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주요 협약의
개정 절차 및 협약 용어
Amendment procedure and Convention terminology
of the major IMO Conventions

2022. 5.

1

IMO 주요 협약 개정 절차 및
협약 용어

IMO 주요 협약의
개정 절차 및 협약 용어
Amendment procedure and Convention terminology
of the major IMO Conventions

1. IMO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MO) 개정 절차 ··············4

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 절차 ··········································6

3.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 절차 ······································8

2

목차

부록 1. 개정에 관한 협약 원문 ························································10
1. [국/영문] IMO에 관한 협약 제71조~73조(개정) ································10
2. [국/영문] SOLAS 협약 제8조(개정) ··················································12
3. [국/영문]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효에 관한 지침(MSC.1/Circ.1481) ································19
4. [국/영문] MARPOL 협약 제16조(개정) ············································26

부록 2. IMO 협약 용어 ··································································33
1. 조약 형태 관련 주요 용어 ···································································35
2. 조약 행위 관련 주요 용어 ···································································43

3

IMO 주요 협약 개정 절차 및
협약 용어

1. IMO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MO) 개정 절차

1.1. 개정 절차 개요
1948년 채택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에 관한 협약’은 IMO
기구의 목적,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한 국제 협약으로서 필요 시 IMO 총회를 통해 개정한다.
총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에 따라 개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IMO 이사회(Council) 회의에서
이뤄지며, 논의가 종결되어 승인된 개정(안)은 채택을 위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IMO에 관한 협약’
제71조~7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진행된다. 아래 그림은 주요 단계별 개정 절차를 보여준다.

< ‘IMO에 관한 협약’ 개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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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정 절차 해설
채택(Adoption)
채택은 개정(안)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일단 채택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며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협약에서는 개정(안) 채택을 결정하기 전 6개월의 회원국 회람 기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채택은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회원국 2/3 숫자를 계수하는 방법이 협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실제 총회에서는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전제하에 묵시적 합의에 따라 채택을 결정하고 있다.

수락(Acceptance)
수락은 개정사항이 반영된 협약 개정(본)에 최종 동의하는 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이 아닌 수락서 기탁 등의
절차를 통해 회원국의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수락은 준회원국을 제외한 2/3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참고로, 2022년 4월 기준, 준회원국을 제외한 IMO 회원국은 175개국으로서 2/3인 117개국 이상이
명시적으로 개정(본)에 관한 수락 의사를 IMO 사무총장에 전달해야 수락이 성립된다. 명시적 의사표시는 통상
서한 전달 방식으로 이뤄지며 IMO Circular Letter No.4545 문서를 통해 IMO가 안내하는 수락 서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발효(Entering into force)
발효는 개정 내용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가 적용됨을 의미하며, 수락 후 12개월 기간이 지난 후 발효된다. 만약
이 12개월 기간의 첫 60일 이내에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회원국이 IMO 기구에 탈퇴 통지를 한다면
발효일이 해당 회원국의 탈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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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 절차

2.1. 개정 절차 개요
선박의 안전과 설비·구조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한 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은 1974년 채택, 1980년 발효되었으며, SOLAS 의정서(Protocol)는
1988년 채택, 2000년 발효되었다. 본문(Article)과 14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규정 내용 분량이
많은 점과 전문성을 고려해 세부 규정은 코드(Code)로 분리하였다. 협약과 관련 코드의 개정 절차는 협약의
많은 양과 복잡성을 고려해 4년 주기 발효 체제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4년 주기 발효 체제에 관한 내용은 MSC.1/Circ.1481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영문 전문을 부록
1에 수록하였다.

<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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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정 절차 해설
채택(Adoption)
채택은 개정(안)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채택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며 개정 현안에 대해 재논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협약에서는 개정(안) 채택을 결정하기 전 6개월의 회원국 회람 기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개정(안) 채택은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이하 MSC) 회의에서 이뤄
진다. 채택은 당사국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국의 2/3 숫자를 계수하는 방법이 협약에 명시
되지 않았지만, 실제 MSC 회의에서는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전제하에 묵시적 합의에 따라 채택을 결정하고 있다.

