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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9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제106차 법률위원회(LEG 106) 결과
Legal Committee, 106th Session

I. 개요
• 회의명 : 제106차 법률위원회 (The 106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LEG 106)
• 일시/장소 : 2019. 3. 27 ~ 29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Volker Schöfisch (독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6개 회원국, 23개 정부·비정부간 국제기구 등 약 460명

제1장 2019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IMO 선박등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 (논의 내용)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IMO 선박등록 데이터베이스 개발논의
• (논의 결과) GISIS에 선박등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동의하고, 사무국에서
LEG 107(‘20.3월)에 개발현황 보고 예정

• (논의 내용)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및 실무지침 회람서 개발 및
향후 작업 계획 논의
• (논의 결과) 총회결의서 및 실무지침 회람서를 승인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함
*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고 작업반 결과를 기반으로 LEG 107(‘20.3월)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총회결의서는 제31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해 제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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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 개정소요 식별(RSE) 작업절차 확정
• (논의 내용) 협약 개정소요 식별(RSE) 작업체계(작업방법, 작업절차, 대상협약, 작업양식 등)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

제43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3) 결과

• (논의 결과) MSC 100차에서 승인된 RSE 작업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LLMC(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및 BUNKER(선박연료유협약) 협약에 대한 협약
개정요소 식별(RSE) 초안문서 개발에 참여 예정

* Facilitation Committee, 43rd Session

3. 선주책임제안 권리박탈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신규의제 승인
• (논의 내용) 선주책임제안 권리박탈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신규의제 추가 여부 논의
• (논의 결과) 선주책임제한 권리박탈에 대한 각국 법원·행정당국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LEG 신규의제*로 승인
* ‘21년 완료를 목표로 LEG 107(‘20.3월)부터 정식의제로 논의 예정

4. 법률위원회 회의기간 연장

I. 개요
• 회의명 : 제43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The 43rd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3)
• 일시/장소 : 2019. 4. 8 ~ 1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s. Marina Angsell (스웨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7개 회원국, 5개 UN기구, 23개 NGO 기구 등 약 450명

• (논의 내용) LEG 107(‘20.3월)에서 작업반 3개*가 개설됨에 따라 회의기간 연장 논의
* 자율운항선박(MASS) RSE 작업, 허위등록선박 근절방안 검토, 선주책임제한 권리박탈 통일지침 개발에
대한 작업반 개설예정

• (논의 결과) 현행 3일(6세션)에서 5일(8세션)로 연장하기로 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IMO Compendium* 검토 및 개정
* 해상교통간소화 및 싱글윈도우 데이터전송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한 개요서

• (논의 내용) 향후 IMO Compendium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IMO로 이전하는 제안과
IMO 서버를 통해 IMO Compendium의 전자적 접근 제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이사회 승인 조건으로 향후 IMO Compendium의 유지관리 책임을 IMO로 이전
및 IMO 서버를 통한 데이터 정보제공에 합의함

2.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부속서의 검토 및 최신화
• (논의 내용) 육·해상 간의 데이터 전자전송 관련사항을 중점으로 싱글윈도우 도입의 강제화
등 FAL 협약 부속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싱글윈도우의 도입을 협약의 표준으로 강제화 등 개정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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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L 협약 설명서(Explanatory Manual)*의 개정안 검토 및 최신화
* FAL 협약 조항 법률적 문구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 세부사항을 명시한 설명서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4) 결과

• (논의 내용) 사무국이 작성한 FAL 협약 설명서 초안을 바탕으로 미완료된 조항에 대한 개정
제안을 검토함
• (논의 결과) 밀항자 및 난민(표준 4.6.1 ~ 표준 4.6.3), 위생증서(권고된 관행 6.3) 관련 내용
등 개정을 검토하여 FAL 협약 설명서 개정을 완료함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4th Session

4. FAL 협약에 대한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

I. 개요

• (논의 내용)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FAL 협약의 규정식별작업(RSE) 신규의제 승인여부 및
향후 작업일정을 논의함

• 회의명 : 제74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 (논의 결과) 자율운항선박 RSE 신규 작업과제를 승인하고, MSC에서 승인한 규정작업체계를

(The 74th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4)

활용하여 차기회의(FAL 44)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함

• 일시/장소 : 2019. 5. 13 ~ 17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Hideaki Saito (일본)

5. 해사부패가 국제무역, 항만관리, 선원에 미치는 영향

• 참가국/참가인원 : 109개 회원국, 3개 준회원국, 65개 NGO 및 IGO 대표 등 약1,168명 참석

• (논의 내용) 해사부패 해결을 위해 ‘FAL 협약개정 및 IMO 지침 또는 모범사례 Code 개발’에
대한 신규의제 승인여부 및 IMO 차원의 역할 논의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논의 결과) 신규작업과제로 승인하여 차기회의부터 2021년까지 논의하여 작업을 완료하기로

1. 평형수내 유해생물

결정하고, GISIS 사용을 통한 해사부패 보고체계에 합의함

• (논의 내용) BWM 협약 E-1 개정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BWMS 시운전 시험지침 의무시행 관련 문구 추가
• (논의 내용) IBWM 증서 양식 개정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사용된 평형수관리방법의 상세 개정안 승인하고, 기존 양식에 기술된 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Other acceptable methods” 문구 추가

2.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논의 내용) 선종별 EEDI Phase 3 이행시기 및 감축률에 대해 검토
• (논의 결과) 가스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 운반선, 크루즈 선 2022년 시행.
컨테이너선의 경우 톤수별로 나눠 감축률 최대 50%로 조정
• (논의 내용) 0.50% 연료유 황함유량 관련 협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MARPOL 샘플 PSC 검증, 사용중 연료유 생플링 허용, 생플링 포인트 설치 또는
지정 강제화, 연료류 황함유량 검증 방법 개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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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내용) 0.50%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 이행을 위한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함
• (논의 결과) 적합유 이용불가 보고(FONAR) : 적합연료유 이용불가 시 기구 및 항만당국에
보고 및 승인 후 고유황유 사용가능
- PSC 원격측정/휴대용측정이/샘플 분석 이용 가능, 불이행 발견 시 고유황 연료류 전량 양률

제 3차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1) 결과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1) 결과

및 저유황유 수급, 해당항구에서 적합유 공급 불가시 차항까지 단항차 허용

• (논의 내용) MARPOL 부속서 6 검증을 위한 PSC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함

Maritime Safety Committee, 101st Session

• (논의 결과) 적합유 이용불가 보고(FONAR)를 받은 경우 항만당국은 환경, 안전, 물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부적합유의 사용 허용여부를 결정

I. 개요

- BDN과 공급 연료유 샘플 분석 결과가 상이할 시, 기국, 항만당국, 벙커링 항, 연료유 공급업자
등에게 통보

• (논의 내용) 부적합 연료류 사용 후 잔량 처리를 위한 비상대책방안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함
• (논의 결과) 부득이 부적합 연료유를 적재 후 남은 잔량은 기본적으로 육상 또는 타선박 양륙

• 회의명 :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101st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1)
• 일시/장소 : 2019. 6. 5 ~ 14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Bradley George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12개 회원국, 60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1,061명 참석

필요, 항만당국 승인 방법 시행, 탱크 및 라인상 잔존물 저유황유로 희석 가능
(공해상 사용 불가)

3. 선박으로부터의 GHG 배출 감축
• (논의 내용) 국가별 영향성 평가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함
• (논의 결과) Step 1(Initial assessment) ~ Step 4(Comprehensive assessment).
감축조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여부 최종 결정
• (논의 내용) 감축 조치 분류 및 방향 설정
• (논의 결과) 우선순위 1 : 현존선 에너지 효율 규제, EEDI 강화, SEEMP 강화, 에너지 효율
지표 개발, 최적속도 및 선박 감속 규제
* 우선순위 2 : 메탄슬립, VOC 검토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자율운항선박
• (논의 내용)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 개정 소요(RSE) 작업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항을 검토하여
협약 개정사항을 논의함
• (논의 결과) RSE 작업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하고, 제1단계 작업결과는 동 양식에 따라 회기
간 회의(9.2~9.6)에 제출되어 논의 예정
• (논의 내용)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지침 개발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지난 회기(MSC 100)에 결정된 임시지침 개발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고, 목표기반
접근방식으로 지침 완성

4. EGCS 세정수 해양 유해성 평가
• (논의 결과) GESAMP에서 Task Team을 구성하여 PPR 7(‘20년)에 보고키로 함

2.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 (논의 내용) GBS 감사관 관리 및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GBS 감사관 현황관리를 위한 IMO GISIS 모듈 개발경과를 공유하고, 회원국에
감사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GBS 개발 일반 지침서 개정*을 완료하여 승인
* 기능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s) 개발 절차(Appendix 3) 추가 및 GBS 일반지침서 본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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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의 일부 용어 및 내용 수정(MSC.1/ Circ.1394/Rev.2)

3. 극지해역 운항 Non-SOLAS 선박 안전기준

제69차 기술협력위원회(TC 69) 결과

• (논의 내용) 非국제항해 선박에 극지코드(제9장, 제11장) 적용 강제화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NCSR 7(‘20.1월)에서 非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극지코드(제9장, 제11장) 적용
가능성 및 영향에 대해 우선 논의한 뒤, 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4. 연료유 사용관련 선박 안전강화 대책
• (논의 내용) 인화점이 부적합한 연료유 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지침 개발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인화점 부적합(60℃ 미만) 연료유가 선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부적합
연료유 공급사례, 공급자 보고(회원국→IMO)에 관한 임시지침 개발*
* 지침은 부적합 연료유 수급사례 및 부적합 연료유 공급자를 IMO에 통보하고, 해당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9th Session

