	법적	사항을	논의하기를	제안하는	문서(LEG	105/11/1)가	제출됨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IMO 국제해사협약 

규정식별작업(regulatory Scoping exercise, rSe)

	- 논의결과,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관련협약의	적용범위	검토	작업(RSE)	및	갭	분석에	

대한	신규	의제를	법률위원회(LEG)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동	의제에	대하여	2022년

까지	완료를	목표로	향후	LEG	106차(‘19년)부터	논의하기로	함

•	 MSC	99차(‘18.5월)에서는	RSE	작업체계(Framework)를	구축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금번	

회의에서	개발한	RSE	작업체계에	대해	검증하기로함.	검증을	통해	차기	MSC	100차에서	RSE	

작업체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함

•	 MSC	100차(‘18.12월)에서는	RSE	작업체계(Framework)를	확정하고,	RES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함

세부 논의사항

1.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MSC)

•	 영국,	우리나라	등	9개국에서는	해상에서의	자율운항	선박	운용과	관련되는	IMO	협약검토	작업에	

대한	신규	작업과제를	제안함

	- 작업의	범위	:	기존	IMO	규정	중	무인선의	등장으로	인해	제·개정해야	부분과	새로운	이슈를	

식별하는	것으로	한정

	- 작업의	결과물	

1)	기존	IMO	규정	중	무인선	운용	도입을	방해하는	규정	식별

2)	기존	IMO	규정	중	무인선	운용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	식별(순수한	인적요소)

3)	기존	IMO	규정	중	무인선의	건조	및	운용에	있어서	안전성,	보안성,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내용	식별

•	논의결과,	무인선	등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운용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아국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필요성을	지지하고,	자율운항

선박의	조화로운	인증/운항	규정	마련을	IMO가	선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

하였음	

•	 다만,	IFT에서는	문서제출(MSC	98/20/13)을	통해	자동화	수준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명확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공급이	필요함으로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등	인적문제,	UNC-

LOS	등	타	법령과	현	IMO	법령에	미치는	영향력,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적	안전수준	확보	여부	등	

다양한	논의	이슈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다수	회원들도	이에	동의함	

•	 따라서,	MSC	98차에서는	다음과	같이	MASS	RSE	작업을	MSC	신규과제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함

1)	작업과제(OUTPUT)	: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법률적	범위	논의(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2)	주관	회의	:	MSC	

3)	작업기간	:	4	회기(MSC	99차부터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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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	논의결과,	무인선	등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운용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아국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필요성을	지지하고,	자율운항

선박의	조화로운	인증/운항	규정	마련을	IMO가	선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

하였음

IMO	국제해사협약	식별(RSE)을	위한	작업방법(Framework)	주요내용

□	목표(Aim)

ㅇ	RSE의	목표는	IMO	협약안에서	MASS를	어떻게	안전하고,	확실하며,	환경친화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목적(Objective)

ㅇ	MSC에서	수행하는	MASS에	대한	RSE의	목적은	MASS의	운용을	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존재하는	규정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	임시용어(Preliminary	glossary)

ㅇ	RSE를	수행하기	위한	MASS는	다양한	자동화수준에서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선박

-	RSE를	수행하기	위한	자율등급은	다음과	같음	

1.	자율주행을	위한	부분적	자동화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	(1단계)

2.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2단계	-	시스템	고장시	선원이	대응)

3.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3단계	-	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됨)

4.	완전	자율주행선박	(4단계)

ㅇ	상기의	자율등급은	계층	순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MASS는	한	항차동안에	한	개	이상의	
다양한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음

ㅇ	자율의	정도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함

1.	“선상	시스템	및	기능”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항해	및	엔진	제어를	포함	할뿐만	아니라	화물	
취급	및	통제,	비상	상황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하는	기타	운영을	포함함

2.	“선원	(seafarer)”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선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자로	
정의됨

3.	두	번째	단계(분석)에서는	승선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승객	또는	다른	직원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협약(Instruments)

ㅇ	RSE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안전	및	보안관련	강제협약에	대한	예비목록은	부록(Appendix)	
1에	있음.	모(母)	협약의	하부에	있는	강제협약도	고려되어야	함

ㅇ	강제	및	비강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코드에서	비강제부분도	MASS운용을	위한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정검토	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함

□	선종	및	크기(Type	and	Size	of	ships)

ㅇ	RSE의	적용은	고려하는	협약의	적용가능성(적용범위)으로	제한됨

•	 (작업계획	수립)	RSE	작업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자율운항선박	운항과	관련이	있는	해사

안전협약	14개를	식별하고,	2020년	MSC	103차까지의	작업계획을	<표	3>과	같이	수립함

자율운항선박과	관련	있는	IMO	국제해사협약	목록(14개)

1.	COLREG	1972	-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2.	CSC	1972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CSC),	1972,	as	amended

3.	LL	1966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	1966

4.	LL	PROT	1988	-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5.	SAR	1979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6.	 SOLAS	 1974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7.	SOLAS	AGR	1996	-	Agreement	concerning	specific	stability	requirements	for	ro-ro	
passenger	ships

8.	SOLAR	PROT	1978	-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9.	SOLAS	PROT	1988	-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10.	SPACE	STP	1973	-	Protocol	on	Space	Requirements	for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1973

11.	STCW	1978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12.	STCW-F	1995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13.	STP	1971	-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	1971

14.	TONNAGE	1969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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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	작업계획

•	 (통신작업반	설립)	MSC	99차에서	<표	5>,	<표	6>와	같이	개발한	RSE	작업방법을	검증하고,	

MSC	100차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통신작업반을	설립함

	- 통신작업반에서는	SOLAS	III/17-1(해상으로부터	인명구조),	V/19.2(선박용	항해설비	및	

시스템),	II-1/3-4(비상예인장치	및	절차),	V/22(항해	선교의	시야),	LL	제10규칙(선장에게	

제공되는	정보-복원성	등)	등의	규정을	시험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MSC	

100차에	제안할	예정임

통신작업반	RSE	작업체계	검증방안	

작업
MSC100
(‘18.12월)

MSC101
(‘19.6월)

ICG
MSC102
(‘20.5월)

MSC103
(‘20.11월)

논의체계 구축(정의, 협약 목
록 등)

ㅇ

MSC 99차 문서 기반 통합문
서 개발

ㅇ

작업방법 개발 및 검증

1단계 (rSe 작업) ㅇ ㅇ ㅇ ㅇ

2단계(MASS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 결정)

ㅇ ㅇ ㅇ ㅇ

MASS 시험을 위한
임시지침 개발

ㅇ
(검토)

<1단계	및	2단계	작업방법에	대한	검증	작업	수행>

ㅇ	1단계,	RSE	작업은	IMO	협약의	다음사항	식별

1.	MASS에	적용되고,	MASS의	운용을	방해하는	규정

2.	MASS에	적용되고,	MASS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	규정

3.	MASS에	적용되고,	MASS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지만	명확화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

4.	MASS	운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ㅇ	2단계,	MASS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1.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동등규정	또는	통일해석	개발

2.	현재	협약	개정

3.	새로운	협약	개발

4.	분석의	결과로서,	해당사항	없음

RSE	작업방법

•	 (기타사항)	회원국에게	MASS	시험운용을	위한	임시지침서	개발	관련	의제문서를	MSC	100차에	

제출할	것을	요청

3.	제105차	법률위원회(LEG)	

•	캐나다,	우리나라	등	10개	회원국에서는	LEG(105/11/1)	문서제출을	통해	MASS의	기대효과		

(에너지효율	증진,	비용절감,	안전과	보안에	대한	긍정적	영향)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문제,	안전,	보안,	환경,	사고	책임,	보상	및	보험	문제	등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	이슈	외에	법적	이슈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	책임,	보상	등에	대한	IMO	해사협약의	검토를	위하여	법률위원회에서	최대	4개의	회기(2019-

2022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위원회의	작업의제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작업의	결과물	

1)	특별이슈의	식별,	협약의	분류의	인벤토리	작성,	MASS의	영향분석

2)	무인운항을	저해하는,	적용되지	않는,	개정이	필요한,	현행규정과의	차이에	대한	식별

•	논의결과,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관련협약의	적용범위	검토	작업(RSE)	및	갭	분석에	대한	

신규	작업의제를	법률위원회(LEG)의	작업의제로	채택함

	- 동	의제에	대하여	제106차(‘19	상반기)	법률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자는	의견에	각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으며	약	30개	회원국의	지지발언을	얻어	채택함

	- MASS	작업은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개최되는	해사안전위원회(MSC	

99,	100)	결과를	고려하여	2019년	제106차	법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조항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율화 정도
MASS 적용

(.1, .2, .3, .4)

MASS 운영을 다룰 수 

있는 가능한 방법

(.1, .2, .3, .4)

의견/비고(특히, 인간 

요소, 기술과 운영 요소)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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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106차	법률위원회가	MASS에	관한	신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MSC	99	및	MSC	

100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06차	법률위원회(LEG	106)에	구체적인	의제문서를	회원국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함

4.	해사안전위원회	회기간	통신작업반	

•	회기간	통식작업반	33개	회원국,	1개	준회원국	및	15개	NGO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됨

	-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RSE에	대한	작업체계	및	방법론	검증에	집중하였으며,	두	번째	라운드

에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제안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해	정리하였고,	남은	2개의	라운드에서는	

통신작업반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집중함

•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는	RSE	작업양식	개선사항	및	RSE	시험	결과를	MSC	100차에	보고

하였으며,	하기	사항에	대한	논의를	요청함

	- MSC	99차에	개발한	RSE	작업체계	및	검증방법은	원칙적으로	RSE	작업에	적합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할	것

	- 통신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

	-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MASS	2가지	등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것

	- 5개	협약에	대한	RSE	시험	결과에	따른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

	- 기타	실무적인	사항으로	RSE	양식에	Provision	부분을	사전에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검토,	Word	or	Excel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검토

5.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	논의결과	

□	(작업체계)	자율등급,	방법론,	검토수준,	작업양식	등	작업체계	확정

•	 (자율등급	및	방법론)	자율등급(4단계)	및	방법론(2단계)는	기존안	유지하고,	방법론	1단계	

작업완료(‘19.9월)후	2단계	작업	예정

자율등급	및	방법론

*	<RSE	작업을	위한	MASS	등급	(4단계)>

1.	자율주행을	위한	부분적	자동화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	(1단계)

2.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2단계	-	시스템	고장시	선원이	대응)

3.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3단계	-	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됨)

4.	완전	자율주행선박	(4단계)

**	<RSE	작업방법론	(2단계)>

ㅇ	1단계,	RSE	작업은	IMO	협약의	다음사항	식별

1.	MASS에	적용되고,	MASS의	운용을	방해하는	규정

2.	MASS에	적용되고,	MASS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	규정

3.	MASS에	적용되고,	MASS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지만	명확화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

4.	MASS	운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ㅇ	2단계,	MASS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1.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동등규정	또는	통일해석	개발

2.	현재	협약	개정

3.	새로운	협약	개발

4.	분석의	결과로서,	해당사항	없음

•	 (검토수준)	자율등급	2	및	3단계에	대한	강제협약	상위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율등급	1	

및	4	단계는	향후	논의

•	 (작업양식)	RSE	작업양식(Template)	개정

	- 기존의	“Degree	of	autonomy”,	“MASS	application”	및	“The	most	appropriate	way	of	

addressing	MASS	operations”항에	대한	표시	구분*

*	기존에는 1, 2, 3, 4를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나, 구분을 위해 기존숫자 표시에 추가하여 다른항에는 A, B, C, 

D 및 I, II, III, IV를 사용하도록 개정 제안

	- 2단계	제목을	“Possible	way	of	addressing	MASS	operation”에서	“The	most	appro-

priate	way	of	addressing	MASS	operation”으로	변경

□	(작업	플랫폼)	효율적인	RSE	작업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GISIS를	활용한	웹플랫폼	개발	예정

•	 IMO	협약	초기작성문서	업로드	양식(‘19.2.15까지)	및	초기작성문서에	대한	코멘트	제출·기타	

분석기능을	위한	추가양식(‘19.3월말)

□	(작업절차)	작업절차를	1단계(IMO	협약검토)	및	2단계(1단계	결과분석)로	구분하고,	회기간	

작업반(‘19.9월)	및	최종검토	회의(MSC	1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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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	작업절차