수락(Acceptance)
수락은 개정이 반영된 협약 개정(본)에 최종 동의하는 행위로서 SOLAS 협약 본문(Article)과 1장(일반규정)의
개정은 당사국의 2/3 이상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명해야 수락이 성립되며, 그 외 부분의 개정은 묵시적 수락에
따라 채택 후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수락된다. 다만, 규정된 1년의 기간 내 1/3을 초과하는 당사국 또는 선복
량의 합계가 국제 상선 선복량의 총톤수 50% 이상이 되는 당사국들이 IMO 사무총장에게 개정 반대를 명시적
으로 통지하였을 때 그 개정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발효(Entering into force)
발효는 개정 내용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가 적용됨을 의미하며, SOLAS 협약 본문(Article)과 1장(일반규정)의
개정은 수락 요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발효하고 수락 요건이 성립된 날 이후
수락한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수락 일로부터 6개월 후 발효한다. 그 외 SOLAS 협약 개정은 명시적으로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힌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 후 6개월 기간이 지난 후 발효한다. 다만, 수락한
당사국이라 할지라도 발표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개정에 대해 자국의 발효를
면제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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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 절차

3.1. 개정 절차 개요
1954년 채택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Oil, OILPOL)을 근간으로 1973 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이하 MARPOL), 1978 MARPOL 프로토콜(Protocol) 그리고 1997 MARPOL
Protocol을 MARPOL이라 총칭한다. 본문(Article)과 6개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다른 협약과 달리 부속서에
주요 규정을 명시하고 개정도 부속서를 중심으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이하 MEPC) 회의에서 이뤄진다.
다른 특징은 굳이 IMO 회의가 아니더라도 당사국의 1/3 이상이 동의한 별도의 당사국 회의(Conference)를
통해 협약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IMO에 관한 협약’과 같이 MARPOL 협약도 채택 과정부터 개정 절차를
규정한다.

<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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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정 절차 해설
채택(Adoption)
협약에서는 개정(안) 채택을 결정하기 전 6개월의 회원국 회람 기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개정(안) 채택은 기구에 의해 적절한 기관에서 이뤄진다. 협약에서 적절한 기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MARPOL
협약 개정은 통상 MEPC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채택은 당사국의 2/3 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국의
2/3 숫자를 계수하는 방법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MEPC 회의에서는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전제하에
묵시적 합의에 따라 채택을 결정하고 있다.

수락(Acceptance)
수락은 개정이 반영된 협약 개정(본)에 최종 동의하는 행위로서 MARPOL 협약은 개정 부분에 따라 묵시적
수락과 명시적 수락을 구분한다. 본문(Article) 개정은 명시적 수락을 통해 이뤄지며 국제상선 선복량 50%
이상이면서 당사국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부속서(Annex) 수락은 별도의 명시적 수락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 한, 묵시적 수락을 통해 채택 후 10개월 기간 내 당사국의 1/3 이상의 반대가 없다면 수락이 성립된다.

발효(Entering into force)
발효는 개정 내용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가 적용됨을 의미하며, 개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당
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 후 6개월 기간이 지난 후 발효한다. 예를 들어, MARPOL 협약 부속서
Ⅴ 당사국은 155개국(’22.2)이며 협약 개정 수락을 위한 최소 당사국의 수는 104개국이다. 만약 개정 발효에 대해
104개국이 수락하고 5개국이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개정은 5개국을 제외한 150개 당사국에 발효된다.
개정 내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당사국은 자국 법률 등의 자체 규정을 통해 MARPOL 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박이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연안항해 선박이 아니고서는 실질적
으로 개정된 MARPOL 협약의 내용이 모든 당사국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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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정에 관한 협약 원문

1. [국/영문] IMO에 관한 협약 제71조~73조(개정)

영문
Article 71

Texts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Members at least six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 thirds
majority vote of the Assembly. Twelve months after its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each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for all Members. If within the first 60 days of
this period of twelve months a Member gives notification of withdrawal from the
Organization on account of an amendment the withdrawal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8 of the Convention,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such amendment comes into force.

Article 72

Any amendment adopted under Article 71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will immediately forward a copy
of the amendment to all Members.

Article 73

A declaration or acceptance under Article 71 shall be made by the communication
of an instrument to the Secretary-General for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will notify Members of
the receipt of any such instrument and of the date when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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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제71조

이 협약 개정안에 대한 문구가 총회에서 심의(채택)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에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기구 회원국의 2/3 이상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한다.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2/3가 이를 수락 후, 12개월이 지나면 각 개정안이 모
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만약 이 12개월 기간 동안 첫 60일 이내에 개정안으로 인해 회원국
이 기구에 탈퇴 통지를 한다면, 탈퇴에 관한 규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탈퇴 효력은
개정이 발효된 날짜에 발생한다.

제72조

제71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개정 본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개정본
사본을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전달해야 한다.