I. 개요
• 회의명 : 제69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69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 69)
• 일시/장소 : 2019. 6. 25 ~ 27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Zulkuranin Ayub(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7개 회원국, 8개 IGO 및 12개 NGO 대표 등 총 321명 참석

• (논의 내용) 선박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통신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21년까지 인화점을 포함한 연료유 안전기준 마련
추진*(MSC 104차, ‘21년 완료)
* MSC 102차(‘20.5월) 인화점 안전기준 개발 → MSC 103차(’20.11월) 인화점 안전기준, 혼합성, 저온유동성
등 기타 안전조치 개발 → MSC 104차(’21.5월) 완료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 (논의 내용) 2018년 ITCP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사무국에서 제안한 2020~2021년 2
개년 ITCP 프로그램 초안 및 예산안 검토함
• (논의 결과) 회원국은 2018년 ITCP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 정보제공 요청에 관하여
사무국은 사업의 미이행 사유에 대해 사업추진 회원국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함

2. 자원동원 및 협력관계
1) ITCP 장기재원마련전략
• (논의 내용) 장기재원마련전략 활동의 수행, 교훈 및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논의 결과) 사무국의 장기재원마련전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하였고, GISIS 유료화에는 제안국인 바누아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유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표명하였음
-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ㆍ지식관리 프레임워크개발 결과도출 이후 유료
화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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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데이터 접속 유료화 검토
• (논의 내용) GISIS 데이터 접근 시 이용료 부과 여부를 논의함
• (논의 결과) 유료화 제안국인 바누아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유료화의 신중한 검토가

제122차 이사회(C 122) 결과

필요함을 표명,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ㆍ지식관리프레임 개발결과 도출 이후에 유료화에 대해
재논의키로 함
Council, 122nd Session

3.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2030 Agenda
• (논의 내용) 국가해사프로파일(Country Maritime Profiles, CMP)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함

I. 개요

• (논의 결과) 사무국은 개정된 국가해사프로파일(CMP) 모듈에 대해 운영방법을 시연하였고,
회원국에 개정된 국가해사프로파일 정보입력을 독려하였으며, Smart Indicator 개발을 위한

• 회의명 : 제122차 이사회 (The 122nd Session of Council, C122)

작업반(W/G) 구성에 대해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일시/장소 : 2019. 7. 15 ~ 1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r. Xiaojie Zhang(중국)

4. 지역 주재소(presence) 검토 및 조정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43개 회원국, 24개 IGO 및 8개 NGO 대표 등
총 356명 참석

• (논의 내용) 2018년 아프리카, 서아시아 및 카리브해 지역에 IMO 지역 주재소 제도(Regional
Presence Scheme)에 따라 이행된 활동을 공유하고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주재소 신규
설립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주재소 신규 설립 등 의제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뉘어 사무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70차 기술협력위원회에 추가설립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키로 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이사회 개편 논의
• (논의 내용)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 개편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이사회 규모를 52개국으로 확대하고 및 이사국의 임기는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함. 또한, 이사국 범주는 대다수 회원국이 현행유지에 동의하였으며, NGO
자문지위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함
- 이사국 지역대표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지역별 배분 등 그룹별

배정국가 숫자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제기될 예정임
- 전자투표 및 IMO 협약 통합본 무료제공은 재정적, 법률적 영향 검토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여

제124차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2. 자원 관리
• (논의 내용) 2020-2021 IMO 예산안, 퇴직자건강보험(ASHI) 기금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환율변화,·BREXIT 등의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2020-2021 IMO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퇴직자건강보험(ASHI) 기금 결손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2019년 일반 예산의
잉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승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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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O 회원국감사 제도
• (논의 내용) 사무국은 7년주기의 회원국감사 제도가 첫 번째 7년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

제31차 총회(A 31) 결과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논의 결과)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감사의 일부로서 위험분석평가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승인하였음. 차기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함

Assembly, 31st Session

4. 해사안전위원회(MSC) 결과보고
1. 해사안전위원회(MSC) 결과보고

I. 개요

• (논의 결과) ESP Code 개정을 포함한 2020-2021 2개년 MSC 작업계획을 승인하고 제4차
FAO/ILO/IMO 합동작업반 등 6개 회기간 작업반 개최를 승인함

• 회의명 : 제31차 총회 (The 31st Session of the Assembly, A 31)
• 일시/장소 : 2019. 11. 25 ~ 12. 4 (10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2. 호르무즈 해협

• 의 장 : Ms. Nomatemba Tambo (남아공)

• (논의 내용)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및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사건 관련 미국 등 4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70개 회원국 및 45개 IGO·NGO 대표단 등 총 1,412명 참석

국가가 동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해상 안전 및 보안조치 강화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초안을
제출함

* 제30차 특별이사회(C/ES 30)는 2019.11.21~11.22(2일간), 제124차 이사회(C 124)는 2019.12.4(1일간)
개최됨

• (논의 결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결의서는 채택되지 못했으며, 다만 동 해역의 항행 안전 및
선박 보안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 논의사항을 이사회 결과에 포함하고 회원국 및 언론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배포될 수 있도록 함

1. IMO 차기(‘20~’21년 2개년) 이사국 선출
구분

구성

국명

A그룹

주요 해운국
(10개국)

대한민국, 일본, 이태리, 중국, 그리스, 파나마, 영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B그룹

주요 화주국
(10개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UAE, 브라질, 아
르헨티나

C그룹

지역 대표국
(20개국)

싱가포르, 몰타, 말레이시아,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바하마, 남아공,
멕시코, 칠레, 벨기에, 이집트, 페루, 모로코, 덴마크, 터키, 태국, 자메이
카, 필리핀, 쿠웨이트, 케냐

* 파란색 신규 이사국

• (논의 결과)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으로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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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승인
• (논의 결과)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20.1.1∼’23.12.31)을 승인하는 총회결의서 만장일치
채택(12.4)

3.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
(논의 내용)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현황, 유보 신청 회원국* 및 분담금의 조기납부를 촉구하
는 총회 결의서(안) 검토
* 전체 174개 정회원국 중, 164개국 완납/ 1개국 부분납부(카메룬)/ 7개국 미납(카보 베르데, 기니 비사우, 말
라위, 상투메프린시페, 시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세네갈)/ 2개국 유보요청(코모로스, 리비아)

운영기금으로 예산 이전 승인

• (논의 결과) 제122차 이사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대비 약 8.6억(약 ￡57만)을 증액한 수정예산
및 운영기금 증액을 최종 승인

6. 외부 기구와의 관계
• (논의 내용) ‘19년 세계해사의 날 및 병행행사 결과*를 공유하고, ’19년 세계해사의 날 기념 및
해사분야에 여성진출을 독려하는 총회 결의서 검토
* 올해 세계해사의 날 행사는 ‘19.9.25일 Empowering Women in the Maritime Community의 주제로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병행행사는 ’19.9.15∼17일 기간 동안 콜롬비아에서 개최됨

• (논의 결과) IMO 협약 제61조에 따라 분담금 미납 8개국(부분납부포함)을 제외한 166개국이
투표권 최종 확보

• (논의 결과) 해사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사분야 여권
신장에 관한 결의서 채택

4. 전략, 계획 및 개선 논의
1) 2년간(‘20∼’21) 작업과제(Output)
• (논의 내용) 지난 2년간(‘18~’19)의 작업과제(Output) 이행현황* 및 차기 2년간(‘20∼’21)
새로운 작업과제(Output) 검토

7. IMO 협약현황
• (논의 결과) IMO 사무총장은 어선안전에 관한 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22년까지 비준하여 줄 것을 독려

* 총 154개 결과물 중 72개 완료, 24개 진행 중, 48개 연장, 10개는 2018-2019년 이후에 완료

• (논의 결과) 차기 2년간(‘20∼’21) 작업과제(Output)를 결의서로 채택
2) 전략, 계획 및 개선에 대한 논의
2-1) 언론매체의 IMO 회의 참관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
• (논의 결과) 허가된 언론매체만 실시간 및 녹화방송을 가능하도록 일부문구를 수정한 개정안
최종 승인

8. 위원회 상정 결의서(총 6개) 채택
• (논의 내용) 해사안전위원회(MSC)가 승인한 “극지해역 운항 Non-SOLAS 선박의 임시 안전
방안” 등 5개 결의서 채택
• (논의 결과) 법률위원회(LEG)가 승인한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의서 채택

2-2) 이사국 선거윤리 지침 결의서 및 이사회 조직 개편 사항* 검토
* 이사국 임기연장(2→4년), 규모확대(40→52개국) 및 그룹별 이사국 할당(A 그룹 12개국, B 그룹 12개국,
C 그룹 28개국)

• (논의 결과) 선물배포 등을 제한하는 선거윤리 지침 결의서를 채택하고, 조직개편 사항은
제124차 이사회(‘20.7월)에서 추가 논의키로 결정

5. 자원관리
• (논의 내용) ‘18~’19년 총액 대비 4.5% 인상한 ’20~’21년 예산안(약 ￡72.7백만 1,090억원*)
및 환율손실 보충을 위한 운영기금(￡ 41만) 증액 검토*
* ’20년 0.4% 인상(약 ￡36.2백만, 543억원), ’21년 0.7% 인상(약 ￡36.5백만 547억원) 및 정기예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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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
(NCSR 6) 결과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6th Session

I. 개요
• 회의명 : 제6차 항해, 통신 및 수색 · 구조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6)
• 일시/장소 : 2019. 1. 16 ~ 2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0여개 회원국, 30여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단체 등 600여명