•	 (작업그룹)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협약별	주관	및	지원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SOLAS	

제9장(ISM	코드)	및	STCW	협약	지원국*으로	참여

*	SOLAS 제9장 주관국은 노르웨이, STCW 협약은 미국이 주관국 수행

구분 작업내용 비 고 일정

1단계
(협약검토)

초기문서작성 회원국 자발적 참여 ‘19.4월

코멘트 제출 전 회원국 ‘19.5월∼6월

초기문서 및 코멘트 검토 회원국 자발적 참여 ‘19.6월∼7월

결론 회기간 MSC 작업반 ‘19.9월

2단계
(1단계결과

분석)

초기 분석 회원국 자발적 참여 ‘19.9월∼10월

코멘트 제출 전회원국 ‘19.11월

초기분석 및 코멘트 검토 회원국 자발적 참여 ‘19.12월∼’20.1월

최종검토 MSC 102 ‘20.5월

협약 장/섹션 자율등급 초기검토 국가 지원 국가

SOlAS 1974

제2장-1 All(1,2,3,4) 프랑스 스웨덴, 이란

제2장-2 All(1,2,3,4) 일본

제3장 All(1,2,3,4) 네덜란드 벨기에

제4장 All(1,2,3,4) 터키 중국, 일본

제5장 All(1,2,3,4) 중국 덴마크, 일본, 싱가폴

제6장 All(1,2,3,4) 일본

제7장 All(1,2,3,4) 일본

제9장 All(1,2,3,4) 노르웨이 중국, 한국, 러시아

제11장-1 All(1,2,3,4) 핀란드

제11장-2 All(1,2,3,4) 핀란드

SOlAS AGr 1996

SOlAS PrOt 
1978

SOlAS PrOt 
1988

StCW 1978 및 
StCW 코드

All(1,2,3,4) 미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StCW-F 1995 All(1,2,3,4) 일본 뉴질랜드

COlreG 1972 All(1,2,3,4) 마샬아일랜드 중국, 일본, 싱가폴, 미국

CSC 1972 All(1,2,3,4) 일본 핀란드

ll1966 All(1,2,3,4) 인도

ll PrOt 1988 All(1,2,3,4) 인도

SAr 1979 All(1,2,3,4) 스페인, 프랑스 터키

SPACe StP 1973

StP 1971

tOnnAGe 1969

RSE	협약	목록	및	초기검토	국가와	지원협력	국가(‘18.12.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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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잠정지침	개발	방향에	합의하고,	차기	해사안전위원회(‘18.6월)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

자율운항선박의	시운전	지침	개발을	위한	원칙(9개)

•	 자율운항선박	관련하여	유럽,	일본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	및	기준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IMO에서	자율운항선박	지침	및	기준	제정	

논의시	자국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됨

•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	MSC	99차에서	개발한	RSE	작업방법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MSC	100차에서는	RSE	작업방법을	확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함

•	MSC	100차이후부터	통신작업반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MSC	101차부터	본격적인	RSE	작업시	

수행될	예정임

•	또한,	MSC	99에서	결정한	MASS	정의	및	자동화	등급에	대해서는	RSE	작업을	위해	임시로	

정해	놓은	것으로,	향후	MASS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자동화	등급의	재논의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차원의	자율등급	산정이	필요

•	 RSE	작업은	LEG,	FAL,	MEPC	등의	타	위원회에서도	수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화로운	결과	

도출을	위한	위원회별	협동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이미	LEG에서	제106차	회의부터	책임	및	보상	등에	대한	협약을	중심으로	RSE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MEPC에서도	향후	환경과	관련된	협약식별을	위한	작업	수행이	예상됨

	- 또한,	FAL에서도	입출항	수속	등	전자증서	및	싱글윈도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FAL	협약에	

대한	RSE	작업이	예상됨

•	그리고	MSC	101차부터는	2단계	작업사항인	MASS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임.	따라서	동	논의시	MASS에	대한	새로운	협약	제정,	기존	협약의	개정	및	

	1)	산업계와	정부의	통일된	단일지침서를	개발
	2)	통상적인	일반사항을	고려한	지침	개발
	3)	기술적인	상세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개발		
	4)	목적기반기준개발(GBS)	방법과	절차를	활용한	지침	개발
	5)	정보의	공유(IMO와	이해당사자에게	지침개발	관련	정보공유)
	6)	시운전	실시보고	(특정지역에서의	시운전	정보를	모든	선박에	공유,	시운전	실시에	대한	사항을	

관련	연안국의	보고)
	7)	사고예방조치	(시운전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운항을	고려한	지침서	개발)
	8)	강제규정의	준수	(시운전	선박이	IMO	강제협약의	규정범위를	준수하도록	지침	개발)
	9)	시운전의	범위를	설정	(항해,	새로운	장비를	탑재하는	등	수행되는	시운전	특별사항에	대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지침	개발)

통일해석	개발	등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MSC	101차에서	MASS	시험운용을	위한	임시지침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각	회원국들의	환경,	기술	및	기준	등을	임시지침에	담기	위한	활동이	예상됨

•	MSC	103차(‘22년)에서	RSE	작업	및	MASS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업의	범위에	따라	관련	협약검토를	위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작업과	더불어	

국제표준작업이	ISO,	IALA,	ITU,	IEC	등	국제표준기구들과	연계하여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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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해역코드 2단계 개발 (Polar Code 2단계) 

논의개요

•	 (배경)	Polar	해역내	비협약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MSC	99차부터	Polar	Code	2단계	개발에	

대한	논의	착수

•	 (주요	논의사항)	SOLAS	비적용선박에	대한	POLAS	Code	적용해역	범위검토,	대상선종	검토,	

강제적/권고적	지위검토,	로드맵	수립	등

논의경과

•	 DE(선박설계	및	설비	전문위원회,	현재	명칭은	SDC로	변경됨)에서	Polar	Code를	2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부터,	SOLAS	비적용선박에	대해	Polar	Code만을	발췌하여	

적용하는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

•	MSC	98차에서	SOLAS	비적용선박에	대한	강제요건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함

	- 작업계획	명칭을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선박을	위한	안전대책(Safety	meas-

ures	for	non-SOLAS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으로	변경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	의제를	위원회의	2018-2019	2개년	및	99차	잠정의제로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함

세부 논의사항

1.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	 (적용범위)	Polar	Code	2단계	개발에	있어	적용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SOLAS	비적용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은	원칙적으로	남극해와	북극해에	적용해야	함에	동의

	- 대상선종별	구체적	안전대책	검토시	면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각	케이스별로	

검토하여야	함에	동의

	- 극지해역	운항에	대한	권고적	조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

•	 (대상선종)	대상선종을	어선,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람	요트,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으로	함에	동의하였음

•	 (강제성)	동	작업과제가	강제적	조치에	있어	특히	복잡한	사안이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안전대책	개발작업	진행시	NCSR과	SDC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작업반에서	도출한	SOLAS	

비적용선박에	대한	규정	표는	현	시점에서는	참고하지	않기로	결정

	- 강제	또는	권고적	안전대책	개발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24미터	이상	어선,	총톤수	300∼500톤	사이	화물선에	대한	SOLAS	제4장,	5장의	강제	안전

대책	검토는	현	단계에서는	NCSR에	위임하지	않고,	MSC	100차	작업반에서	필요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권고적	안전대책	개발이라도	우선	착수해야	한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SDC(‘19.2월)의	신규	작업과제로	권고적	안전조치	개발작업을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함

•	 (작업반	개설)	하기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MSC	100차에	작업반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음

	- MSC	99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

	- NCSR	전문위에	제공할	명확한	지시사항	결정

	- MSC	99차	작업반에서	제시한	로드맵<표	11>	검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선박의	안전대책	개발	로드맵

연도 논의회의 수행사항

2018 MSC 99
nCSr 6차, SDC 6차의 잠정의제에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non-SOlAS 선박의 
안전대책” 작업과제(output) 반영

2019 nCSr 6

1. nCSr 전문위원회에서 24미터 이상 어선에 대한 강제적 안전대책 검토 · 
SOlAS 5장에 한함

2. nCSr 전문위원회에서 총톤수 300-500톤 사이 화물선에 대한 강제적 안전
대책 검토 · SOlAS 4장, 5장에 한함

3. 24미터 이상 어선, 총톤수 300-500톤 사이 화물선에 대한 Polar Code 
Part I-A의 9장~11장의 폭넓은 적용 검토

2019 SDC 6

1. SDC 전문위원회에서 24미터 이상 어선에 대한 권고적 안전대책 고려 ·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와 연계

2. SDC 전문위원회에서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300톤 이상의 유람요트에 대한 
권고적 안전대책 고려

3. 극지해역 운항 SOlAS 비적용 선박의 안전 대책 개발 검토

2019 MSC 101 nCSr 6, SDC 6 권고안 추인

2020 nCSr 7 SOlAS 또는 Polar Code 개정초안 마무리

2020 SDC 7 극지해역 운항 SOlAS 비적용 선박의 안전 대책 개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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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MSC	82(2006.11)에서	일본이	구명설비	요구사항의	새로운	체계	개발을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됨.지난	SSE	4에서	SOLAS	III장의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MSC	98에서	

예상성능을	정량화하고	기능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할	것을	SSE	5에	지시함

•	 (주요	논의사항)	SOLAS	III장	전체	그리고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기능요건과	기대성능을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함

논의개요

•	본회의장에서	마샬아일랜드,	파나마,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일본,	ICS	등의	지지로	미국이	

제안한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목표/기능요건을	우선	정립하기로	결정함

•	하지만	IACS는	미국이	제안한	Reverse	engineering	접근법이	IMO	GBS	일반지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이	미국의	Reverse	engineering	접근법은	공식

안전성평가(FSA)	방법론에	부합하는	기본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문제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구명설비	GBS	구조	정립은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하여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됨

•	 작업반은	MSC	82차	이후	논의경과를	검토하고	기능요건과	예상성능이	SOLAS	III장	전체	그리고	

대체설계	및	배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고	상호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따라서	전문위원회는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함.	작업반에서	완성한	IMO	초기전략	초안	채택

세부 논의사항

향후 계획

•	 통신작업을	개설하여	SOLAS	III장	전체	그리고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기능요건과	기대성능을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함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 - SSe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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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NCSR	전문위원회에서	24미터	이상	어선,	총톤수	300∼500톤	사이의	화물선에	대한	SOLAS	

제4장,	5장의	강제	안전대책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기	회의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SOLAS	비적용선박에	SOLAS	규정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DE에서	Polar	Code	

개발	논의시부터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임

•	 SDC	전문위원회의	신규	작업과제로	‘어선,	유람요트에	대한	권고적	안전대책	개발’이	포함됨에	

따라,	SDC	6차(’19.2월)에서도	SOLAS	비적용선박의	안전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Polar	Code	2단계	개발	논의와	연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어선	안전에	대한	2012년	케이프

타운	협정서(2012	Cape	Town	Agreement)’	비준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본	협정서에	가입하는	

회원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0 MSC 102
SOlAS 또는 Polar Code 개정초안 승인
극지해역 운항 SOlAS 비적용 선박의 안전 대책 승인

2020 MSC 103 SOlAS, Polar Code 개정안 채택(발효예정일 2024.1.1.)

2024 - SOlAS, Polar Code 개정안 발효

2.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	MSC	100차에서는	작업반을	개설하여,	MSC	99차에서	결론내지	못한	사항에	대해	논의함	

•	現	 단계에서	 Non-SOLAS	 선박(24미터	 이상	 어선,	 총톤수	 300톤	 이상	 유람요트,	 총톤수	

300∼500톤	사이	화물선)의	Polar	Code	강제	적용은	시기상조임을	인식하고,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마련함

*	’20년 영향평가(NCSR 7차) → ’21년 SOLAS 제14장 개정안 마련(NCSR 8차) → ’21～’22년 개정안 승인 

· 채택(MSC 104～105차) → ’24.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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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	Safety	System,	세계해상조난	안전제도)는	1998년	

SOLAS	IV장에	규정되어	1999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항해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에	강제	적용되고	있음.	이후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존의	GMDSS	체계의	현대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	논의사항)	신규	GMDSS	위성	서비스	제공자	및	SOLAS	III장의	무선구명설비의	IV장으로	

이동편제

논의개요

세부 논의사항

•	 (IMO/ITU	전문가	그룹)	NCSR	4에서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및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IMO/ITU	전문가	그룹에서	제출한	동	개정의	초안	및	향후	작업계획	검토

•	 (작업계획)	통신작업반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NCSR	6에서	작업결과가	보고될	예정임

1)	SOLAS	IV장의	적용(Application)

-	잠정적으로	현재규정(SOLAS	IV/Reg.1.1)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

2)	신규	GMDSS	위성	서비스	제공자

-		Res.MSC.436(99)에	따라	SOLAS	IV/Reg.2에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정의	추가	및	설비	기록부	Form	P	/	R	/	C	개정	(INMARSAT	ship	earth	station	→	Recog-
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3)	SOLAS	III/6/2	규칙(무선구명설비)

-		동	개정을	통해	IV장으로	편제될	예정이며,	그	적용	범위	또한	현행	SOLAS	IV장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향후 계획

•	MSC	98차에서	GMDSS	현대화	작업을	위한	SOLAS	III(구명설비의	통신장비)	및	SOLAS	IV장

(GMDSS)	규정의	개정을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합의하였고,	동	개정이	2022년	7월	1일	전에	

채택될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등 규정 개정 

- nCSr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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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개요

•	 (논의경과)	MSC	97에서	‘신조	및	현존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2장	및	관련	Code의	검토’를	SSE	4의	잠정의제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이에	SSE	4에서	이를	위한	작업계획과	작업범위를	결정함

•	 (주요결과)	개정이	필요한	SOLAS	등의	협약	규칙을	식별하고,	지침서	초안의	구조를	결정함.	