제73조

제71조에 따른 선언 또는 수락은 UN 사무총장에 기탁을 위한 문서(수락 서한 등)를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문서의 수령과 발효되는 일자를
회원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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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영문] SOLAS 협약 제8조(개정)
영문
(a)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amended by either of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b)

Amendments after conside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ⅰ) Any amendment proposed by a Contracting Govern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who shall then circulate it to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all Contracting Governments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its
consideration.
(ⅱ) Any amendment proposed and circulated as above shall be referred to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for consideration.
(ⅲ) Contracting Governments of States, whether or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for the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amendments.
(ⅳ)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present and voting in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expanded a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iii) of this 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anded Maritime Safety Committee”) on condition that at least one-third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shall be present at the time of voting.
(ⅴ) Amendments adopt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iv) of this paragraph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o all Contracting
Governments for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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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 An amendment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or to Chapter I of the Annex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on the date on which it is accepted by two-thirds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2) An amendment to the Annex other than Chapter I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aa) at the en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 is communicated to Contracting
Governments for acceptance; or
(bb) at the end of a different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one year, if so
determined at the time of its adoption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present and voting in the expanded Maritime Safety Committee.
However, if within the specified period either more than one-third of Contracting
Governments, or Contracting Governments the combined merchant fleets of
which constitute not less than fifty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world's
merchant fleet,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hat they object
to the amendment, i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accepted.
(ⅶ)
(1) An amendment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or to Chapter I of the Annex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ing Governments which have accepted it,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and with respect
to each Contracting Government which accepts it after that dat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at Contracting Government's acceptance.
(2) An amendment to the Annex other than Chapter I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ll Contracting Governments, except those which have objected to the
amendment under sub-paragraph (vi)(2) of this paragraph and which have not
withdrawn such objections,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deeme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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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ccepted. However, before the date set for entry into force, any Contracting
Government may give notic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hat it
exempts itself from giving effect to that amendment for a period not long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or f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determin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present and
voting in the expanded Maritime Safety Committee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c)

Amendment by a Conference:
(ⅰ) Upon the request of a Contracting Government concurred in by at least one-third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Organization shall convene a Conference of
Contracting Governments to consider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vention.
(ⅱ) Every amendment adopted by such a Conference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Contracting Governments present and voting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o all Contracting Governments for acceptance.
(ⅲ) Unless the Conference decides otherwise, the amend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and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sub-paragraphs (b)(vi) and (b)(vii) respectively of this Article, provided that
references in these paragraphs to the expanded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be
taken to mean references to the Conference.

(d)

(ⅰ) A Contracting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an amendment to the Annex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shall not be obliged to extend the benefit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certificates issued to a ship entitled to fly the flag of a State the
Government of which,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vi)(2) of this
Article, has objected
(ⅱ) A Contracting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an amendment to the Annex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shall extend the benefit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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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issued to a ship entitled to fly the flag of a State the Government of which,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vii)(2) of this Article, has notifi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hat it exempts itself from giving effect to the
amendment.
(e)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ny amendment to the present Convention made
under this Article, which relates to the structure of a ship, shall apply only to ships the keels
of which are laid or which are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f)

Any declaration of acceptance of, or objection to, an amendment or any notice given under
sub-paragraph (b)(vii)(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who shall inform all Contracting Governments of any such
submission and the date of its receipt.

(g)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shall inform all Contracting Governments of any
amendments which enter into force under this Article, together with the date on which
each such amendmen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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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a)

이 협약은 다음 항에 규정하는 어느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b)

기구에서 심의한 후의 개정
(ⅰ) 당사국 정부로부터 제안되는 어떠한 개정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기구의 사무총장은 적
어도 심의하기 6개월 전에 이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모든 당사국 정부에 회람한다.
(ⅱ) 상기와 같이 제안되어 회람된 개정은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 기탁된다.
(ⅲ) 각국의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하여 해사안전위
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ⅳ) 개정은 적어도 당사국 정부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b항 iii호에 규정된
“확대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ⅴ) b항 iv호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 정부에 송부
된다.
(vi)
(1) 협약 본문 또는 부속서 제1장의 개정은 당사국 정부의 3분의 2에 의하여 수락된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장 이하의 부속서 개정은 다음의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aa) 개정사항이 수락을 위하여 당사국 정부에 송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또는
(bb) 채택 시 확대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날. 다만, 규정된 기간 내에 3분의 1을 넘는 당사국 정
부 또는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국제상선 선복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당사국들
로부터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개정에 반대하는 요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개정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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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1) 협약 본문 또는 부속서 제1장의 개정은 이미 수락한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는 개정이 수락되었다
고 간주된 날로 부터 6개월 후, 그리고 그 일자 이후에 개정을 수락하는 각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
당사국 정부의 수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제1장 이외의 부속서의 개정은 동항의 (vi) (2)에 의하여 개정에 반대하고,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
니한 당사국 정부를 제외한 모든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6개
월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발효일자 이전에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발효일로부터 1년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개정안 채택 당시 확대된 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
사국 정부의 2/3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보다 긴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의 발효를 면제한
다는 통고를 할 수 있다.
(c)