제1장 2019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제2절 전문위원회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에 관한 지침 완성
• (논의내용) 아국과 호주 주도로 개발된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지침* 내용 논의
* 선상 주요항해설비인 RADAR, ECDIS 및 INS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화면)에 적용될 표준화지침으로, 사용자
들이 항해설비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해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논의결과) ‘항해장비 운영표준화(S-Mode)’지침의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항해장비의
형식승인 등 실제적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 및 결의서의 개정을 완료하여 해사안전위원회
(MSC)에 승인토록 요청함

2. 2010년 이후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에 따라 IMO에 제출된 주요 사고
• (논의내용) e-Nav 서비스의 국제표준안* 과 관련해, 아국은 국제표준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년 내 IMO의 동 표준안 채택 및 승인, 향후 NCSR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고정의제
유지여부 검토 등을 요청함
*

IMO 결의서 :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체계,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의무 등을 기술
IMO 회람문서 : 16개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기술 명세를 포함하고 있음

• (논의결과) 국제표준안이 확정되어 승인 및 채택을 위해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e-Nav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에 따라 ‘해사서비스 검토’를 향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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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고정의제로 유지키로 함회(MSC)에 승인토록 요청함

3. 해사안전정보(MSI) 지침과 GMDSS 마스터플랜 최신화
• (논의내용) Inmarsat의 위성 전환(3세대→4세대) 및 이리듐 위성 시스템의 GMDSS 서비스

제6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6) 결과

공급자로의 인정(MSC 99차) 등에 따른 다중 위성서비스 제공자 환경에서 해사안전정보
배포를 위한 관련 문서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Inmarsat의 3세대 위성에서 4세대 위성으로의 이동 및 이리듐 위성 시스템의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6th Session

GMDSS 도입에 따른 관련 지침문서* 개정안 검토 및 수정을 완료함
* A.705(17) : 해사안전정보의 배포, A.706(17) : 세계항행경보서비스, A.1051(27) : IMO/WMO 세계 기

I. 개요

상-대양 정보와 경보서비스

• (논의결과2) 이리듐 위성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Inmarsat 단독체제하의 국제 SafetyNET
조정위원회의 명칭을 “International Enhanced Group Call coordinating Panel”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논의결과3) 해사안전정보업무 문서 개정을 위한 절차에 “해사안전정보업무에 관한 개정은

• 회의명 : 제6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6)
• 일시/장소 : 2019. 2. 4 ~ 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2개 회원국 및 정부간ㆍ 비정부간 기구 대표 456명

MSC에서 정한 주기로 결정하고, MSC 승인 후 다음해 1월 1일 또는 MSC에서 정하는 별도의
일자에 시행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확정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4. GMDSS 현대화 관련 SOLAS 등 규정 개정
• (논의내용) SOLAS 3장 및 4장 개정안 관련하여, EGC(Enhanced Group Call)의 정의에
SAR related information 추가 및 NAVTEX((Navigational Telex) 탑재요건을 변경키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로 논의함

• (논의내용) SOLAS II-1/3-8개정초안 및 관련 지침 초안 완료를 위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 (논의결과) 프랑스에서 SOLAS 3장 및 4장과 관련된 무선설비 기준의 개정 작업에는 시간이

• (논의결과) “인간 중심 설계 접근”은 정의가 불분명하여 일관된 이행 및 검증이 어렵고 “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SOLAS 개정(2024년 발효)과 별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하중모니터링 장비”는 라인의 마모상태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사용자의 부주의를 유발할

GMDSS 현대화 작업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무선설비 기준의 개정작업을 2022년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함

채택을 목표*로 진행키로 함
* 2021년 개정작업 완료, 2022년 개정안 채택, 2024년 발효

5. Polar Code 이행을 위해 극지에서 사용되는 항해통신장비의 일반지침 개정
• (논의내용)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코드(Polar
Code) 이행을 위해 극지에서 사용되는 항해통신장비의 일반지침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음향측심기의 전방주시능력 등 일부 작업범위 외의 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MSC 101차에 수정된 지침(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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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LAS II-1/3-8 및 관련지침 개정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안전한 계류
작업의 새로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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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S II-1/3-8 개정안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MSC 101차 승인을 요청하기
로함

2. 수밀성에 관련된 SOLAS II-1/Parts B 및 B-1 내용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SOLAS II-1/Parts B-2~4의 검토
• (논의내용) SOLAS II-1장의 기존 규칙들 간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SOLAS II-1/B-2~4 규칙 검토 및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
•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안 개발을 완료하고, MSC 101차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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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S II-1/B-1~4 및 관련 해설서 개정, 격벽 갑판 상 수밀 문 요구 관련 SOLAS II-1/7-2.5.2
의 개정, 충돌격벽 밸브 위치 및 조작에 대한 검토 후 SOLAS II-1/12.6.1의 개정, SDC 6/4/4에
서 제안된 적용방안 고려, MSC.1/Circ.1464/Rev.1의 개정
- SOLAS II-1장 해설서 및 MSC.1/Circ.1464/Rev.1 개정(6/9/1)은 회의시간 부족으로 논의하
지 못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논의 후 결과를 SDC 7차에 제출하도록 함

3.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최종안 마련
• (논의내용) SDC7차에 완료를 목표로 SDC5차 통신작업반의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초안과
각국의 코멘트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5가지 모드 중 2가지 모드(파라메트릭 롤과 서프라이딩/브로칭)만 우선 적용하고,
기술적 문제가 있는 나머지 3가지는 새로운 의제로 별도 논의하자는 일본 주장을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반대하여, 5가지 모드를 모두 포함한 임시지침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타협약과 상충 문제 등이 있는 dead ship 모드는 부속서로 별도 분류하기로 함
- 총 3가지 임시지침서(직접 복원성 평가, 운항제한 및 운항지침 작성, 취약성 기준(1,2단계))를 검
토 및 수정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임시지침서의 통합본 개발을 완료하여 SDC 7차에

제6차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6) 결과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6th Session

I. 개요
• 회의명 : 제6차 오염예방 · 대응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6)
• 일시/장소 : 2019. 2. 18 ~ 2. 22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9개 회원국 및 48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720여명

제출하도록 함

4.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 선박을 위한 안전 대책
• (논의내용)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24m 이상의 어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람요트에 대한 안전대책 초안 검토
• (논의결과) 극지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구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SOLAS 비적용
선박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권고적 성격의 안전대책을
개발하도록 결정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 · 안전성 평가
• (논의내용) 일부 화물*의 운송규정 개정사항, 발효시기 · 이행방법 등사전 전파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안 및 회람문서 개발에 대해 논의함
* 파라핀계 화물(4종)의 운송명칭 및 선박 설비요건, 예비 세정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수용시설에서 처리 등
(‘21.1.1 발효 예정)

• (논의결과) 아국은 ESPH 작업반에 참여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였으며, IBC Code 개정안 및
회람문서 초안이 채택되어 제74차 MEPC의 승인을 요청함

2. 선박평형수 샘플링과 분석에 관한 지침서 개정
• (논의내용) BWMS의 시운전 시험에 사용될 지표분석모니터링 장치의 검증방법 개발*을 제안
* * BWMS의 본선 설치 시 D-2 만족 여부 확인 위한 지표분석모니터링 장치들이 개발됨에 따라 이의 인증을
위한 표준개발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제안

• (논의결과) 평형수 지표모니터링 검증방법 개발은 제74차 MEPC에 ‘경험축적기동안 식별된
문제에 관한 긴급한 방안‘에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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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butryne 통제를 포함한 AFS 협약 부속서1 절차서 개정
• (논의내용) Cybutryne 사용 금지를 목적으로 AFS 협약* 부속서 1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검토반을 구성하였고, AFS 협약 개정안을 논의함
* AFS (Anti-Fouling System) 협약: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2001

• (논의결과) 부속서 1의 유해방오도료목록에 Cybutryne을 추가 및 협약 증서 개정안을 마련
하였고, 제74차 MEPC가 승인 및 채택하도록 요청함

황함유량 규정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 FONAR 보고서 양식 개정 제안, 고유황 연료유 잔량 처리 관련 제안, 발효시기 차이 관련 제안, 공급측면에서
의 품질 관리 관련 제안 등

• (논의결과)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74차 MEPC에 추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
* 사용중 연료유 샘플을‘MARPOL’샘플로 할지 여부, 선상 연료유 혼합과 취급에 관한 문구 추가 여부, 고유황
연료유 잔량 처리에 관한 4가지 옵션 등

* Cybutryne 2021년 10월 3일부터 선박에 사용할 수 없으며, cybutryne이 포함된 도료가 도포된 경우 2026
년 10월 3일 이후부터 침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국제 해운에 적합한 블랙카본 통제 조치
• (논의내용)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기술워크샵을 통해 블랙카본 통제조치(저감기술)를
설정(41개)하고 분석함
*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참여국가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 (논의결과) 국내 3개 기술*이 블랙카본 저감기술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향후 제74차 MEPC
에서 승인될 예정임
* 블랙카본 저감기술 : 입자상물질 저감장치, 전기집진기, 촉매기반 필터기술

5. 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정의 일관된 이행 관련 협약 개정안 마련
• (논의내용) 회기간 작업반에서 개발한 협약 개정 초안* 및 추가 제안문서**를 함께 검토하여
MARPOL 부속서 6 협약 개정안 개발
* 2018년 7월 연료유 황함유량 0.50%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회기간 작업반이 개최되었으며 논의를 통
해 협약 개정 초안이 마련됨
** 황함유량 검증방법에 관한 부록 6의 개정 제안, 1규칙 추가 개정 제안