또한,	MSC.1/Circ.1430의	개정안을	작성함

세부 논의사항

•	현존	및	신조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	내의	화재사고	및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SOLAS	Ⅱ-2	및	관련	Code를	식별하고,	지침서	초안의	구조를	

결정함

•	MSC.1/Circ.1430(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대한	수기반	고정식	소화장치에	대한	설계	및	

승인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고,	MSC	100에	승인을	요청함

	- 3.2	및	3.23항을	하나로	합치고,	밸브	룸과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	내에서	펌프	및	밸브의	개폐	

및	지시가	가능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 5.6항에	3.2.2항의	제어장치가	설치된	인원	상주하는	장소에	TV	감시	장치	모니터를	설치하는	

요건을	추가함

•	통신작업반을	개설

향후 계획

•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아래의	작업을	수행하고,	SSE	6에서	지침서	초안을	확정하려고	

함.	다만	광범위한	작업범위를	고려할	때	지연이	예상됨

	- 신조	및	현존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잠정지침의	개발

	- SOLAS	협약	및	관련	Code	개정	초안	개발

신조 및 현존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

- 2장 및 관련 Code의 검토 - SSe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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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극지운항을	위한	별도의	항해통신	장비의	일반지침(General	guidance	fo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tended	for	use	on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	초안이	

작성되어	NCSR	6차에	제출	예정임

•	 (일반지침	작성)	상기	식별된	기존의	모든	성능	및	시험기준을	개별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은	

막대한	Work-load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대안임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작업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기존의	개별	성능	및	시험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 극지운항을	위한	별도의	항해통신	장비의	일반지침을	작성하여	극지해역에서의	모든	항해통신	

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장비가	상기	지침을	만족할	경우	형식승인	증서에	별도	Remark	등으로	표시함

	- 상기	지침은	Part	I	(일반적인	작동환경)과	Part	II	(특별요건이	요구되는	장비)로	구성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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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개요

•	 (배경)	MSC	94차에서	Res.MSC.385(94)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코드

(Polar	Code)가	채택되었으며,	SOLAS	14장에	의해	강제화	되어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 MSC	95차에서	Polar	code	이행을	위한	극지에서	사용되는	항해/	통신장비의	추가적인	성능	

및	시험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되었으나,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MSC	97차에서	Polar	code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명설비	및	항해/통신장비	등의	상기	기준을	

관련	전문위원회(SSE,	NCSR)에	제안토록	함

•	 (통신작업반)	MSC	98차에서	상기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이	승인되었으며,	해당	TOR은	

아래와	같음

세부 논의사항

•	 (적용설비	목록)	기존의	항해통신장비	중	극지해역	운항을	위하여	관련기준의	제/개정이	

불가피하거나	추가고려가	필요하다고	식별된	장비의	목록을	제시함

1
MSC 97, nCSr 4, MSC 98의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항해통신 장비의 성능기준 및 시험 기준들 중에 

Polar Code 이행을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한 기준들을 목록화 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2 극지해역 운항을 대비하여 항해통신 장비의 승인시, 필요한 경우 추가 조건을 고려하도록 할 것

3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Interim Solution 작성을 고려할 것

4
Polar Code 이행에 관련된 항행통신 장비의 별도 성능기준(통합) 개발, 기존의 개별 성능기준에서 

관련요건 추가 등의 대안을 고려할 것 

5 상기를 고려하여 작업결과를 nCSr 5차 회의에 보고할 것

Polar Code 관련 신규작업 - nCSr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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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아국은	MSC	96차	회의(2016.05.)에서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IGC/IGF	Code에	등재하기	

위한	신규	작업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CCC	3차	회의(2016.09.)부터	신규과제로	채택됨

•	 (주요	논의사항)	고망간강의	극저온용	적합성에	대한	확인결과	보고서	관련사항	및	그에	따른	

고망간강	적용	관련	잠정지침(안)

논의개요

세부 논의사항

•	 (확인결과보고서	관련사항)	작업반은	안정성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술적	필요성을	검토	후,	

1개	국가가	제안한	고망간강	안정성	평가항목	잠정지침서를	잠정지침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함

•	 (관련	잠정지침)	잠정지침은	LNG	연료탱크	및	화물저장탱크	모두	적용하기로	결정됨

•	 (기타사항)	극저온용	고망간강과	같은	신소재가	IMO	관련	규정에	등재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

(Generic	Guidance)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구성이	승인됨

	- 상기	고망간강	잠정지침	및	관련	협약의	개정초안은	MSC	100차(2018.12.)에	승인	요청될	

예정임

향후 계획

•	상기	고망간강	잠정지침	및	관련	협약의	개정초안은	MSC	100차	회의(2018.12.)에	제출되어	

승인	요청	예정임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적합성 및 관련 IGC/IGF Code 

개정 검토 - CCC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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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개요

•	 (배경)	기술발전에	따라	연료전지	및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기술요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CC	1차	회의(2014.09.)부터	논의되기	시작함

•	 (주요	논의사항)	연료전지	관련	IGF	Code	개정초안,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	관련	기술요건	초안	등

세부 논의사항

•	 (연료전지	관련	IGF	Code	개정)	논의시간	부족으로	준비된	개정	초안을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논의	예정

	- 다만,	연료전지	관련	안전요건을	IGF	Code에	추가하지	않고	잠정지침으로	개발하기로	함

•	 (선박안전	관련	기술요건)	메틸/에틸	알코올	연료	선박의	안전지침을	IGF	Code에	추가하지	

않고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으로	개발	완료함

	- 완료된	잠정지침의	조기시행을	위해	긴급사항으로	MSC	100(2018.12)에	제출하기로	함

*	논의사항 : 국제기준에 표기된 연료 사용, 용어 정의,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케미컬 탱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적용, 연료탱크 배치 · 비상차단 개념 기관실 · 연료준비실의 통풍장치 요건

•	 (기타사항)	IGF	Code의	개정	초안을	위해	점검/모니터링	시트	및	기록서식을	최신화함

향후 계획

•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연료전지	관련	IGF	Code	개정	초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관련	안전

요건을	잠정지침으로	개발하기로	함

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 연료유 지침서 개발 

- CCC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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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의	역할	및	향후	활동(국제해운의	지속적	발전	지향,	

연구	개발	장려	등),	향후	IMO	GHG	Study를	통한	불확실한	배출량	전망의	개선	필요성,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바탕으로	초기전략이	수립되었음	등을	언급

2. 비전	

	- 비전이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수치적	목표는	의욕수준에서	설정할	것임에	동의하고	아래의	비전	텍스트에	

합의함

	- IMO는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세기	내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저감함

3. 의욕수준	및	적용원칙	

	- (의욕수준)	EEDI	단계적	이행	검토,	탄소집약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총량	제한으로	의욕

수준을	결정하였으며,	배출총량	제한의	경우	개도국의	반발이	극심하였으나	최신의	배출량	

추정	연구결과	및	IPCC	보고서를	고려하여	검토(Review)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함
	

.1	EEDI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선박(신조선)의	탄소집약도	감소

.2	국제해운	탄소집약도	감소

평균	transportwork	당	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70%	개선	노력

.3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달성	및	감소

배출량의	정점을	가능한	빨리	달성,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한편,	비전에서	요구되는	단계적	감축	노력을	추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궤적은	파리	협약의	온도	목표와	부합할	것

	- (적용원칙)	선진국은	CBDR+RC	원칙이	강제조치	이행에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초기

전략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CBDR+RC	원칙을	남겨두는	대신	

의무적인	조치는	모든	기국의	선박에	차별	없이	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또한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추가함

4. 단·중·장기조치	및	국가별	영향	

	- ISWG-GHG	3차에서는	논의시간	부족으로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칠레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였던	선박	감속(Speed	reduction)	고려	시	최적	속도(Speed	op-

timization)를	함께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MEPC	작업반	논의에서는	기존안과	크게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초안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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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2

논의개요

•	 (논의경과)	제2차	선박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이	’17.10.23~27	기간	동안	개최되었으며,	온실

가스	배출감축	초기전략	초안을	개발함

*	약 82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서 약 300여명의 전문가 및 대표단이 참석함

** MEPC 70차에서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으며, 동 로드맵에 따라 2018년 

MEPC 72차에서 IMO 초기전략, 2023년 MEPC 80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최종전략을 

채택하여야 함

•	 (주요결과)	초기전략에	2050년	의욕수준을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설정한	것에	개도국의	반발이	

극심하였으나,	의장	중재안에	합의함

	-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찬성으로	IMO	초기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제4차	회기간작업반	회의에서	초기전략	후속조치(활동)	논의	결정

*	(감축목표) 금세기에 가능한 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선의 EEDI 개선을 통하여 탄소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의존도는 ‘30년까지 ‘08년 대비 40%, ‘50년까지 70%로 각각 감축하며, ‘50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08년 

대비 50% 감축

세부 논의사항

•	작업반에서	완성한	IMO	초기전략	초안	채택

*	초기전략은 1.소개, 2.비전, 3.의욕수준 및 적용원칙, 4.가능한 타임라인을 포함한 단,중,장기 후보조치 및 

국가별 영향, 5. 장애 및 지원조치(역량강화 및 기술기원), R&D, 6. 최종전략 개발을 위한 추가활동, 7. 전략의 

정기적 재검토 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IMO 선박 온실가스 배출감축 초기전략 

- MePC 72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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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경과)	0.5%	저유황유	규제의	이행시기	결정을	위하여	연료유	이용	가능성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MEPC	70차(2016년	10월)에서	IMO	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료유	내	

0.50%	황	함유량	규정의	이행시기를	2020년으로	확정함

	- MEPC	71차(2017년	7월)는	2019년	완료를	목표할	것을	목표로	아래	8가지	항목*에	대한	

개발을	PPR에서	수행할	것을	요청함

*	1. 과도기적/준비 이슈 

   2. 연료 및 기계 시스템 영향 

   3. 협약의 일관된 검증/조치/이행에 필요한 사항 

   4. 연료유 이용이 불가능 표준 보고 체계(시스템) 개발 

   5. 기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지침(Guidance) 개발 

   6. ISO 8217 체계의 검토 (국제표준화기구(ISO)) 

   7. 규제 및 지침서 개정 

   8. 혼합유 관련 0.5% 황함유량 규정 이행 관련 안전 영향성

•	 (주요결과)	2020년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0.5%	m/m)	의	일괄된	이행을	위한	통합	지침서	초안	

개요	마련하였으며,	동	규정	발효	후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고유황유	운반	및	적재	제한하기	

위해	MARPOL	부속서	6,	14	규칙	개정*에	합의함

*	“The sulphur content of any fuel oil used or carried for use on board ships shall not exceed 

0.50%m/m”밑줄 친 문구 삽입

논의개요

세부 논의사항

•	 (통합지침서	개발)	규정	이행을	위해	제안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는	통합지침서	마련을	