• (논의결과) MARPOL 부속서 6 협약 개정안*을 완성하였으며 제74차 MEPC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
* 1규칙(적용), 2규칙(황함유량, 저인화점연료, 사용중 연료유 정의 등), 14규칙(사용중 연료유 샘플링, 샘플링
장치 설치요건 등), 부록 1(IAPP 증서 개정안) 및 부록 6(연료유 황함유량 검증방법)

6. 0.50%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 마련
• (논의내용) 회기간 작업반에서 개발한 초안 및 개정 제안문서*를 함께 검토하여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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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에 대한 LSA 코드 및 결의안 MSC.81(70)의 개정은 통신

제6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6) 결과

작업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정안을 개발하여 차기 회의(SSE 7)에 제출하
기로 함

3.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
• (논의내용)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생존정에 생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잠정 지침 제정에 대해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6th Session

논의함
• (논의결과)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잠정 지침안에 합의하고, 승인을

I. 개요

위해 MSC 101차에 제출하기로 함
- 최대 구조예상시간의 결정 및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POLAR LSA) 시험 및 평가를 위한

• 회의명 : 제6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6)
• 일시/장소 : 2019. 3. 4 ~ 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Susumu Ota (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0 개 회원국 및 27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410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4.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MSC.1/
Circ.1315) 개정
• (논의내용)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MSC.1/Circ.1315)
개정에 대해 논의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
• (논의내용) SSE 5차 회의 결과에 따라 SOLAS III장을 위한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목표기반기준(GBS)에 따라 구명설비의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을 개발하여 SOLAS
Ⅲ장 대체 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MSC.1/Circ.1212)에 반영하고, MSC 101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 (논의결과) 소화성능 검증 관련 불명확한 표현 “Salts of Potassium”을 삭제하고 강화된
시험기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최종안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함

5.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의 요건 개발
• (논의내용)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와 관련한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선박 하역설비와 윈치의
검사 및 정비에 대한 요건 개발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은 모든 하역설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용하중이 1,000kg 미만 설비는 검사 및 증서 요건을 제외한 협약의 일부 요건만
적용하기로 결정함

2. 생존정의 통풍요건 개발
• (논의내용)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과 관련한 LSA 코드 개정안 및 구명설비
시험에 대한 개정 권고안 (결의안 MSC.81(70))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 (논의결과)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요건은 SSE 5차에서 합의된 LSA 코드 개정안*을 유지하고,
생존정의 환기장치 시험에 대한 결의안(MSC.81(70)) 개정은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함
* CO2 농축 임계값 5000 ppm, 환기량 5㎥/h/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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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훈련과정(Model Course)의 개발 및 유효화

제
제6차
3차인적요소·훈련·당직
협약이행
전문위원회(HTW
전문위원회(III*
6) 결과1) 결과

• (논의 내용) STCW 협약, IGF Code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발효에 따라 관련 IMO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개정·개발 및 유효화 논의
• (논의 결과) IGF Code 적용 선박 승선자를 위한 기초훈련 및 상급훈련의 2가지 과정의 유효화를
승인하였으며, 미완료 과정*은 추가검토 예정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6

* ‘여객안전·화물안전 및 선체안전성 신규 표준훈련과정’, ‘상급소화훈련’ 과정은 개발자 및 검토그룹에서 추가
개정작업을 하여 차기(HTW 7) 회의에 재검토 예정

I. 개요

3. 선원의 전자증서 및 서류 사용을 위한 STCW 협약 및 코드개정

• 회의명 : 제6차 인적요소 · 훈련 ·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6)
• 일시/장소 : 2019. 4. 29 ~ 5. 3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논의 내용) 선원의 전자증명서 및 문서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STCW 협약 및 관련 규정 개정,
전자증명서의 표시와 형태 구성방향 논의
• (논의 결과) 선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 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통신작업반을

• 의 장 : Ms. Mayte Medina (미국)

구성하기로 합의함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7여개 회원국, 29개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530여명 참석

- 통신작업반에서 선원의 전자 증명서 및 서류 적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예정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정
• (논의 내용) 자격요건, 제한수역의 정의, 협약 적용 단위기준 등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협약 개정사항을 논의함
- (자격요건) 어선 선장 숙지사항 등 어선선장과 어선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4. 인적요소의 역할
• (논의 내용) 해양사고 사례를 활용한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개발 지침 내용, 선원의
해상견시정보 처리능력 관련 지침개발 등 논의
• (논의 결과) 해양사고 사례 활용에 대한 지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협약이행전문위원회
(III)에 검토요청하기로 하고, 해상견시정보 처리능력 지침은 별도 개발 없이 향후 표준
훈련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구체화 함
- (제한수역 정의) 협약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수역 용어의 정의를 각 회원국의 주관청이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기존문구를 유지함
- (단위기준) 협약 단위기준으로서 기존 길이(미터) 뿐만 아니라 총톤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
* Capetown Agreement의 24m(총톤수 300톤) 및 45m(총톤수 950)를 STCW-F 협약에 적용하여 개정하
기로 합의하여 협약체결국은 길이 또는 총톤수 중 선택하여 적용가능

- (향후계획) 어선원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등의 검토를 위해 통신작업반(‘19.5) 및 회기간

5. 선원이 소지해야할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목록에 대한 지침 개정
• (논의 내용) STCW Code 제B-1/2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목록 개정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승무자격증 발급·등록·갱신 여부, 해기능력 기준의 유지여부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건강진단서 관련하여 5년마다 의료적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STCW 협약
제1/11을 인용하기로 결정함

작업반(‘20.2)을 구성하고 다음 회기(‘20.6)에 지속 논의*하기로 함
* HTW 8(‘21)에 협약 개정작업 완료 및 MSC 106(‘22.11)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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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C(Port State Control)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6) 결과

• (논의 내용) IMO 항만국통제(이하 PSC) 절차서 개정사항 및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매뉴얼을
검토함
- 개정사항 : PSC 절차서’에 최근 개정 협약의 반영, MARPOL ‘부속서 6’에 대한 ‘PSC 가이드라
인’ 및 PSC 절차서 ‘부록 12’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6th Session

I. 개요

• (논의 결과) IMO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사항 검토 및 최종(안)을 확정(제31차 총회 채택
추진)하고, 신규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결정함

4. III 코드 지침서 개발

• 회의명 :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
(The 6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struments)
• 일시/장소 : 2019. 7. 1 ~ 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논의 내용) 기국 및 회원국의 IMO 협약이행코드(III 코드) 이행 시 협약이행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IMO 협약이행 코드(III Code)에 명시된 회원국 의무사항 이행 지침서 개발

• 의 장 : Mrs. Claudia Grant(자메이카)

필요에 합의하여, 초안작업반(DG)을 통해 관련 위원회(MSC, MEPC) 신규작업 승인 요청(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7개 회원국, 17개 IGO 및 8개 NGO 대표 등 총 360명 참석

을 마련하였음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이사회 개편 논의
• (논의 내용) 해양사고분석을 위한 통신작업반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를 통한 해양사고
교훈사항을 논의함
• (논의 결과) 27건의 해양사고보고서 및 인명사상사고 안전문제를 검토하여 12개 교훈사항을

5. 비자항 무인부선(UNSP barge)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
• (논의 내용) 비자항 무인부선(UNSP barge)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관련된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결과보고서를 검토함
• (논의 결과) 비자항 무인부선(UNSP barge) 검사 및 증서발급 면제와 관련, MARPOL 부속서
1, 4 및 6 개정안 및 면제 지침서 제정안 개발을 완료하였고, 제75차 MEPC 승인을 위해
위원회 안건보고로 결정함

확정하고, GISIS를 통해 회원국에 교훈사항 공표를 결정함

2. 항만수용시설 부족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 (논의 내용) MEPC.1/Circ.834/Rev.1에 따라 6개 MARPOL 협약국, 준회원 1개국 및 영국령
1개국에서 제출한 2018년 항만수용시설 불충분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함
• (논의 결과) GISIS에 등재한 2018년 항만수용시설 불충분 보고서에 대해 항만당국의
조사보고서 등재 등 회원국의 MARPOL 협약이행 의무준수를 독려하였으며, 향후, 사무국은
항만수용시설 불충분 보고서에 대한 항만당국의 사후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GISIS에
미이행 항만이 표출되게 하는 등 방안 마련 예정임
- 또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항만수용시설 개선 방안을 향후 2개년 잠정의제로 선
정하고, 제4차 FAO/ILO/IMO 합동실무회의 등과 연계ㆍ협조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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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실증자료(2년)와 모의실험(3년) 결과를 제출하거나 선박 실증자료(5년)를 CCC 7차

제
제6차
3차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협약이행
전문위원회(CCC
전문위원회(III*
6) 결과 1) 결과

(’20.9) 이전까지 제출을 요청함(미국, 마샬에서 실증기간 연장요청)
* 모의실험(3년) 결과는 포스코가 기 보유중이며, Green Iris호 실증자료(1년6개월)는 6개월 추가 운항하여 2년
충족 후 통신작업반에 제출예정

- 40mm 두께의 고망간강 피로도 실험 결과를 102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20.5) 전까지 제출 시

40mm 두께를 적용한 임시가이드라인도 승인 예정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6th Session

I. 개요

* 포스코는 이번 회기 중 고망간강 허용두께를 30mm → 40mm 확장한 정보문서 제출 및 협약개정 제안

3.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제안
• (논의 내용) 자기반응성물질(4.1급), 유기과산화물(5.2급) 등의 위험물을 중·소형 용기로

• 회의명 : 제6차 화물 및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 일시/장소 : 2019. 9. 9 ~ 1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 장 : Ms. Maryanne Adams(마샬 제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7개 회원국, 17개 IGO 및 8개 NGO 대표 등 총 321명 참석

운송할 경우 운송 가능 제어온도와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한치 온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협약
개정(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위원회는 UN 위험물운송 전문가 소위원회(UN TDG)*에 동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UN TDG(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부속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통일적 시행을 목적으로 매년 2
회 정기회의 개최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LPG 연료추진선박 기준(안)의 IMO 가이드라인 채택 제안
• (논의 내용) ‘LPG 연료추진선박 기준(안)*’의 IMO 가이드라인 채택을 논의함
* 기기, 장비, 시스템의 배치 및 설치요건, 제어 및 감시 기준 등 우리나라 제출문서

• (논의 결과) 다수의 회원국은 LPG가 대체연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료임을 공감하였고,
통신작업반에서 추가논의 예정임
* 우리나라는 통신작업반 및 차기 CCC(7∼8차)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CCC9차(2022년)에 임시 가이드라인
채택을 목표로 추진 예정

2. 고망간강 임시가이드라인을 정식 IGC/IGF Code 등록 제안
• (논의 내용) 선박 사용 극저온용 고망간강 실증자료(1년)*가 정보문서로 제출되었으며, 정식
협약 등록을 위한 IGC/IGF Code 개정(안) 제안에 대해 논의함
* LNG 연료추진선(Green Iris호)의 운항실적, 탱크의 온도ㆍ압력변화 등 실적 데이터 등

• (논의 결과) 작업반에서 좀 더 긴 기간의 실증결과 제출을 요청했으며, 고망간강 두께를 확대한
임시가이드라인 채택 관련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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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운반선 구역차단 방법에 대한 통일해석 제안
• (논의 내용) 가스운반선에서 가스연료밸브실의 가스누설 시 구역차단을 위해 기관실과 연결
출입구의 차단방법*에 대한 통일해석 논의
* 볼트타입의 밀폐형 설비, 볼트타입의 헷지(Bolted Hatch) 설치, 공기 차단문(Air lock)

• (논의 결과) 독일은 안전성 검증 근거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는 가스운반선 구역차단 방법에 대한 통일해석 추가로
검토한 후 보완된 문서를 IMO CCC 제출 예정임

5. 고체산적화물 관련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개정
• (논의 내용) 지속적으로 고체산적화물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구체화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가 반영되도록 하는 결의서 개정이 제안됨
* 고체산적화물 선적 전 화물 등급, 성질, 운송조건 및 적·양하 시 주의사항 확인

• (논의 결과) 일부 회원국은 위험성 평가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을 우려하였고 위원회는
의제보완 후 차기 MSC(102차, ’20.5)에 개정안 제출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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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신고 위험물 관련 IMDG Code 내 특별규정 개정검토 제안
• (논의 내용)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물임에도 화주가 비위험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특별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적용을 면제 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의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특별규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위원회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 방안을 통신작업반에서 논의 후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함

7.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지침서 개정 (뉴질랜드)
• (논의 내용) 컨테이너 운송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의 적용범위를
일반 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위원회는 CIP 점검을 일반화물까지 확대·CIP 점검률 제고 및 이와 관련한 CIP
지침서 개정에 대해 통신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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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 경과
논의개요
•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채택(MEPC 73차, ‘18.4)에 따라 최종 감축전략 채택(’23
년)시까지 후속조치 및 실행계획 추진 예정

논의경과
• (‘97.12) UNFCCC에서는 국제해운·항공분야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관련 국제기구에 위임함
- 교토의정서 제2조제2항에 따라 ICAO 및 IMO는 항공기 및 선박용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제한·감축 활동 추진함

제2장 IMO 회의 주요의제
제1절 해사안전

• (‘98.11, MEPC 42차)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IMO GHG
Study) 결정
* 제1차(‘00년), 제2차(’09년), 제3차(‘14) GHG Study 보고서 발간

• (’13.5, MEPC 65차) 에너지효율개선 규제를 현존선으로 확대하고 추가규제 도입 결정을
위하여 3단계 접근법(IMO DCS) 필요성 동의
- 5천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의 연료유사용량에 대한 ①데이터 수집(’19.1~12), ②보고(’20.1~5) 및
분석(’20.6~12), ③의사결정(MEPC 78차, ’22년 봄)
* ‘25년까지 선박배출 온실가스 30% 저감(EEDI) 및 에너지효율 관리(SEEMP)를 위한 규제 적용(’13.1.1)

• (‘15.12) 파리협정 채택으로 UNFCCC 모든 당사국(197개국)의 감축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IMO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응조치 요구
• (‘18.4, MEPC 72차)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채택
• (‘18.10, MEPC 73차) 8가지 후속 프로그램(추진일정 포함) 개발·채택
• (‘19.5, MEPC 74차) 후속 프로그램 중 단기조치 등을 14개 설정, ’20. GHG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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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논의사항 참고
• <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GHG Initial Strategy) >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후속 프로그램 및 세부수단
비전
- IMO는 국제해운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
여 금세기 내 가능한 빨리 단계적인 저감을 목표로 함

◆ 8개 후속활동 프로그램
구분

의욕수준(감축목표)
- EEDI(에너지효율)의 단계적 강화를 통한 신조선의 탄소의존도 감소

단기 후보조치(Group A; 기존 IMO 체계에서의 단
기 조치)

- 기존 선박에 대한 EEDI
- 추가 EEDI 단계 및 감축 요건
-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단기 후보조치(Group B; 현재 규제 체계에서 논의
되지 않으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단기 조치

- 운항에너지효율지표 개발
- 선박감속 및 선속최적화 등

단기 후보조치(Group C;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조치)

- 국가활동계획(NAP),
- 탄소집약도 전 주기 지침 개발
- 연구개발

중/장기 후보조치 및 식별된 장애요소를 다루기 위
한 활동

- ‘23년 이후에 시행 가능한 중/장기 후보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 및 일정 수립

국가별 영향 평가

- 규제조치가 국가(특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일정 수립

제4차 IMO GHG Study

- ‘12~’18년의 국제해운 GHG 배출량을 산정하고 미래
GHG 배출량을 예측하는 연구(`19~‘20년)

역량강화/기술협력/연구개발

- 영향 평가를 포함한 역량강화/기술협력/연구개발 활동 개
발(MEPC 80차, 2023년 이전)

최종전략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 선박 연료유 소모량 수집(‘19~’20년) 및 데이터 분석(‘21
년~’22년)을 통한 최종 전략 채택(‘23년)

- ‘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08년 대비 50% 이상 감축

적용원칙
- IMO 협약에 따른 비차별 및 NMFT(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규제 적용) 원칙과
UNFCCC협약 등에 따른 CBDR(오염기여도에 따른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포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행조치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온실가스 감축 조치들이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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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14개 세부수단(Approach) 분류
접근방법 1.

EED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향상

접근방법 2

신조선의 EEDI 프레임워크 강화

접근방법 3.

SEEMP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향상

접근방법 4.

적절한 운항에너지효율지수 식별

접근방법 5.

최적 속도 및 선박 감속 규제 개발

접근방법 6.

메탄슬립 감축 규제 개발

접근방법 7.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감축 규제 개발

접근방법 8.

국가활동계획(NAP) 개발 권장

접근방법 9.

선박 GHG 감축을 위한 항만 개발활동 장려

접근방법 10.

연구개발(R&D) 활동 착수 및 지원

접근방법 11.

First mover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발

접근방법 12.

모든 연료에 대한 전주기 GHG/탄소집약도 지침 개발

접근방법 13.

대체 저탄소/무탄소 연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접근방법 14.

새롭고 혁신적인 감축 메커니즘

IMO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강화 대응현황
선사의 대응현황
• (선사의 고려사항) 선사는 자사 보유 선박의 선종, 선령, 항로 등의 특성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경영전략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 탈황장치 설치 또는 LNG 연료 등의 방안을 선택
* (저유황유) 유가, 지역적 공급가능성, 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 (탈황장치) 설치비용, 세정수 처리(추가 규제), 기
술적 신뢰도 등, (LNG연료) 벙커링 시설, 설치비용 등

해수부 대응현황
• (재정지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19년, 113억원), 탈황장치 등 친환경설비 설치비용의
이차보전(대출이자의 2% 지원/’19년, 41억원)
-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통한 선사의 금융부담 완화
*

* 선사 자체 조달 시 금리 7~8%를 1.3%~3%(보증료율 포함)로 절감

• (R&D 사업) 국산 탈황장치 개발ㆍ상용화 및 LNG 벙커링 등의 핵심기술개발 사업* 지원
- 부산ㆍ인천 등에 벙커링 터미널 단계적 구축(~‘25), 통영기지에 LNG 선적설비 구축(’19) 및 소
형 LNG 운반선 건조 완료**(총 710억원)
* 탈황장치 선박실증 및 연료유 품질검증체계 구축('18~'21, 100억원),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
축사업('18~'22, 270억원) 등
** 가스공사가 ’17년 4월 발주한 벙커링 1호선(7,500cbm)이 ’19년 12월부터 운항 예정

• (공공선박 선도 발주) 민간 LNG 추진선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LNG 추진 관공선 추가
도입 추진(’19년 1척 준공, 2척 추가 발주)
- 노후 항만예선의 LNG 연료추진선박 건조지원(30% 보조,∼’25년 14척)

• (법령정비) 황산화물 국제규제를 국내법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반영(‘19.7 공포)하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 구입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친환경선박법」제정(‘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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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용 관련 규정 검토 작업 대응현황
논의개요
• (배경) 자율운항선박(MASS) 상용화를 대비하여 IMO 차우런의 통일된 국제기준 및 지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년부터 자율운항선박 운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논의경과
• MSC 100차 회의에서는 RSE 작업체계(정의, 방법론, 작업계획, 절차 등)를 승인하고,
사무국에게 RSE 작업을 위한 웹플랫폼 개발 및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함
• 사무국은 GISIS 모듈에 MASS RSE 작업을 위한 웹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2장 IMO 회의 주요의제
제2절 전문위원회