사무국에서	제안하였으며	지침서	초안	개요에	대해	논의됨.	작업반	논의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지침서	초안*에	담았으며	구체적	논의는	회기	간	작업반에서	진행하기로	함

*	이행계획, 증기선, 기기 영향, 통제방안 지침, PSC 사항, 연료유 이용 불가 시 조치사항, 관련 지침서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고유황유	운반	및	적재	제한)	2020년부터	황	함유량	0.5%	이상의	연료유의	선적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수용되어	이를	위한	협약	개정안이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음

2020년 0.5% 저유황유 규제 - PPr 5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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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ISWG-GHG	4차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아래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

1.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의	후속활동	프로그램	개발

2.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진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

3. MEPC	73차	보고서	제출

5. 기타사항	

	- 정기적	재검토는	기존안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MEPC	 72차	이전	개최가	결정된	

SWG-GHG	4차(9.3.~9.7.)에서	“6.최종전략	개발을	위한	추가활동”을	집중적으로	논의

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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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정책3

•	 (배경)	2016년	1월	1일	이후	IMSAS	시행

•	 (주요	논의사항)	IMSAS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들의	해결을	위해	기술협력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	협력	프로그램	활동을	IMSAS에서	식별된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IMSAS의	정착을	위해	IMSAS	감사관	교육의	중요성	강조함

논의개요

세부 논의사항

•	 (IMSAS	계획)	2018년	IMSAS	관련	워크샵	및	Auditor	교육	일정	공유	

tABle 2

training courses for auditors and
workshops for maritime administrators in 2018

no. Venue region Dates

1 Barbados regional workshop 7-11 May 2018

2 united republic of tanzania regional workshop 11-15 June 2018

3 Algeria regional workshop 8-12 October 2018

4 republic of Korea regional training course
29 October 

- 2 november 2018

IMSAS 감사관 교육 - tC 68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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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ulphur	content	of	any	fuel	oil	used	or	carried	for	use	on	board	ships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limits:”	

	- 위와	같이	마련된	협약	개정안은	MEPC	72차	회의에	승인되었으며,	MEPC	7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	발효	예정

향후 계획

•	 PPR	5차는	2020년	0.5%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1차	대기오염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AP	1)가	개최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MEPC	73차	검토사항)	0.50%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선박	이행계획서	

작성	지침을	담은	MEPC	회람문서	초안을	개발	완료하여	MEPC	73차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10월에	개최된	MEPC	73차에서	해당	지침을	승인함

•	 (PPR	6차	검토사항)

	- MARPOL	부속서	6,	제	14.1.3	규칙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PPR	

6차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하여	MEPC	74차에	제출할	예정

	- MARPOL	부속서	6의	개정안을	개발하였으며,	PPR	6차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하여	MEPC	

74차에	제출할	예정

	- 전용	연료유	샘플링	포인트	관련	개정안을	개발하였으며,	PPR	6차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하여	

MEPC	74차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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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TCC	제66차	회의에서	2015년	9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UN총회	채택과	

관련하여	TC66/5(C)를	문서를	채택한	바	있음.	2017년	7월	67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IMO의	기술	

지원	업무와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간의	개념적	연계성을	확인한	문서	TC67/5(d)1)를	

제출한	바	있음.	위원회	결과로	TC.1/Circ.692)를	통해	IMO의	기술	지원	업무와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의	연계를	승인함

•	 (주요	논의사항)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	IMO의	업무	연관의	UN	시스템	내의	몇	가지	

작업	과정에	대한	소개,	ITCP	Implementation

논의개요

•	 (ITCP	Implementation)	IMO	사무국은	각	기술	협력	활동을	SDG와	연계하는	능력을	개발함

(TC	67/5(d))

	- 문서	TC	67/5(d),	22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무국은	각	기술	협력	활동을	관련	SDG와	

연결시키는	능력을	개발함.	기구의	기술	협력	작업	전반에	걸쳐	보고의	일관성을	위해	SDG가	

어떤	주제와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아프리카(케냐),	아시아(중국),	카리브해(트리니다드	토바고),	라틴	아메리카(파나마),	태평양

(피지)에	5	개의	해양기술협력센터(MTCC)	해양기술협력센터(MTCC)3)가	설립됨

*	MTCC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우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술 협력, 역량 강화,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경험을 네트워크 전체에 공유하여 국제적 문제에 대한 공통 접근법 

제공. 특히 MTCC를 통해 SDGs 14(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세부 논의사항

IMO ItCP활동과 un SDGs 연계 관련 논의 

- tC 68차 결과 중심

1) TC67/5(d) IMO 기술원조 작업의 연계, Linkage with IMO’s technical assistance work
2) TC.1/Circ.69(2015.05) Linkage with IMO’s technical assistance work and the 2030 Agenda for sus-

taainanle development
3) 해양기술협력센터(MTCC), Maritime Technology Cooperation Cet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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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9일	~	11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IMSAS	auditor	교육	시행	예정

	- IMO	담당자	:	Vasudevan	Aji	

	- Co-ordinator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종주	교수

•	지속적인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해서	아국의	IMSAS	auditor	교육을	정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IMO	교육/훈련	센터	설립과	연계)	

*	IMO SD 1(Improve Implementation) 

*	1.1 Capacity-Building aspects of the IMO Audit Scheme reflected in and implemented through 

the ITCP

*	1.2 Input on identifying emerging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SIDS and LDCs to 

be included in the ITCP

*	1.6 Monitoring of ITCP programme implemented on the enhancement of maritime training ca-

pacities, including middle and senior management level

•	 IMSAS	수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식별된	문제점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의제	개발	및	

제안	필요

*	III 제5차(2018)에 제출된 통합보고서 참조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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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공화국의	경우	국가	개발	계획을	통해	해양	수요를	UNDAF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있음.	

IMO는	나이로비에	있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	IMO와	케냐	수송부	장관	간에	있었던	2017년	

9월	회의를	포함하여	일련의	조정	및	계획	회의에	참석.	케냐의	경우,	IMO의	의견은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청색경제)부문에	반영되었고,	이	워크숍은	케냐의	특정	SDG	지표	

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새로운	UNDAF의	결과물과	결론을	토의하고	마무리	짓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결과물과	결론을	다루기	위한	기관	별	구체적인	활동은	2018년	4월에	있었던	공동	

프로그램에서	개발되었음

	- TCD(기술협력분과)는	각	지리적	초점	지점(Geographical	Focal	Point),	지역	코디네이터

(Regional	Coordinator),	지역	해상자문(Regional	Maritime	Adviser)의	협력을	통해	UN-

DAF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지역	타임프레임과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는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사무국은	IMO의	기술	협력	영역이	회원국들의	

UNDAF에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이	2018년에	적어도	두	차례의	

UNDAF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계획,	제시하였음.	UNDAF	국가	및	

지역	프로세스	참여에	관한	추가	정보,	보고서	및	사례를	동	문서의	Annex에서	확인할	수	있음

Working processes - Global Indicators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와	검토	메커니즘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알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와	

통계	데이터의	견고한	틀을	요구함	

	-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	체계는	“SDG	지표에	관한	기관	및	전문가	그룹	(IAEG-SDGs	
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17년	3월에	개최	된	UN통계위원회	제48차	회기에서	몇	가지	

지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합의됨

	- 문서	TC67/5(d)에서	언급했듯이	IMO는	2017년에	IAEG-SDG	회의에	참석하였음.	이	회의

에서	기관들은	자신들이	데이터를	수집	할	책임이	있는	지표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음.	더	나아가,	지표	체계에	대한	두	가지	포괄적인	검토가	계획되었으며,	그	결과는	2020년과	

2025년	회의에서	통계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될	것임

6) IAEG-SDGs는 제46차 UN통계위원회에서 창립한 기관 및 전문가 그룹으로 세계수준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의 17개의 목표(Goals)와 그에 관한 169개의 세부목표(Target)을 위한 글로벌 지표(Indicator) 체계를 
개발 및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UN통계위원회의 위원 기준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해 선출한 2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기간은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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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와	IMO	절차	소개)	IMO와	UN의	업무	절차	소개

Working processes - IMO Secretariat Focal Group

	- 2017	총회(30th	Assembly)에서	2018-2023년	6년간의	새로운	기구를	위한	전략	계획	(Stra-

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의	채택에	이어	사무총장은	IMO의	SDG	기여에	관한	포커스	

그룹	(Focal	Group)	신설	

	- 사무국의	모든	부서의	대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전략	계획의	이행	및	SDG에	대한	IMO의	

기여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Working processes - UN Development Group (UNDG) Working Group

	- UNDG	전략적	우선순위와	작업	계획의	이행은	UNDG	작업	메커니즘의	핵심그룹(Working	

groups	and	task	teams)에	의해	시스템	전반의	규범,	표준,	정책과	운영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행됨	

	- 3개의	working	groups4)은	통합적인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정책	접근과	옹호에	초점을	맞추며	

UNDG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	각자의	글로벌	정책의	

이행에	지침을	제공함

	- UNDG	회원들을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각	정책과	지지하는	의제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	그룹에	참여함.	UN	개발운영조정실	(DOCO5))이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	그룹에	기술,	자문,	행정,	물류	지원을	제공함

Working processes -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s(UNDAFs) 

	- SDG는	국가	수준에서	이행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IMO가	SDG의	이행에	있어	회원국을	지원

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그들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위원회는	IMO의	

기술	지원	사업과	2030	의제	사이의	연계에	관한	TC67/5(d)	문서가	UNDG가	국가	수준에서,	특히	

UNDAF를	통해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	광범위한	배경을	제공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음	

	- 2016년	UNDG	프로그램	실무	그룹은	문서	TC/67/5(d)	21.8에	설명된	2030	의제와	UNDG의	

이행	약속을	반영한	UNDAF의	차세대를	위한	지침을	개발.	이것은	UNDAF의	기본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설계,	구현,	모니터링,	평가를	돕기	위한	배경	자료와	자원들을	제공함.	이는	

"아무도	뒤쳐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의	2030	아젠다의	통일	원칙	

위에	기초하고	있음

	- UNDAF	프로세스가	어떻게	국가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	케냐공화국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음

4) 3개의 실무 그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Human Rights Working 
Group 및 UN Working Group on Transitions. 

5) DOCO, UN Development Operations Coordin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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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경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의	양성평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IMO	활동	결과	보고를	통해,	IMO	TC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운	분야	여성인력과	관련한	지역별	

국가별	협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논의

•	 (주요결과)	IMO	IWMS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	해운분야	여성협회(Women	in	Mari-

time	Associations,	WIMAs)	활동	소개	등

논의개요

•	 IMO	IWMS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

	- 항만관리	지역	세미나	개최(프랑스	IPER,	9번째	개최),	21명의	해운	및	항만	분야	전문직	여성	

참가(영어구사자	대상),	항만관리	및	항만환경관리	관련	교육	훈련	이수.	또한	해운	및	항만분야	

전문직	여성	중	40명의	불어	구사자를	대상으로	10번째	항만관리	및	항만환경관리	관련	교육	

훈련	제공	

•	해운분야	여성협회(WIMAs)	활동	사항	

	- 2017년	9월에	마헤(Mahe)에서	개최된	제10회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해운분야	여성	관리자

협회는	해양	여성	능력	강화의	10년-미래의	아프리카	청색경제(Blue	economy)와	관련한	

주제	논의

	- 2017년	10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랍국가	지역의	9개국	여성	30여명이	해운분야	아랍

여성협회	설립을	위한	지역	세미나	개최.	동	세미나를	통해	협회를	공식	출범시켜	아랍지역의	

해운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	발판	마련

	- 2017년	11월	동티모르에서	해운산업분야의	여성	관련하여	UN의	MDGs를	SDGs로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지역	컨퍼런스	개최

	-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의	지원을	받아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해사	협회(Network	of	Wom-

en	of	the	Maritime	Authorities	of	Latin	America)를	설립.	라틴	아메리카	18개국	출신의	

62명	해운전문	여성이	칠레	발라이소(Valparaiso)에	모여	해운산업의	라틴	여성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고	해상부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

세부 논의사항

해운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의 역량강화

- tC 68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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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글로벌	지표	개발을	위한	작업반	구성을	승인하고,	작업반	의장으로서	바누아투의	

대표단이	지원하고,	미국,	페루	및	대한민국의	지지에	따라	의장으로	임명됨

•	위원회는	글로벌	지표	개발을	위한	작업반의	초안	위임사항(Draft	ToR)7),	지속적인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해서	아국의	IMSAS	auditor	교육을	정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IMO	

교육/훈련	센터	설립과	연계)	

•	아국은	SDG와	연계한	ITCP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신작업반	참여를	통해	IMO	교육/

훈련	센터	설립을	제안

•	 IMO	교육/훈련	센터의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ITCP사업을	계획하고,	IMO	resource	mobili-

zation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ITCP	제공	개념	수립에	대한	의제	제안	필요.	