동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작함
• MASS RSE 작업진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됨

세부 논의사항
• IMO 협약 초기검토(first step)
- IMO 협약 초기검토의 업로드를 위한 섹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동 섹션은 초기검토 작업
(‘19.4.말까지 완료)에 참여하는 회원국에서 승인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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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항에 대해 MASS 적용 및 잠재적 차이를 결정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코멘트 및 비고
(Remarks)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규정 외에도 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코멘트를 다룰 수 있도록
"General Comments"를 작성할 수 있음
• IMO 협약 초기검토 관련 코멘트 단계(first step)

- 초기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국 및 지원국을 포함한 최신 협약목록은 부록으로 제공하였
으며, 작업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협약명, 모든 규정 번호 및 제목은 초기 검토를 수행하는 주
관국 및 지원국과 협의하여 사무국에서 사전에 작성함
- 초기 검토결과는 참여국에서 승인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업로드 되며, 모든 규정은 각 자율등급
(1,2,3,4등급)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됨
① MASS에 적용되고 MASS 운용을 방해하는 규정인지
② MASS에 적용되고 MASS 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치가 필요 없는 규정인지
③ MASS에 적용되고 MASS 운용을 방해하지 않지만 명확화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인지
④ MASS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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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 GISIS 모듈 개발에 감사하고 일부 기능적 문제는 사무국에서 곧 해결하기로 함
• RSE 작업 관련 WG에서는 자동화 등급 1, 2와 3, 4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사항이 GISIS general comment section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작업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1 단계에서 식별한 자동화
등급 및 식별한 특정 격차에 대한 주요사항 결과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함
• 1단계 결과 및 2단계 작업 수행 시 참조할 사항에 대하여 회기간 작업에서 논의하도록 하기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내용은 격차(gap) 및 주제(themes)를 담도록 함

- 동 섹션은 아직 개발 중이며, 초기검토 사항에 대해 IMO 회원국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19.5월부터 활성화 될 예정임
- 동 섹션이 활성화되면 초기검토를 수행한 회원국에서는 초기검토사항을 ‘19.6.30일까지 수정할
수 없으며, 코멘트 단계의 시작은 회람문서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지될 예정임
- 회원국은 각 규정 및 MASS 등급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동의하지 않
는다면 MASS 적용에 대해서 표시하고 간단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IMO에 등록된 사용자는 코멘트(검토의견)를 제시할 수 있지만, 한 회원국이 각 규정 및
MASS 등급에 하나의 코멘트만 제시할 수 있음. 모듈은 같은 IMO 회원국의 사용자가 제출한 코
멘트의 수정 또는 코멘트 가능하도록 함. 각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입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도
록 해야 함

• 코멘트 검토 및 결과 제공(first step)
- 코멘트 단계 완료 후, 초기검토를 했던 주관국 및 지원국은 코멘트를 검토하고, 필요시 초기검

Format of report (summary of results of first step)
Introduction
1. 검토한 협약 및 Chapter
2. 주도국가 및 참여국가
Process followed
3. RSE 작업을 수행한 방법에 대한 설명. 예 : flowchart 활용
Gaps, themes and/or any other relevant findings
4. High-level summary/description of results/findings with respect to the four degrees of
autonomy (요약/결과 상세/ 4 단계 자동화 관련 식별사항)
.1 In general :
.2 Degree 1 :
.3 Degree 2 :
.4 Degree 3 :
.5 Degree 4 :
Common gaps, themes and/or other relevant findings identified
5. 1 단계에서 식별된 일반적인 격차 및 주요사항
Recommendations for the inter-sessional WG
6. (RSE 작업을 바탕으로 한 자원국이 식별한 사항에 따른 적절한 권고)

토를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동 단계는 ‘19년 7월말까지 완료 예정임 (참조, 회기간 작업반
4주 전, 9. 2∼6 예정)
- 19.07.31 이후부터, 동 정보는 MASS 회기간 작업반에서 검토하고, 회원국들이 결과에 대한 코
멘트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듈에 포함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또한, 작업을 수행한 주관국 및 지원국에서는 회기간 작업반 논의를 위해 요약결과보고서를 제
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 코멘트 및 RSE 1단계 작업결과 검토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MS Excel 양식으로 정보를 내
보낼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을 개발할 예정임

• Second Step
- Second Step 관련 적절한 섹션은 작업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이며, Second Step 관련 분석 및
코멘트는 협약수준(규정 수준 아님)으로 수행될 것이며, 결과는 최종적인 내용심의를 위해 MSC
102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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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 RSE 1단계 작업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보고서는 ‘19.8.2까지
회기간 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v록 요청함
• 일본은 SOLAS 협약 XII, XIII및 관련 III code관련 RSE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SOLAS
조문 및 제1장, 제8장 및 10장은 MASS에 영향이 있으나, RSE 작업이 늦추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에 검토하기로 함
• 아래의 협약은 MASS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RSE 작업은 시행하지 않기로 함
① Agreement concerning specific stability requirements for ro-ro passenger ships undertaking regular scheduled international voyages between or to or from designated
ports in North West Europe and the Baltic Sea (SOLAS AGR 1996);
②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SOLAS 1974 (SOLAS PROT 1978);
③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SOLAS 1974 (SOLAS PRO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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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 1971 (STP 1971); and
⑤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1973 (SPACE STP 1973).

• Circular letter No. 3945에 따라 ‘19.9.2~6 기간 동안 MASS RSE 작업 1단계를 검토하고,
2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회기간 회의를 시행하고자 함
- 관련 ToR은 다음과 같음

ToR for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MASS
MSC 101/24 section 5, MSC 101/WP.8 및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회기간 회의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시함
.1 MASS RSE 보고양식에 따라 제출한 RSE 1 단계 초기검토 회원국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2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
.2 MASS RSE 2 단계 결과를 위원회에 어떠한 형태로 보고할 것인지 적절히 고려할 것
.3 MASS RSE 1 단계 작업에서 식별된 격차, 주제 및 관련사항을 참조하여 MASS RSE 2 단계 작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회원국에게 제공할 것
.4 관련 결과를 MSC 102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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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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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8-37호)에 의거 2015년부터 연 3회 개최하는
정기협의체이다. 2019년에는 총 2회(13~14차) 개최하였다.
• 이번 해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 회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IMO
회의 주요 논의사항 전파, 2019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신규과제 검토 등 분야별 석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IMO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 및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2019년 시행된 제13차~14차 협의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3장 2019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제1절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제13차 IMO 국제해사협의회
◆ 개최 개요
• 일자/장소 : ’19. 6. 20(목) ~ 21(금) / 부산 코모도 호텔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관리과) 외 15개 기관* 53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안전진흥협회

◆ 주요 내용
• IMO 전문가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기관별 국제해사업무 소개 및 협업과제 발굴
* (발표기관)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기술개발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선박 온실 가스 감축 관련 정책·기술 동향소개 및 토론(한국선급)
• 상반기 IMO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발표 및 대응방안 논의
• (특강) 국제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소양교육(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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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해양정책 소개 및 외교적 관계구축 강화 방안

• IMO 위원회, 양·다자 회담 등 국제회의 체계적 대응 방안 논의

제13차 및 제14차 국제해사협의회 주요 행사 사진
제13차 국제해사협의회

제14차 IMO 국제해사협의회
◆ 개최 개요
• 시/장소 : ’19. 12.19.(목) ∼ 20.(금)/부산 밸류호텔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관리과), 외 2019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 용역 참여 기관 및 관련 기관 등 총 15개 기관 70명
* 부산시청,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선급, 팀 솔루션,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인적안전진흥
협회, 목포해양대학교

▲ 참가자 단체 사진

▲ 개회사

▲ 해사주간 기념촬영

▲ 주제 발표

◆ 주요 내용
• 2020년 IMO 연구과제 제안(30건) 및 토론(과제 제안 기관)
• IMO 신규과제에 따른 해사산업 활성화 방안 토의(해양수산부)
• 2019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연구수행 기관)
* 목포해양대학교(주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

• 2020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일반과제 추진방안 및 2020 한국해사주간(KMW)

제14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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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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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2019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제2절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

적극적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활발한 IMO 대응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국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조선 · 해운과 관련된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산업의이익을 보호 · 증진하며, IMO A그룹 10연임 이사국이자 조선 · 해운 강국으로서 IMO
국제해사협약 및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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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IMO 전략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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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 학 · 연 · 관 IMO 대응역량 제고 및 국제적 기여활동 강화(9개)

◆ 연구의 범위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ㆍ지원 및 IMO에 제출할 우리나라 의제 문서 개발
(18개)
연번

과제명

관련
회의

1

습식 배터리(UN 2800)에 관한 운송규정 개정 방안 연구

2

전자 해사간행물(ENP) 적용에 관한 지침개발

3

Gas Carrier의 기관실 Gas Valve Unit Room의 기관실 내 개구 적용에 통일 해석 개발

CCC

4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PH) 운송을 위한 탱크컨테이너의 활용 제안 연구

MSC

5

저유황유 사용관련 선박의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MSC

6

LPG 연료추진 선박 지침서 개발

CCC

7

인적요인 역할 강화를 위한 해양사고 사례 교육 및 지침 개발 제안

HTW

8

Non-SOLAS 선박(원양어선)에 극지해역코드(Polar Code) 적용을 위한 영향평가연구

MSC

9

BWM 협약의 선박기반 비상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대응 연구

MEPC

10

평형수관리기록부 기입의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

MEPC

11

BMW 협약의 경험축적기(EBP) 대응을 위한 연구

MEPC

12

비상용 기관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 방안

MEPC

13

LNG 연료추진선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

ISWGGHG
MEPC

14

연료에 대한 생애주기 GHG/탄소집약도 지침 개발에 대한 연구

15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MARPOL 협약면제를 위한 개정안 및 지침서 개발

16

대형선박의 LNG연료 적합성 분석

17

연료유 샘플 보관기관 조정

18

회의체별 현안에 대한 전략의제 개발 및 회의 대응

CCC
NCSR

ISWGGHG
MEPC
III
MEPC
CCC
MEPC
-

1.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2. 모의 IMO 총회
3. 한국 IMO 전문가 위원회 운영
4.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5. 회의체별 현안에 대한 전략의제 개발 및 회의 대응
6.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7. IMO 이사회 개편 방향 및 개선방안 연구
8. 해사안전의 범위에 관한 연구
9. 한국해사주간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전력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 용역 추진 체계 (총괄)
주관기관

협동연구기관
(사)한국선급(KR)

목포해양대학교
(MMU)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IMFT)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MC)

주관기관(MMU)
- 업무 총괄 (용역 총괄 업무 등 업무 추진)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ㆍ지원
- 총 18개 의제문서 개발 중 1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5개 과제 수행

협동기관
• 사단법인 한국선급(KR)
- 총 18개 의제문서 개발 중 10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ㆍ지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 총 18개 의제문서 개발 중 1개 과제 수행
-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2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ㆍ지원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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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개 기타 연구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ㆍ지원

연구 추진 현황
• 2019년 3월 26일 용역 계약
⑴ 용역 명칭 :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⑵ 용역 계약 금액 : 일금 6억 2백9십1만원
⑶ 용역 기간 : 2019. 3. 26 ~ 2019. 12. 31

• 2019년 4월 1일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계 제출
•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장소 : 2019년 4월 25일 / 해양수산부 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필요성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장소 : 2019년 7월 30일 / 해양수산부 중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추진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 2019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20일 / 밸류호텔 부산
- 참가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추가 수정사항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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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화) 정책포럼(Policy Forum)

2019년 한국해사주간 개최

제1세션 (정책현안 - Policy Issues)

1-1 발표 : IMO Technical Cooperation - Capacity Building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행사 개요

(Mr.Zulkurnain Bin Ayub, Chair of IMO TC Committee,
GM of Bintulu Port Authority)

• (기간/장소) ’19.4.14(일) ~ 4.17(수) (4일간) /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 (참석) 해사안전국장(개회사), 호주 해사청장(축사), WMU 부총장 등 국외인사 80여명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등 국내 인사 300여명

• ITCP는 IMO 회원국들이 국제 해양 규칙과 표준을 조화롭게 구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그 목적은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위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상운송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주요 행사내용
• (개회사) 친환경선박·e-Navigation 등 해사·조선·해운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 ITCP의 3개의 축은 (1) 글로벌 해양 규칙의 준수 및 표준 (2) 제도적 역량 구축 (3) 인재개발이며, 현재 IMO는
해양 분야에서의 여성의 영향 강화, 해상-SDGs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해양에서의 플라스틱, IMO 전략계획
2018-2023에 초점

비전과, 이에 대응한 국제공조 노력 표명
• (축사) 국제해사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방향ㆍ정책 제시와 비전 공유를 위한 한국해사주간의
역할에 주목, 공동의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
• (APHoMSA) 아ㆍ태지역 21개국 해사안전기관장 및 5개 국제기구 간 회의를 통해 해사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강화방안 모색

1-2 발표 : Global Sulphur Cap 2020, How to comply

- 황산화물 배출제한, e-NavㆍAPPWeb(환태평양 해사안전정보 공유 웹) 개발, 아시아지역 해적
정보 및 기술협력사업 소개 등 총 39개 의제 소개ㆍ논의

• (국제해사포럼)

국제해사분야

정책동향,

해양환경

규제

및

기술발전에

(Mr. Kim, Yeon-ta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Executive Director)

따른

해상운송ㆍ해운물류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제 논의
- (정책포럼) 황산화물ㆍ항만 미세먼지, 대체연료ㆍ친환경선박, 해양쓰레기, 자율운항 및 스마트해
운ㆍe-Nav 등 개발ㆍ규제 동향과 기술협력 방안 논의
- (학술포럼) 해양환경규제 및 스마트해운ㆍ물류, e-Nav 기술동향 등 학술적 연구결과를 공유하
고 비전제시 위한 학계의 역할 논의

• 2020 Sulphur Cap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될 경우, 규정 충족을 위한 세 가지 옵션은 각 각
저유황유, Scrubber 및 LNG 연료이며, 국내조선소의 경우 Scrubber 비율이 2016년 25%에서 작년 86%로
급격히 증가함

• 관련 주요 이슈는 Scrubber 세척수 배출금지, EGCS 가이드라인 개정 및 blcak carbon 등이며, Sulphur Cap에
대응 위하여 현재 운항중인 선박은 선박별 특성을 고려해 LFSO와 Scrubber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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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표 : Reduction Strategy for PM(Particulate Matter)
in Port

1-3 발표 : Energy Transition Outlook Maritime 2050
(Mr. Yoo Sun-il, DNV-G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에너지산업의 주요동인은 인구증가, 전기화, 도시화, 정부정책, 디지털화, 기후변화 등 6개로, 이를 고려한 DNV-GL
은 대체연료로 인하여 화석연료가 사양될 것으로 에너지전환전망(ETO)을 내놓음

• 2050년까지 운송에너지의 39%가 탄소 중립연료로 공급되어 화석연료를 능가할 것이며, 결국 수소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됨

(Prof. Kin, Hwan-seong, Professor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 2012년 기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는 육상교통의 1/4로 나타나며, 2013년 WHO의 IARC가 PM
을 발암성 물질로 발표했음, 세계적인 PM감축전략 중 우리나라는 ‘녹색항만’ 개념을 됨

• 한국은 항만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PM감축 전략을 추진 중이며, 항만 PM 3대 감축전략은 아래와
같음
(1) 지속 가능한 항만 (2) 미립자 물질 zero 및 중성 항만 (3) 효율적인 항만

제2세션 특별세션 (친환경선박 - Green Ship)
제3세션 (기술현안 - Technology Issues)

2-1 발표 : Green Ship Solutions Alternative Marine Fuels

3-1 발표 : MASS, Automation and its implication on Shipping Industry

(Prof. Kim, Hyung-ju,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

(Dr. Jens-Uwe Schröder-Hinrichs, Vice President of
World Maritime University)

• IMO는 2050년까지 선박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전략을 채택, 이 전략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Green Ship이 대두되며, 이를 위한 대체연료로 LNG, 메탄올, 바이오연료, 수소,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들 수
있음

• 사실상 배출가스 제로 선박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은 현재까지는 연료전지이며, 가까운 미래에 이산화탄수
무배출 운송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세계해사대학은 2040년까지 기술과 운송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Automation Technology
Employment)를 2019년 2월에 시작

• 이 연구에서는 운송방법의 기술동향, 개발 예측, 노동력조사, 기술 및 자동화 수용을 위한 각국의 준비상태 등 4
개 주요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함
2-2 발표 : Marine Plastic Pollution : A Paradigm Shift
(Ph.D Shim Won-jun, KIOST, Director general of South
Research Institute)

• 현재까지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운송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자격 있는 인적자원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며, 세계해사대학은 미래의 자동화 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 네트워크 구축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필수기술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권고, 향후 더욱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 매년 8백만 메트릭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출되어, 생물학적․생태학적․사회경제적 영향 및 항행위험을 유발하며,
마이크로플라스틱 문제가 대두, 생물가용성․대상유기체․인간피폭․독성․검출 및 정화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음

• 해양플라스틱 감소를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생태학적․경제학적 영향 감소를 노려야 하며, 향후
해양산업에서 플라스틱오염에 대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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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표 : Korea SMART Shipping/Port and Maritime
Logistics utilizing PortCDM in terms of MCP, MASS and
e-Navigation

3-4 발표(화상발표) : Digitalization of ports step by step
approach
(Catp. Ben Van Scherpenzeel,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Taskforce Port Call Optimization)

(Mr. Micheal Bergmann, Secretary IPCDMC)

• SMART해운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도 가능, e-Nav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e-Nav 분야에서 데이터교환 등 상호연계가 관건임

• 이를 위해 IHO 표준, S-100 등 표준언어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행전략의 하나로 PortCDM(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 협업의사결정)을 제시함

• International Taskforce Port call Optimization을 통한 단계적인 항만운영의 디저털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소개함

• 항만은 물류공급망의 정점에 있으나, 대부분 대양항해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급망의
설계 및 항만 기항 최적화를 위한논의가 필요, 우선적으로 대양항해선박의 항만기항 비지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임

• PortCDM은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동기화된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 현행 비지니스 프로세스에 따르면, 데이터 간 기능적인 오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요항만 및 시스템

운송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SMART는 서로 다른 물류영역에 걸쳐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음

공급자들의 기능 및 데이터 정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으로 항만 정보가이드를 제작해 주요항만에서 이행하는
방식을 추진 중

3-3 발표 : Korea SMART Maritime Logistics
(Mr. Shin, Bum-jun,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Deputy director)

3-5 발표 : Benefits,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lementing e-navig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Mr. Nick Lemon, System safety manager of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 e-Nav의 기본개념은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사고를 저감 및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 SMART shipping, SMART 항만 및 eNav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장비와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해상물류에 ITC접목을 추진 중이나 신기술개발 및 구현에
앞서가지 못하고 있음