IMO	교육/훈련	센터의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IMO	SD	1의	목표	달성	가능	

*	IMO SD 1(Improve Implementation) 

1.1	Capacity-Building	aspects	of	the	IMO	Audit	Scheme	reflected	in	and	implement-

ed	through	the	ITCP	

1.2	Input	on	identifying	emerging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SIDS	

and	LDCs	to	be	included	in	the	ITCP

1.6	Monitoring	of	ITCP	programme	implemented	on	the	enhancement	of	maritime	

training	capacities,	including	middle	and	senior	management	level

1.7	Identify	thematic	priorities	within	the	area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

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facilitation	of	maritime	traffic	and	maritime	leg-

islation

1.8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reports	 on	National	Maritime	Transport	 Policy	

development	and	Country	Maritime	Profiles

1.10	Report	on	ITCP	programme	on	support	to	SIDS	and	LDCs	for	their	special	ship-

ping	needs

5.5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reports	on	the	linkages	between	the	ITCP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SDGs

•	 따라서,	직/간접적인	IMO	교육/훈련	센터의	설립을	위한	활동	필요.	더불어	관련	제안의	시행을	

위한	예산마련	전략개발	필요(예,	IMO	SG	Voyage	Together	Trust	Fund	활용,	IMO	Resource	

Mobilization	전략	활용,	아국	ITCP	자금	활용	등)

향후 계획

7) TC68/J/5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A CORRESPONDENCE GROUP ON THE 2030 AGEN-
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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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매년	HTW에서	논의	및	최신화되는	의제로써,	표준훈련과정은	선원교육훈련을	위한	

과정별	운영	권고	지침임

*	STCW 협약에 따른 법정 및 비 강제 교육에 대한 운영지침으로 각 교육마다 1개의 모델코스 존재

•	 (주요	논의사항)	향후	최신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훈련과정	개발자	지정	및	초안	작업	

결과	검토

논의개요

•	 (표준훈련과정	개발)	10개	교육	과정이	논의·검토	완료되어,	표준훈련과정	초안으로	MSC	100차	

회의에	제출	결정	승인

유효화	완료된	모델코스	목록(2018년)	

세부 논의사항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htW 5차 결과 중심

<신규>

•	 리더십	및	관리기술	신규모델코스

•	 전자기관부원교육(Electro-technical	rating)	신규모델코스	

•	 유인기관실	또는	주기적으로	무인기관실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기관	유능부원에	대한	

신규모델코스	

•	 여객선	군중관리	훈련에	대한	신규모델코스

•	 승객공간에서	승객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직원을	위한	안전훈련	신규모델코스

•	 위기관리와	인간행동	훈련에	대한	신규모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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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분야	여성	협회	중	다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	지역	해운분야	여성협회(PacWIMA)는	

2004년	2월에	설립되었고	2016년	4월에	재	설립되었음

	- 2017년에는	재정지원에	포함된	회의는	아니지만8)	카리브해의	ILO,	IMO,	WiMAC	및	해사	교육	

기관	등이	협업하여	해상분야	여성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개발	작업	중

•	아국	내	해운분야	여성협회	설립	필요

	- IMO	A	이사국,	UN의	양성평등	SDG	및	IMO의	양성평등관련	아국의	일부	역할	중요	

	- 여성인력의	해운분야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논의	및	확대	

노력	필요

•	 2019년	IMO	세계	해사의	날	주제가	“Empowering	Women	in	the	Maritime	Community”로	

결정됨에	따른	아국에서의	관련	역할	수행	필요

	- 해사분야	여성	역할	강화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	

	- 아국	해운분야	여성협회	설립과	역할	강화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향후 계획

8) 2018년에는 WiMAC의 지역 회의를 위한 ITCP 자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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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MSC	95차	회의에서	1995년	어선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1995	STCW-F	

협약)과	관련하여,	수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등	최신화를	위한	검토	결정,	2016년	HTW3차

부터	개정	논의	진행

•	 (주요	논의사항)	용어	정의,	승무경력,	훈련	요건	등의	검토

논의개요

•	 (용어정의)	각종	정의(예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서,	어선	소유자,	

어선	선사,	기능)는	작업반에서	논의되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차기	회기	시	추가	논의	결정

•	 (제II/2조	승무경력)	3가지	옵션으로	논의,	아국은	어선	실습선에	승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각	옵션에	반영됨

•	 (상급갑판부원	 훈련요건)	 MSC	 96에서	 HTW	 4에서	 STCW-F	 협약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어선	갑판부원의	최소	요구	요건을	규정하는	새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HTW4/6.1).	뉴질랜드에서	1995	STCW-F	협약이	현재	갑판부원에	대한	훈련	권고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상급갑판부원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을	도입한다면	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어선	갑판부원의	국가	간의	자격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함.	찬반	

논의가	있었으며	아국은	훈령안에	따라,	선원의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을	선택적	규정(STCW-F/

Part	B(권고기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논의	결과,	주관청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강제적	규정으로써	최저기준을	제정할	것을	통신	작업반	과업으로	지정함

세부 논의사항

1995 StCW-F 협약의 전반적 검토 

- htW 5차 결과 중심

(옵션1)	어선	또는	어선	실습선에서	12개월	이상	선상	실습	또는	24개월	이상	승선
											(주관청	특별프로그램	1년	인정)	

(옵션2)	옵션1과	동일하며	다만	자구수정

(옵션3)	어선	또는	어선	실습선에서	12개월	이상	선상	실습	또는	24개월	이상	승선
											(주관청	특별프로그램	1년	인정,	상선경력	6개월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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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RADAR,	ARPA,	선교	팀워크	및	수색구조-	관리급에서의	레이더	항해에	대한	개정	모델코스	1.08	

•	 개인생존기술	숙련	교육	모델코스	1.19	

•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대한	개정	모델코스	1.34

•	 액화천연가스(LNG)	탱커	화물과	평형수	운용	시뮬레이터에	대한	개정	모델코스	1.35

•	 (작업계획)	2019년	HTW	6	및	2020년	HTW	7	개발	계획	승인

2019년	HTW6	개발	예정	모델코스

2019년	HTW6	개발	예정	모델코스

•	 (기타	결정사항)	표준훈련과정은	권고적	성격의	지침임에	동의하여,	교육개발	시	교육대상자의	

수준,	강사	및	교육생의	수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준훈련과정	내	명시토록	함

과정 개발자 검토반

IGF Code 적용선에 승선하는 선장, 사관, 부원 및 기타 승선자를 위한 기초

교육 & IGF Code 적용선에 승선하는 선장, 사관, 부원 및 기타 승선자를 

위한 상급교육

노르웨이 미국

상급 소화훈련 (2.03) 인도 네덜란드

여객선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안정성 훈련 필리핀 GlobalMet

과정 개발자 검토반

선교자원관리(1.22) 터키 말레이시아

기관실 자원관리 모델코스 신규개발 필리핀 네덜란드

향후 계획

•	향후	2개년	계획이	수립에	따른	초안	작업	진행	예정이며,	2019년	HTW	6에서는	‘IGF	Code	

적용선박	승선	선원을	위한	교육’과	‘상급소화훈련’,	‘여객선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	안정성	

훈련’	논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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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경과)	2016년	MSC	96차	회의에서	인적요인의	역할	의제(MSC	96/9/2)에	의해	선원	교육/

훈련을	위한	교훈	접목을	위한	방안의	개발	지시

•	 (주요결과)	논의	결과	지침의	개발에	앞서	회원국	간	해양사고	정보	및	관련	교육사례	공유를	

위해,	차기	회의(HTW	6)에	문서	제출하기로	함

논의개요

세부 논의사항

•	 중국에서	현	GISIS	MCI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양	사고	보고서를	선원	교육/훈련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례	및	교훈을	적용하는	데	다음의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

	- 개개의	수업에서	요청한	관련사고	및	교훈을	얻고	편집하는	방법	

	- 선원의	관리,	운항	및	지원	훈련	수준을	위한	해양사고	사례	및	교훈의	시스템적인	선택	방법

	- 해양사고	및	교훈을	사용할	때	선원의	교육/훈련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	대부분	국가에서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	필요성	및	지침	개발을	지지하였으며,	중요성을	피력함.	

아국은	지침	개발을	위해	각국의	해양사고	사례	교육	내용의	공유	필요성을	제안함

•	 (논의	결과)	HTW에서는	논의	결과에	따라,	의장은	HTW	6차	회의에	각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사고	사례	교육	내용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의제	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함

인적요인의 역할 - htW 5차 결과 중심

향후 계획

•	인적요인의	역할을	위한	교육에	선박사고사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지침)이	개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차기	HTW	6차에서	교육사례들이	공유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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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용어정의,	승무경력	인정,	훈련	상세	요건	등의	대부분의	관련	기준들이	결정되지	않아,	통신

작업반의	공동작업에	의해	세부적인	안들이	논의되고	개발될	예정이며,	아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중임.	통신작업반의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2019년	HTW6차에서	1995	STCW-F	협약의	

최신화는	지속	논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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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해상교통간소화	 촉진을	 위해	 국가해상운송간소화위원회	설립에	 관한	 권고안(FAL.5/

Circ.2)	최신화	작업,	우수사례지침	개발	등	논의

•	 (주요	논의사항)	국가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설립	권고안(FAL.5/Circ.2)	최신화	작업계획을	승인

하고,	국가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지침	개발	등	간소화촉진방안에	합의함

논의개요

세부 논의사항

•	 (국가FAL위원회	지침)	FAL	18(1989)에	채택된		FAL.5/Circ.2*를	최신화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제안(몬테네그로	및	터키)하여	승인됨

*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membership and operation of national facilitation committees 

: FAL 협약의 권고된 관행(Recommended Practices)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체약국 정부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의 회람문

	- 차기	FAL	43에	FAL.5/Circ.2	최신화	작업	예정임

•	 (FAL	협약	준수)	FAL	협약	제8조*에	따라	자국의	수속절차,	서류요건	등이	FAL	협약과	상이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보고	촉구

*	FAL 협약 제8조

해상교통간소화를 위한 국내이행 촉진

- FAl 42차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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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개요

•	선원	피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아국,	호주	등	회원국들의	참여로	개정	중인	피로	지침이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실무위주의	문서	중심으로	전환	및	논의되어	이번	회기에	최종	완성됨

세부 논의사항

•	 (주요내용)	호주측	주도로	작성한	피로지침	개정안이	ICS9)	에서	제안한	실용성,	쉬운	언어의	

사용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원칙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의제	8/1,미국)	제시

•	 (논의내용)	아국을	포함한	영국,	마샬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미국의	새로운	수정안을	기본

문서로	기존의	호주가	주도한	작업문서(HTW	4/WP.3)를	통합하고,	그	외	제출된	모든	문서를	

고려하여	지침을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

•	 (논의결과)	미국의	수정안(HTW	5/8/1)을	기본문서로	기존의	작업문서(HTW	4/WP.3)의	내용	중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론,	및	모듈	3(피로와	선원),	모듈	4(피로,	인식	및	훈련),	모듈	5(

피로와	선박설계)	및	모듈	6(피로,	기국	및	항만당국)	수정	완료되었으며,	전문위원회는	MSC에	

제출할	것을	승인함

향후 계획

•	피로지침	수정안은	HTW	5차에	완성되었고	MSC	100차에	제출되어	개정완료	예정

피로(Fatigue)에 관한 지침 개정 

- htW 5차 결과 중심

9) 국제해운협회(ICS) :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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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국내	해상교통간소화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FAL	42에	승인된	신규	작업과제*에	대한	논의가	

차기회의(FAL	43)부터	있을	예정임

*	국가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의 설립, 회원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FAL.5/Circ.2) 최신화, FAL 협약의 