자동운항선박․위성항법장치의 취약성․보안문제 등 안전한 시스템운영에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지역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세계적인 표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을
지향해야 하며, 조화로운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스마트물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프라 (스마트 포트 및 스마트 선박,
정보 생태계, 도전적인 연구개발)와 산업 지원 (중장기 XL프로젝트, 교육, 구조조정 준비, 커뮤니케이션), 시범
프로젝트 (자동 포트-YGPA, 지능형 포트-BPA, 해상 XL-UPA) 측면에서 전략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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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수) 학술포럼(Academy Forum)

패널토론 (1~3세션)

사전세션 (Pre-Session)

발표 : Journal of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

▲ 1세션(김환성, Z.Ayub, 김연태,
유선일 / 청중참여토론)

▲ 2세션(김연태, 김형주, 심원준,
김환성, 김태균, Schroder)

(Prof. Kim, In-chul, Professor of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3세션(홍순배, Robert Ward,
M.Bergmann, T.Christensen,
Nick Lemon, 신범준)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분야, 특히 IMO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
대안을 제시할 전문학술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Journal of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SEAS)를 발간

• SEAS 저널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함
제1세션 (Academic presentation on Maritime Trend)

1-1 발표 : Development of Standard Icons to Control
ECDIS Functions as a Part of S-Mode Proposal
(Dr. Adam Weintrit, Gdynia Maritime University, Full
Professor)

• IMO e-Navigation 개념을 구현하여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운용방식(S-Mode)이 필수적임

• S-Mode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e-Navigation 시스템과 장비의 연계에 있어 변화 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 IMO는 ECDIS를 위한 표준화된 작동 모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준 아이콘, 기호 및 약어
등 S-Mode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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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Academic presentation on SEAS Articles)
1-2 발표 : Maritime Micro-plastic Research
(Dr. Jing Du, Liaoning Ocean and Fisheries Science Research Institute)

2-1 발표 : Approaching CDIO to innovate the Training
program for Seafarer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4.0
(Ph.D Le Quoc Tien, Vice president of Vitnam Maritime
University)

•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마이크로플라스틱(MP)을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으로 정의,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유입된 후 그 내구성으로 인해 수십년 간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함

• 해양환경에서 MP의 영향을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1) 분석기법 (2) 질량화와 특성화 (3) 다른오염물질과의 흡착 (3) 생태학적 평가

• 최근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은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양인력은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어 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됨

• 베트남선원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선원공급 및 해기능력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1) 표준화된 분석기법 (2) 생태학적위험평가 (3) 해양환경에서 MP의 이동경로

베트남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실습, 시설, 장비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CDOP(Conceive,
Design, Implement, Operate)를 설계

• 베트남해사대학은 9단계로 CDIO 점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운업체 및 연수기관 등과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계 강화 중
1-3 발표 : Navigational threat due to marine debris ; cas study of
ROK navy vessel
(Dr. Hong, Sun-wook, Director of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2-2 발표 : Autonomous Ships & Core Activity of Aids to
Navigation
(Prof. Gug Seung-gi, Professor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 해상부유물, 특히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 어업, 관광 및 항해안전과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나, 체계적
증거수집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2010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해상 폐어구로 인한 한국해군함정의 항행위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리적
위치 및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

• 향후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정책수립의
지표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 다른 한편으로 어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수적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해양분야에서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급부상,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의한 선박의
경우 시스템에 의한 완전한 통제의 가능성 증가

• 이에 따라 해상광대역 무선데이터통신, 자율항법 서비스, 표준 데이터모드와 같은 자율운항선박용 해상플랫폼의
필요성도 증가, 자율선박의 안전운항 보장을 위한 Aids to Navigation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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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표 : Empowering women-Empowering a
person

2019 한국해사주간 주요 행사 사진

(Ms. Kim Ji-hyeon, IMO Liaison Assistant,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2017년 세계여성인구는 감소경향을 보이며 전체의 49.5%로 추산, 여성 노동력 인구는 53.7%로 계산됨에
따라, 여성들이 세계 노동력에 기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19한국해사주간 개회사(해사안전국장)

▲ 2019한국해사주간 축사(AMSA청장)

▲ 해사주간 기념촬영

▲ 주제 발표

▲ 주제 발표

▲ 패널토론

▲ 패널토론

▲ 학술포럼

• 해양에서 여성인력의 활용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TF는 11월 19일 세계 화장실의 날과 같은 몇 가지
문화운동을 이행하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해양에서 여성인력의 활용강화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스템을 통한 체계화 및 조직문화의 전환을 통해 가능함

패널토론 (1~2세션)

▲ 1 -2세션(국승기, A.Weintrit, Le Quoc Tien, Jing Du, 홍선욱,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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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 국제해사기구(IMO)의 19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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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037호)에 의거
2018년부터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의 세부과업으로 IMO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2019년에는 IMO 정부담당자, 회의별 간사, 전문가, 고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총3회 IMO
전문가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7차~제9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2019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제4절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 각 IMO 회의 결과 공유
- ‘19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및 대응전략 발간(400부)
- 아국 제출의제문서에 대한 실무적 검토 수행
- 신규 IMO 회의 참석자 교육
- 아국 IMO 행사 자문
- “모의 IMO 총회” 예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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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9.5.2.(목) 10:30 / KMC 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IMO 회의 정부담당자, 회의별 간사, 전문가 등

2019 IMO 회의별 주요결과 및 대응전략” 발간
• 2019 IMO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책자를 발간함

• (주요내용) ‘19년 위원회 위원 확정, 회의결과 공유 및 대응필요 의제 식별, ’19년 연간
활동백서 발간 계획 논의 등

제8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9.7.30.(화) 11:00~1400 / KMC 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IMO 회의 정부담당자, 회의별 간사, 전문가 등
• (주요내용) 회의결과 공유 및 대응필요 의제 식별 등
• (위원회 목적) IMO 대응 핵심 인력간 정기모임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MO
정책수립 결정 및 수행에 대한 자문 수행

제9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9.10.23.(수) 16:00~1800 / KMC 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IMO 회의 정부담당자, 회의별 간사, 전문가 등
• (주요내용) 회의결과 공유 및 IMO 대응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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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IMO 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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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
회째를 맞이한 모의 IMO 총회의 대회 개요, 본선 일정, 참가팀 및 수상자명단은 아래와 같다.
• (대화명) 2019 모의 IMO 총회(The 2019 Mock IMO Assembly)
• (일시/장소) 2019. 11. 1.(금) 09:30 ~ 18:00 /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제3장 2019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제5절 모의 IMO 총회 개최

인재 양성
• (내용) 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의제해결능력, 발표 (
영어)능력 등을 겨루는 경진대회
• (주요일정) 참가팀 접수(~9.23) → 예선(온라인 심사, ~10.14) → 참가자 워크숍(9.27, 연수원)
→ 2차 본선(11개팀, 11.1)

시간

내용
(30’)

개회식
Opening Ceremony

10:00~10:25

(25’)

① 컬쳐쇼크 (Culture Shock)
국가문화를 활용한 해양안전 개선방안
Direction to Improve Maritime Safety using National Culture

10:25~10:50

(25’)

② 보안관 (The Sheriff)
ISPS CODE 규정의 개정을 통한 사이버 보안 강화
Reinforcement of Cyber Security through revising ISPS CODE

10:50~11:15

(25’)

③ 스위스치즈 (SwissCheese)
“선교 음성 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제안
Proposals for Introducing “Voice Alarm System on Bridge”

09: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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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40

(25’)

④ 무한 구조자들 (Infinity Rescuers)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과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 해상 난민과 관
련한 문제 해결
Suggestions for revising SOLAS and SARs to solve the problem of maritime refugees

11:40~12:05

(25’)

⑤ 비타민 씨 (Vitamin Sea)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으로 인한 STCW와 MLC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on Amendments to STCW&MLC due to MASS

12:05~12:30

(25’)

12:30~13:55

(85’)

점심식사 Lunch

(25’)

⑦ 네오 (Neo)
극저온용 금속재료 사용 승인을 위한 IGC 및 IGF 코드 개정
Amendments to the IGC and IGF Codes to Approving Alternative Metallic
Material for Cryogenic Service

13:55~14:20

14:20~14:45

(25’)

14:45~15:05

(20’)

⑥ 씨 크로우 (SEA CROW)
해양 소음의 심각성과 발전적인 방안 제안
Seriousness of Ocean Noise and Proposals of Developmental Strategies

⑧ 극지 항해자 (POLAR VOYAGER)
NON-SOLAS 선박을 위한 POLAR CODE의 단계적 적용
Development to Phased Application of POLAR CODE for Non-SOLAS
Vessels
휴식 Coffee Break

15:05~15:30

(25’)

⑨ 오션스3 (Ocean’s 3)
부유식 핵발전소를 위한 제언
Future Guidelines for Floating Nuclear Power Plants

15:30~15:55

(25’)

⑩ 메르씨 (Mersea)
효과적인 사이버위험관리시스템의 시행을 위한 선사의 자가평가도구 제언
Guidance on Self-Assessment Tool for Effective Cyber Risk Management

(25’)

⑪ 씨에코 (SeaEco)
스크러버에 대한 성능기준
Performance Standard for Scrubber

16:20~17:00

(40’)

심사결과취합 및 리셉션
Collection of the Results & Reception

17:00~17:30

(30’)

시상식
Awards Ceremony

15:55~16:20

2019 모의 IMO 총회 주요 행사 사진

<참가자 전원 단체 사진>

<개회사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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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IMO 회의자료의 체계화된 관리 및 검색
-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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