국내이행 측정 수단(지침) 개발

•	 FAL	43부터	해상교통간소화촉진을	위한	우수사례	지침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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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SIS	모듈(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을	통해	협약과	상이한	사항을	

FAL	협약국이	IMO에	보고토록	요구함

•	 (우수사례	지침	개발)	IMO에	각	회원국에서	운영	중인	국가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상교통간소화촉진을	위한	우수사례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함

•	 (국내이행	측정수단	개발)	FAL협약의	국내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개발에	대한	지침	개발을	

위한	신규	작업과제를	승인함

	- 2020년을	목표로	2018∼2019	격년의제	및	FAL	43	잠정의제로	승인

(1)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를	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표준과	상이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체약국	정부는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자국의	

실행사항과	표준과의	차이를	통고한다.	그러한	통고는	이	협약이	관련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후,	또는	그러한	상이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가	채택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에	대한	개정이	있거나	새로이	채택된	표준이	있을	경우에	당해	상이점에	대한	체약국	

정부의	통고는,	그러한	개정	또는	새로이	채택된	표준이	발효한	후에,	또는	그러한	상이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가	채택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총장에게	행하며	

또한	그러한	통고는	그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채택한	

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한	자국의	조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체약국	정부는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및	수속절차를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권고된	

관행에	일치시킬	것이	촉구된다.	어느	체약국	정부가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및	수속

절차를	권고된	관행에	일치시키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4)	사무총장은	이	조의	전항에	따라서	그에게	행하여진	모든	통고사항을	체약국	정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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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장소) 2018.	4.	19(목)	~	20(금)	/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 (참석자)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53명

*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해대, 한국선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L-Net,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지마린서비스,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

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요 내용

•	 IMO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기관별	국제해사업무	소개	및	협업과제	발굴

	- 해사분야	주요	기관*별	‘18년	국제해사업무계획	공유를	통한	기관	간	협력	도모

*	(발표기관)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기술개발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교육	1)	IMO	6년	전략계획(KIMFT,	채종주	교수)	

	- (교육	2)	IMO	회의	대응	요령(KR,	공신운	검사원)

	- (교육	3)	훈령안	작성(KST,	조민철	연구원)	

	- (교육	4)	성공적	국제회의	대응	및	참가(MMU,	김인철	교수)	

•	자율운항선박	국제	논의동향	발표(KIMST,	윤익로	연구원)

Ⅰ. 제10차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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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01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해사	분야	

역량강화와	해사산업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바다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수부	고시	제2014-140호)에	의거	2015년부터	연3회	개최하는	정기협의체이다.	

2018년에는	총	3회(10~12차)	개최하였다.	

이번	해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	회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IMO	회의	주요	

논의	사항	전파,	2019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신규과제	제안	등		분야별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여	IMO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	및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2018년	시행된	제10차~12차	협의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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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및 제11차 국제해사협의회 주요 행사사진

참석자 기념사진 IMO 전문가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교육 및 토론 IMO 전문가 위원회 개최

개회사 참석자 기념사진

교육 및 토론 IMO 전문가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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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장소) 2018.	07.	12(목)	~	13(금)	/	여수	베네치아	호텔

◆ (참석자)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46명

*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리아오션텍, 한국선급, 해양환경공단, 한국

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주요 내용

•	 IMO	상반기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전파

	- 105차	법률위원회(KIOST,	김현주	전문인력)	

	- 99차	해사안전위원회(KST,	조민철	책임연구원)

	- 68차	기술협력위원회(KIMFT,	채종주	교수)	

	- 42차	간소화위원회(KST,	최충정	선임연구원)	

•	 ‘18년	IMO	전략연구	주요과제	현황점검

	- 의제문서	제출완료,	연구	중간결과	공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한	개선점	식별

*	 (발표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선급

•	국제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소양교육	시행

	- 미국의	해양정책(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삼만	실장)	

	- 국제저널(SEAS)	발전방향	논의	및	영어논문	작성법(목포해대,	정중식	교수)

•	 IMO	정책연구과제	등	국제업무	관리방안	협의

	- IMO	의제개발/정책연구	분야	검토	및	개선	제안

Ⅱ. 제11차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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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02

1959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해운·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적	·	행정적	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사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강행력	있는	국제기준을	제	·	개정하는	국제기구이다.	

	IMO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인명의	손상과	막대한	환경적	

재난	및	재산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해사안전과	선박설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제	·	개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IMO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	·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활발한	IMO	대응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국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조선	·	해운과	관련된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산업의	

이익을	보호	·	증진하며,	IMO	A그룹	9연임	이사국이자	조선	·	해운	강국으로서	IMO	국제해사협약	및	

관련기준	제	·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해사분야	정책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가.	IMO	회의	의제문서	분석	·	개발	및	전략적	회의	대응

		나.	산	·	학	·	연	·	관	IMO	대응역량	제고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다.	IMO	정책기조에	따른	창의적인	제안	확대	및	국제적	기여활동	강화

상기와	같은	기본	대응	방안에	따라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IMO	

전략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Ⅰ. 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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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장소) 2018.	12.	13(목)	~	14(금)	/	오송	밸류시티	호텔

◆ (참석자)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54명

*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해양환경공단, 한국선주협회, 한국

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양

환경공단, (주)케이엘넷

◆ 주요 내용

•	 2019년도	IMO	전략	및	신규	연구	과제	제안	및	토론

	- 환경	관련(MEPC,	PPR,	CCC)	10건,	안전	관련(MSC,	LEG	외)	10건	및	기타	제안	의제	5건	

총	25개	신규	과제	발표	및	의견	수렴	진행	

•	 2018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	용역	최종	결과보고

	- 의제개발	20건,	전략개발	7건에	대한	연구	수행	결과	발표	진행

Ⅲ. 제12차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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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	학	·	연	·	관	IMO	대응역량	제고	및	국제적	기여활동	강화(7개)

구분 연구과제

1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2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3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4 모의 IMO 총회 

5 한국해사주간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6 IMO 新전략계획(’18∼’23)에 따른 아국 대응전략 개발 및 활동계획 수립연구

7 한국 IMO 전문가위원회 운영 KSt

1. 연구 용역 추진 체계 (총괄)

*	주관기관  - 업무 총괄 (용역 총괄 업무 등 업무 추진)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 지원 

                 - IMO 회의별 간사 업무지원 

                 - 국제해사협의회 진행 

*	협동연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 총	20개	의제개발과제	중	5개	과제	수행	

	- 총	7개	기타연구	과제	중	2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사)한국선급(KR)	

	- 총	20개	의제문서개발	과제	중	10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총	7개	기타연구	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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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회의	의제문서	분석	·	개발	및	전략적	회의	대응(20개)

Ⅱ. 연구의 범위

구분 연구과제 관련 회의

1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 개발 MePC

2
원양어선의 Brine Water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 BWM 협약 적용 예외 위한 협약 개정 근거 마련
MePC

3 원양어선의 BWM 협약 적용 예외를 위한 협약 개정안 마련 연구 MePC

4 2020년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 이행에 관한 검토를 위한 제안 PPr

5 로로화물선, 로로여객선 기준선 개정안의 적용시점에 관한 제안 MePC

6
선박 연료사용량 수집시스템 관련

SeeMP Part II 승인을 위한 조기제출 독려
MePC

7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을 위한 탱크컨테이너의 활용 제안 CCC

8 구조정 진수설비의 수동조작(Manual) 인정 제안 SSe

9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MArPOl 협약증서 면제를 위한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의 개발
III

10 IGC Code / IGF Code의 안전 규정에 대한 연구 CCC

11 lPG 연료 추진 선박의 위험성 분석 연구 CCC

12 특별규정 SP 76의 개정 CCC

13 표준화 기반의 해사 운용 데이터 모델 연구 FAl

14 IMO 교육·훈련 센터 설립 제안 tC

15 해사영어강사 모델코스·교육과정 개발
htW

/tC

16 MASS 도입에 따른 인적요소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MSC

17 도선사 승선설비의 국제표준 연구
MSC/

nCSr

18 구명설비 검사주기에 대한 SOlAS III/20.8 및 III/20.9 규칙 개정 제안 MSC

19 Gas Carrier의 Vapour Pocket 규정 적합성에 대한 연구 CCC

20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 및 운용 관련 규정 검토 및 식별 연구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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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해사주간 개최03

◆ 행사 개요

•	 (기간/장소)	2018.6.26～6.28	(3일간)	/	서울(해사포럼)	·	부산(평형수포럼)

•	 (참석)	차관(개회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기조연설),	외국정부,	국제기구	(IMO,	ISO,	BIMCO,	

INTERTANKO	등),	유관	업·단체,	학계	등	약	500여명

◆ 주요 행사내용

•	 (개회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	소개,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이	스마트	쉬핑,	

그린	쉬핑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	표명

•	 (기조연설)	해사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접목	필요,	한국해사

주간은	이를	이끌어	주는	중요한	자리임

•	 (정책포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계각국	동향,	기술개발	현황,	산업계	투자동향	및	해사분야	

현안	소개·논의

	-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책	동향,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향	논의,	사이버	위험관리	정책	소개,	

국제정보공유	플랫폼	개발현황	소개	등	(붙임2	참조)

•	 (학술포럼)	친환경선박·항만을	위한	쟁점,	사이버보안	정책,	해양환경보호	관련	쟁점	등	국제

해사분야	도전과	과제	논의

	-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	현황,	최신	사이버보안	트렌드	소개	및	선저부착생물	

이동	차단	관련	정책	등	논의	(붙임3	참조)

•	 (평형수포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및	산업계의	다양한	시각으로	선박평형수협약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한	현안	논의

	- 형식승인	지침서	개정	방향	및	단계별	검토내용	등	논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자국의	규제	및	

연구현황	등	소개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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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0개	의제문서개발	과제	중	4개	과제	수행	

	- 총	7개	기타연구	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2.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추진 내역

2.1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계약

⑴	용역	명칭	: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⑵	용역	계약	금액	:	일금	5억	7천	6백만원

⑶	용역	기간	:	2018.	4.	4	~	2017.	12.	21	(9개월)

2.2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장소	:	2018년	4월	6일	/	해양수산부	중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개요	및	수행계획	발표,	세부일정	및	추진방안	협의

2.3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장소	:	2018년	9월	7일	/	해양수산부	중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추진성과,	현황점검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2.4 2018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	2018년	12월	19일	/	오송	밸류시티호텔

•	참가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추가	검토사항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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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세부 내용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각국 해사정책, 규범에 대한 고찰

1-1 발표

Towards a Digital Shipping Industry: 

Automation, Data management communications, 

Cyber risk management

IMO 해사안전국 과장 (Javier Yasnikouski)

• IMO에서 추진중인 자율운항선박의 협약 개정안 발굴 작업(Regulatory Scoping Exercise) 개요,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등급, 향후 발전 단계 및 관련 프로젝트(YARA, Re-Volt 등) 소개

• IMO에서 논의중인 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사이버 위험관리 관련 정책 등 소개

• IMO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슈와 관련 기술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가 국제 해사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달성 여부의 중요 요인이 될 것임을 강조

제1세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 동향)

1-2 발표

Development of the Standardization Roadmap 

for Smart Shipping

중국조선정보센터 (Xiaofeng Wu)

• 스마트 해운에 대한 정의*, 표준화 작업이 스마트 해운 분야에서 가지는 역할** 설명

* ICT와 같은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사람에 의한 조정(Intervention)을 최소한으로 하며,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해운 물류 산업

** 표준화 작업이 수행됨으로써 스마트 해운산업의 발전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시장의 新기술 개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사이버보안, 데이터 통신 등 현재 스마트선박 산업에서의 이슈를 소개하며, 스마트선박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 로드맵 구성과 향후 논의가 필요한 필수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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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기조연설

개회사 및 기조연설

개회사 : 강준석 차관

• 국제해사 분야는 자율운항선박, e-Navigation 등을 통해 스마트 

쉬핑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린 쉬핑의 불가역적 추세도 실감

• 정부는 스마트 쉬핑, 그린 쉬핑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함

기조연설 : 김웅서 KIOST 원장

• 해사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접목되어야 할 필요

• 한국해사주간은 산·학·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임

개회사(평형수포럼) : 오운열 해사안전국장

• 협약 발효 이전에는 평형수처리기술의 표준화에 중점을 맞췄다면, 발효 

후에는 원활한 협약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평형수처리기술 개발·보급에도 앞장설 예정임

2018 한국해사주간 기념 촬영

6월 26일 정책포럼 6월 27일 학술포럼 6월 28일 선박평형수포럼



103제3장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해운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관련 정보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보를 

단일 플랫폼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시스템 소개

• 현재 운용되는 선박과 항만의 정보 교환 시스템과 비교하여, 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의 개발에 

따른 정보 전달의 장점*과 향후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공유

* 기존의 분산된 정보를 통일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주고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서비스 상호간에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 

2-3 발표

Virtual Rea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aritime Sector

UMS SKELDAR (David Willems)

• VR과 AI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UMS SKEL-

DAR에서는 동 기술을 드론(Drone)에 접목하여 사람의 조종없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해양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드론의 활용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게 고려하여할 점은 선박과의 충돌없이 드론을 정확하게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현장 시험을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

3-1 발표

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광일)

• 안전성, 의존성, 효율성, 환경 보호 등 자율운항선박 도입 필요성 소개

•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해양산업* 및 데이터 통신** 분야의 현안 소개

* 해양산업 분야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전환

** 독단적인 데이터가 아닌 통합정보로의 전환, 디지털 연결성에서 사이버 안전 및 보안의 고려 필요

제3세션 (제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해사분야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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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표

MCP : the Connectivity Platfor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ritime Sec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진형 박사)

1-3 발표

Policy trends in Korea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인하대학교 교수 (이경호)

•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Smart E-Navigation, Cyber Security 및 Smart Port의 개발 동향 소개

* 기존의 사업·서비스에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이 융합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 해당 개발 과정에서 각 기술요소의 유기적인 융합이 필수적인 성공 요인이며, 스마트해운과 자율운항

선박의 발전을 위하여 해운·조선 산업계와 정부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 

2-1 발표

Marine 4.0 - Rolls-Royce Marine Journey 

towards Autonomous Shipping

롤스로이스마린 부사장 (Svein Kleven)

• 산업계에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소개

• Rolls-Royce가 개발중인 Collision avoidance, Connectivity system, Cyber security system, 

Remote operations 등 자율운항선박에 적용되는 기술 소개

•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있는 선박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관해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제2세션 (해운분야 제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산업계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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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포럼 세부 내용

국제해사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1-1 발표

Model-centric Design and 

Development for Eco-friendly Smart Ships

SINTEF Ocean (Kevin Koosup Yum)

• 산업계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의 기준 강화 등으로 선박 운용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 선속, 연료소비량, 프로펠러 마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용되는 데이터 집약 Model-Centric 

플랫폼을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증가 및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예측 필요

제1세션 (친환경 선박·항만을 위한 해사정책과 쟁점 )

1-2 발표

Policy Implementation of Strengthened Regulations 

on Eco-friendly Ships

현대중공업 상무 (류홍렬)

• 강화된 환경 규제는 NOx, SOx, CO2, PM, BWM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된 장비는 

CAPEX(초기비용), OPEX(운용비용), 설치공간 및 무게를 기준으로 선박에 적용가능

• 현재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강화된 규정의 이행에 만족하나, 추후 요구되는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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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표

MASS-Future Regulatory Regime

DNV GL 팀장 (Rolf Skjong)

•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항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선급의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규칙의 명확화, 

기존 협약의 개정 필요성,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인증 필요성 강조

• 기술적 측면에서 완전 무인화된 자율운항선박은 현재 실현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자율운항기술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발 필요

3-2 발표

iAR toward Autonomous Ship

인하대학교 (이정민)

• 무인화 선박과 자율운항선박과의 정의 비교* 후 물리적 형상화, 프로세스 및 디지털화된 시스템 복제

(Digital twin, Artificial intelligent) 등 통합 증강현실 기술을 자율운항시스템에 적용 가능함을 소개

* 무인화 선박 : 선원이 선박에 탑승하지 않고, 육상관제센터에서 선박 컨트롤 가능자율운항선박 : 선원의 무인화 

강제사항이 아니며 유지보수 목적으로 탑승, 항해 및 엔진 컨트롤의 자동화 필요

• 통합 증강현실을 근간으로 하여 선박의 상향된 인지시스템, 축적된 엔지니어링 기술 및 지속가능한 

유지 보수가 가능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도입을 위하여 기존 해사안전관련 협약 규정에 대한 상이점 연구, 테스트    

베드와 실제 운용을 통한 정보 축적, 국제적 협력 및 자율운항 선박의 친환경 로드맵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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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년 이후 사이버보안 사고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보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IMO는 

MSC 98에서 해사 사이버리스크 관리 지침을 발표

• 동 지침을 이행할 시 현 시점의 사이버리스크 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박 디지털화 등으로 발생될 

신규 리스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정부는 보안활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선박은 선박별 맞춤형 사이버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산업계는 사이버 

보안관리 표준을 제정할 필요성 있음

2-3 발표

What is Cyber Attack?

Implications for Future Cyber-security Policy Debate

워싱턴 법과 대학 (Young Maxwell Joo)

• ’18년 사이버보안 트렌드는 7가지 요소*로 대별됨

* 가속화되는 자동화, 새로운 리스크 출몰, 새로운 사이버보안 모델 개발, 협업 강화, 사용자(결과) 기반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 국가적 개입 강화 및 규제의 어려움 등 

• 상기 트렌드를 비추어 볼 때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및 복구방안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사이버리스크를 국가적 보안리스크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 

중에 있음

3-1 발표

Latest Developments at IMO

regarding the AFS Convention, Biofouling Guidelines & the 

Glofouling Project

IMO 해양환경국 과장 (Tianbing Huang)

• ’08년 발효된 선박 방오도료(AFS) 협약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과 더불어 대표적인 IMO 

환경규제로 평가됨

• 한편, IMO는 MEPC 71에서 강한 독성의 Cybutryne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PPR에서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AS 협약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제3세션 (해양환경보호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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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표

Implementation 

of IMO Cyber Security Guidelines and Tasks ahead

한국선급 (안종우 책임연구원)

1-3 발표

R&D Planning 

for a Smart and Autonomous Surface Ship in Korea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진)

• Industry 4.0의 해양산업 분야 도입으로 자율운항선박 연구 & 개발 필요

•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R&D 분야 소개(73개 프로그램, 2019~2024)

•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율의 축소 및 선박 운용비용이 22%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선박건조분야 ICT기반의 건조기술의 개발 및 1억5천만 달러의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열릴 예정 

2-1 발표

Cyber Security 

of Marine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pplication

BIMCO 사무차장 (Lars Robert Pedersen)

• 사이버리스크 관리는 사이버 리스크의 식별, 분석 및 평가 후 리스크를 수용, 회피, 전가 및 완화시키는 

조치로 효율적 해상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술 및 보안대상의 원격성을 바탕으로 절차를 

수립하고 교육 등 필요

• IMO는 2021년1월1일부터 SMS에 사이버보안 관리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며, 나아가 선박보안계획

(SSP)에도 SMS를 보완하여 IT system 정보관리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제2세션 (해사안전 현안 - 사이버보안정책 및 차세대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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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포럼 세부 내용

평형수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도전과 과제

1-1 발표

Latest Developments at IMO regarding the BWM Convention

IMO 해양환경국 과장 (Tianbing Huang)

• IMO에서는 최근 선박평형수관리(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B-3),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Code(G8), 협약이행 로드맵, 경험축적기, 검사와 증서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제70차 MEPC에서 형식승인에 관한 2016지침서(G8) 개정으로 ’20.10.28 이후에는 2016 지침서에 

따라 승인된 설비만 선박에 설치할 수 있음

• 동형처리설비에 대한 지침서가 승인되었으며, 경험축적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도기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협약의 개정 등을 추진

• 향후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비상조치 포함, 선원교육,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계제한,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유효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임

제1세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국제기구의 도전과 과제)

1-2 발표

BWMC Issues and Discussion at PPR

현대중공업 상무 (류홍렬)

• 1992년 리오데자네이르에서 열린 UNCED에서 외래생물종에 대한 문제에 경각심을 공유하고 생물

다양성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IMO에서도 논의의 모멘텀이 만들어짐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주관청에 의한 과학적 정보, 기술개발, 승인 및 실행과 이행이라는 측면이 

복합된 복잡한 협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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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표

Multi-disciplinary Marine Coating Research

부산대학교 교수 (이인원)

• 부산대 산학협력단, STX 마린서비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고분자 신소재(FDR-SPC)’에 대하여 소개

• 해당 신소재는 도료의 주원료인 수지로 사용되며, 기존 도료보다 용출이 적고 코팅효과가 높으며, 

바닷물 마찰 저항을 15%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검증됨

3-2 발표

Modern Anti-fouling Systems

and Biofouling Management on Tankers

INTERTANKO (Tim Wilkins)

• 선체표면조도를 개선하는 다양한 도료기술은 선박의 추진효율을 개선할 것이며, 선체와 프로펠러의 성능

측정에 관한 ISO 19030는 좋은 참고지침임

• Biofouling 방지 관리지침은 명확하지 않아 탱커선의 경우 개별적·주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기술로는 장기간의 Fouling 억제가 어려우므로 Macrofouling 전 단계인 Microfouling (Slime)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거(cleaning)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선박의 Biofouling 관리지침(2011)을 이행하고 각국의 역량을 구축하는 5년간의 GEF-UNDP-

IMO GloFouling Partnerships Project(ITCP)를 소개하며, Biofouling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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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표

U.S. Coast Guard Compliance With BWMS in the US Ports

미국 Coast Gaurd (Jannifer Wiliams)

• 미국해양경비대가 최근 발행한 “Navigation and Vessel Inspection Circular (NVIC) 01-18    

(미국수역에서 외래생물의 통제를 위한 평형수관리, 33 CFR 151.1513 · 151.2036 관련) 소개

• 선박소유자 및 운항자는 33 CFR 151.1510 및 151.2025에 목록화되어 있는 평형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용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 및 운항자는 미국형식승인을 획득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해야 하며, 현재까지 

6개 설비가 미국형식승인을 획득(8개 설비 검토 중)

• 33 CFR 151.1513 · 151.2036에 따라 설비 미국형식승인을 받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대체

승인 장치(AMS, Alternat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입항 가능

• PSC에 대한 비처벌조항은 협약을 준수하였으나, 설비가 협약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만 적용 

가능

제2세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MO 회원국의 도전과 과제)

2-2 발표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

Policies and Challenges in Singapore

싱가포르 항만당국 (Daknashamoorthy Gansen)

• 선박의 활동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

pore), 해안과 해양생태계 시스템을 위한 단체 Nparks(National Parks Board),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관리·개발·계획하는 단체 NEA(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소개

• 선박평형수 관리와 통제요구, 선박 조사와 증명서 요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력 보유 등 

싱가포르 규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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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표

Ballast Water Experience Building Phase

International Marine Policy Transport Canada (Colin Henein)

• 경험축적기 동안 회원국 및 옵저버는 협약 이행 관련 데이터를 수집, 모든 도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에 참여, 협약의 검토와 개정안 개발 수행을 위한 시간임

• 데이터수집단계에서는 PSC 및 자발적 샘플보고서, 이행관계자 경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식별하여 종합보고서 작성

• 데이터분석단계에서는 평형수관리기준, 선박의 협약 이행, 안전과 환경에 대한 예측불가능한 위해

요소들을 식별, 항만국통제 샘플채취 및 분석방법 등 당사국이 제공한 데이터와 다른 정보를 기본으로 

보고서 작성

•  협약검토단계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서, 협약의 

텍스트를 검토하여 협약 개정 일괄 제안

• PSC에 대한 비처벌조항은 협약을 준수하였으나, 설비가 협약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만 적용 가능

• 2022년 제78차 및 제79차 MEPC에 최종분석보고서 제출 예정

• 협약 지침서에 따른 설비의 기준뿐만 아니라 배출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이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에서 매우 중요함에 따라, MEPC와 PPR에서 협약의 지침과 지침서초안을 개발함

• IMO는 협약 비준을 위해 회원국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용가능한 기술이 충분한지, 승인받은 기술이 협약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지, 항만국통제는 어떻게 

할 건지 여부 등

• PPR은 평형수샘플 채취 및 분석에 관한 지침서 개발 및 협약의 발효에 따른 시범기간의 필요성, 경험

축적기,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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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표

Role of the Shipping Industry

INTERTANKO (Tim Wilkins)

• INTERTANKO에서는 23%의 선박에 설치하였고, 이중 60~80%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운용중에 있음

• 규정준수 및 상업적 완화를 위해 비상대책 방안, 선박평형수관리계획, 표준화되고 균등한 

보고서가 필요함

•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은 BWMS 정보, 항만의 수질정보, 관계당국의 협조 사항이 필요함

3-3 발표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WMC in Europe

ECCK Marine & Shipbuilding Committee Chairman

(Alfonso Luis Cebollero de Torre)

• EECCK(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소개 : 비전, 업무, keey data, 구성 등

• BWMC 협약 승인 배경, 유럽의 협약 비준국가, 유럽해사안전기관 소개

3-4 발표

Introduction of Korean BWMS

Panasia Co., Ltd. 과장 (Brian Bong-jun Kwak)

•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소개

• 테크로스(Elctro Cleen System), 삼성중공업(Purimar), 삼건세기(ARA PLASMA BWTS), 엔케이

(NK-O3 BlueBallast), 한라IMS(EcoGuardian BWTS), 파나시아(GloEn-Patrol)승인 현황, 설치

현황(신조/현존선)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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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표

Australia’s Policies & Challenges

호주 농수산자원부 (Peter Stoutjesdijk) 

• 호주 당국내 항만국통제 내용, 선박 선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

• 선박평형수 관련 항만국통제 내용을 호주 법안에 수용하였으며, 법 개정 관련 사항을 각 주와 협력을 

통해 이행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 관련 위해도 평가 비용 및 연안해역 생물조사에 대한 연구수행 

관련 자료 소개

• Melbourne, Gladstone, Hobart, Brisbane 항만감시프로젝트 소개

3-1 발표

Comparison of BWMS Type Approval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손명백)

• IMO 형식승인(BWMS code)과 USCG 형식승인(46 CFR 162.060) 비교 

• BWMS Code 적용시기에 대해서 소개(‘20년 10월 28일 이후에 대해서는 선박에 BWMS Code로 

승인 받은 제품만 장착)

• 육상, 선상시험의 조건 비교자료(시험수 조건, 염분조건 등) 소개

• 두가지(IMO, USCG)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에 있어 결합조건 소개

제3세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산업계의 도전과 과제)

• 국제적으로 연결된 SRA(Same Risk Area)라 할지라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가 필요하며, SRA 

구역에서 수행하는 연구 소개

•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및 무인바지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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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장소) 2018.	4.	20.(금)	/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 (참석자) IMO	회의	정부	담당자,	IMO	회의별	간사	및	전문가	등

◆ 주요 내용

•	한국	IMO	전문가위원회	운영규정	검토	및	확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규정	초안	검토	및	최종확정

•	 IMO	회의결과	공유	및	대응필요사항	논의

	- SDC	5,	PPR	5,	SSE	5	등	회의별	주요	회의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	회의별 간사가 회의결과 요약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

•	 2018년	모의	IMO	총회	개요	및	심사계획	등	논의

•	국제해사안전소식지	및	연간	IMO	활동백서	발간	계획	논의

◆ (일자/장소) 2018.	7.	13.(금)	/	여수	베네치아	호텔

◆ (참석자) IMO	회의	정부	담당자,	IMO	회의별	간사	및	전문가	등

◆ 주요 내용

•	 2018년	국제회의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정	협의

	- 기관별	전문가	목록을	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의별	간사가	최신화하여	사무국장에게	전달

하도록	결정

•	 2018년	모의	IMO	총회	개요	및	심사계획	등	논의

	- 2018년	모의총회	개최시,	전문가위원회	위원	참여	필요

•	연간	IMO	활동백서	발간	계획	논의

	- 회의별	결과는	간사가	정리하기로	하고,	작성양식	및	목차	수정안은	사무국장이	향후	별도	배포

•	기타사항으로	향후	KMC	해상안전연구소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

Ⅰ. 제3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Ⅱ. 제4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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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전문가위원회 개최04

국제해사기구(IMO)의	9연임	A그룹	이사국	및	조선	해운강국으로서	아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IMO	대응	핵심인력	간	정기모임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MO	

정책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자문수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2017년	제8차	국제해사협의회(2017년	08월)에서	IMO	전문가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

해	논의를	착수한	이래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037호)에	

의거	2018년부터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의	세부과업으로	IMO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IMO	정부담당자,	회의별	간사,	전문가,	고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총4회	IMO	전문가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주요성과로는	IMO	전문가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2018년도	국제해사분야	전문

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	IMO	협약	제·개정	및	이행	등에	관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등이	있으며,	또한	

IMO	연간활동백서	발간	논의,	모의	IMO	총회	심사기준	논의	등	전반적인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제3차~제6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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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IMO 총회 개최05

	‘모의	IMO	총회’	는	해양강국의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이	해양	전문가의	꿈을	키우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대회로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정책,	교육,	물류	및	기타	해사	

분야	사안에	대해	대학생이	참여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영어로	발표하는	경진대회이다.	

	2018년	4회째를	맞이한	모의	IMO	총회의	대회	개요,	본선	일정,	참가팀	및	수상자명단은	아래와	같다.	

◆ (대화명) 2018	모의	IMO	총회(The	2018	Mock	IMO	Assembly)

◆ (일시/장소) 2018.	9.	14.(금)	09:30	~	17:30	/	중소기업	DMC	타워(서울	마포)

◆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 (내용) 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의제해결능력,	발표

(영어)능력	등을	겨루는	경진대회

◆ (주요일정) 참가팀	접수(~7.31)	→	예선(온라인	심사,	~8.14)	→	참가자	워크숍(8.24,	연수원)	→	

2차	본선(오프라인	발표,	11개팀,	9.14)

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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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장소) 2018.	12.	18.(화)	/	부산	해양수산연수원	대회의실

◆ (참석자) IMO	회의	정부	담당자,	IMO	회의별	간사	및	전문가	등

◆ 주요 내용

•	 ‘19년	국제회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간사포함)	선정

	-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차기년도	국제회의	전문가	및	간사추천

•	 2018년	IMO	연간	활동백서	발간	계획	논의

	- 활동백서	목차	및	주요내용(안)	검토

•	사전대책회의	회의방법	등	회의대응체제	개선안	논의

	- IMO	회의준비(사전대책회의	등),	참여,	대응방식,	현지	대표단	숙소	등	효율적인	회의대응을	

위한	개선안	논의

•	 ‘19년	IMO	전문가	위원회	역할	및	활동계획	수립

	- 매	2개월마다	정기회기	6회	및	국제해사협의회와	연계한	특별회의	3회	등	‘19년도	위원회	총	

9회	개최	계획(안)	검토

Ⅳ. 제6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	

◆ (일자/장소) 2018.	10.	12.(금)	/	부산	해양수산연수원	대회의실

◆ (참석자) IMO	회의	정부	담당자,	IMO	회의별	간사	및	전문가	등

◆ 주요 내용

•	 IMO	이사회	조직	개편에	대한	주요	안건별	대응방향	논의

	- 이사회역할	강화,	이사국	구성,	이사국	선거주기	등	논의

•	 2018년	IMO	연간	활동백서	발간	계획	논의

	- 활동백서	주요내용(안)	검토,	발간부수	및	일정	등	발간계획	논의

•	자율운항선박(MASS)	대응방향	논의

	- MASS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해사안전정책	논의

•	 Voyage	Together	Fund*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집행방안	논의

Ⅲ. 제5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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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모의 IMO 총회 참가팀

팀명 학교명
주제

분류
발표제목

마스터

(MASSter)

목포

해양대학교
법규

MASS의 도입을 저해하는 SOlAS 규정 식별과 그의 해결 방향 제언

(Proposals for direction of solutions to SOlAS regulations that 

preclude the introduction of MASS)

마씨

(MASSY)

한국 

해양대학교
법규

자율운항선박(MASS)과 선원에 관한 StCW 협약 개정 제안

(Proposals of Amendment to StCW Convention regarding 

MASS)

면황면질

(SOx-free,

nOx-free)

고려대학교 환경 면황면질 (SOx-free, nOx-free)

바다유

(SeA-u)

한국 

해양대학교
법규

StCW개정: 선상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

(Amendments to StCW: need for educational Measures for 

harassment and Bullying on Board)

소테리안의 체인

(Soterian Chain)
부산대학교 안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상 안전 시스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Maritime Safety System by using Block 

Chain tech)

씨걸즈

(SeaGirls)
부산대학교 정책

블록체인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개발 제언

(Proposal of a new Guideline to Integrate Blockchain Develop-

ments)

씨리얼

(SeA-reAl)
경남대학교 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안 제안

(Proposal from Various Point sof View for reducing GhG)

씨비욘드

(Seabeyond)
서울대학교 법규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제언

(Proposals for unmanned vessels)

어벤져스

(avengers)

목포

해양대학교
안전

자율운항선박(MASS)을 위해 AIS의 동적 정보에 선박의 타각(rudder 

angle) 추가 (let’s add the ship’s rudder Angle to AIS dynamic 

information for the MASS)

오토피아

(Oughtopia)
경희대학교 환경

쓰레기 처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청정바다

(Clean Ocean through Garbage record Database)

해팡이

(Sea Fungus)

한국 

해양대학교
법규

자율운항선의 규정적 범위확정작업(rSe)에 대한 제안 : 국제해상인명

안전협약을 중심으로 (Proposals to the regulatory Scoping exer-

cise for MASS : With a Focus on SOlA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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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9.14 (금)

2018
본선

09:30 ~ 10:00 개회식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10:00 ~ 12:05

면황면질 (SOx-free, nOx-free)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씨비욘드 (Seabeyond)

해팡이 (Sea Fungus)

마스터 (MASSter)

마씨 (MASSY)

12:05 ~ 13:30 점심

13:30 ~ 14:45

씨걸즈 (SeaGirls)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어벤져스 (Avengers)

소테리안의 체인 (Soterian Chain)

14:45 ~ 15:05 커피 브레이크

15:05 ~ 16:20

오토피아 (Oughtopia)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바다유 (SeA-u)

씨리얼 (SeA-reAl)

16:20 ~ 17:00 심사결과 취합 및 리셉션

17:00 ~ 17:30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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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모의 IMO 총회 주요 사진

단체사진

대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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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명단

구분 팀명 성명 학교 학과

대상
(장관상)

오토피아
(Oughtopia)

천준모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배지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서성미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최우수상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장상)

마씨
(MASSY)

소순용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글로벌학부

김진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글로벌학부

양진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글로벌학부

우수상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장상)

씨비욘드 
(Seabeyond)

송은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지영 서울대학교 경제, 언론정보학과

한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경영학과

한국해양산업
협회장상

소테리안의 체인
(Soterian Chain)

제럴딘 데니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현수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동규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해사안전
국제협력센터

이사장상

마스터
(MASSter)

명수안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이상윤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이태윤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장상

씨걸즈
(SeaGirls)

이주영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은정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정준영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도선사
협회장상

어벤져스
(Avengers)

조아라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정다빈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정찬화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한국선주
협회장상

바다유
(SeA-u)

고범석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이서희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신예원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한국선급 
회장상

면황면질
(SOx-free,
nOx-free)

곽재영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정주승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재현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상

해팡이
(Sea Fungus)

박태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It공학부

윤중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

조호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It공학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씨리얼
(SeA-reAl)

곽동현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이은섭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박해진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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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MO 국제해사동향

여객선 안전 및
항만국통제 관련 동향01

•	 Koji	Sekimizu	IMO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으로	가기위해	지중해를	건너다가	수백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인력	밀수자(people	smugglers)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일치된	대응책을	촉구함

•	그는	인력	밀수자들은	안전하지도	않고	여객에게	적합하지도	않은	배에	사람들을	실어	바다로	

내보내고	있고,	이는	불법행위이자	인명	경시처사이며,	무엇보다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Koji	사무총장은	최근	EU	차원에서	이러한	밀수	항행을	중간에	차단하고	수	천명의	생명을	

구한	활동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특히	난민들이	출발하는	곳의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에서	

난민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IMO는	지난	2015년	3월	UN	기구간	협력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한	바	있고,	6월	9일	MSC	회의기간중	동	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	세션을	진행함

IMO 사무총장 지중해 난민 문제 강력 대응 주문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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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110콜센터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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