회의에 의한 개정
(ⅰ) 기구는 당사국 정부로부터 적어도 당사국 정부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당사국의 회의를 소집한다.
(ⅱ)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
된 개정의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ⅲ) 개정은 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본조 (b) (vi) 및 (b) (vii)에 의거, 확대해사 안전위원를 회의
로 간주할 것을 조건으로, 그 개정은 동조의 (b) (vi)와 (b) (vii)에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되
고 또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d)

(ⅰ) 개정 발효한 부속서를 수락한 당사국 정부는 본 조 (b) (vi) (2)의 규정에 따라 개정에 반대하고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한 정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선박에 발급되는 증서에 관하여 이 협
약의 혜택을 부여할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증서는 당해 개정에 포함된 문제에 관련
되어 있는 범위에 한한다.
(ⅱ) 발효한 부속서의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은 본 조의 (b) (vii) (2)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에 효력을 부
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정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서에 관하여 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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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에 따라 행하여지는 선박의 구조에 관련된 이 협약의 개정은 당해
개정이 발효하는 날 이후에 용골을 거치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f)

개정의 수락 또는 반대선언 또는 본 조 (b) (vii) (2)에 따른 통고는 서면으로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기탁 및 그 수령 일자를 모든 당사국 정부에 통보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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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사무총장은 본 조에 의하여 발효하는 개정 및 그 개정의 발효일을 모든 당사국 정부에 통보한다.

3. [국/영문]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효에 관한 지침(MSC.1/Circ.1481)

영문
GUIDANCE ON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1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Committee), at its ninety-third session (14 to 23 May
2014), reiterating the decision of MSC 59 related to the four-year cycl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reinstated the four-year cycle and, in this
respect, approved the Guidance on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as set out in the annex.

2

Members are invited to take into account the annexed Guidance when considering the work
arrangements of the Committee and its subsidiary bodies and when deciding on the
entry-into-force dat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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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GUIDANCE ON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1

Introduction

1.1 The Committee, at its ninety-second session, recalled that the four-year cycl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had been agreed in the past by
MSC 59 (MSC 59/33, paragraphs 26.1 to 26.7) allowing shorter period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if, on the basis of experience, it was deemed necessary to do so in order to
rectify a mistake or for any other compelling reason. The Committee noted, however, that
this practice had been discontinued during recent years.
1.2 The Committee, at its ninety-third session, noting the work done intersessionally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amending the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approved the present Guidance on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the Guidance).
1.3 The main objective of this Guidance is the implementation of a four-year cycl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related mandatory
instruments, as described below.

2

Timeline for implementation

2.1 The Committee agreed that the first four-year cycle would commence on 1 January 2016
with a corresponding entry-into-force date of 1 January 2020. For the first four-year cycle,
amendments after 1 July 2018 not adopted under conditions of exceptional circumstance, as
described in paragraph 4.1 below, would enter into force not earlier than 1 January 2024.
2.2 Any amendment adopted in 2014 or 2015 would enter into force on a date as may be agreed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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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ur-year cycle of entry into force

3.1 Amendments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other than amendments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or to chapter I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should be developed bearing in
mind a pre-defined four-year entry-into-force interval. Amendments outside this period
should only be allowed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described in paragraph 4.1
below.
3.2 At the adoption stage, the Committee should agree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four-year cycle for entry into force, as described in
paragraph 2.1 above. In doing so,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I(b)(vi)(2) of the Convention
related to the required acceptance period should be observed.
3.3 The minimum period defined in the Convention between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s 18 months (i.e. one year for acceptance plus six months to enter into force).
Therefore, amendments adopted less than 18 months before the end of a four-year cycle of
entry into force should enter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next four-year cycle.
3.4 The four-year cycle of entry into force should not apply to those instruments which have an
already agreed set cycle of amendment (e.g. IMDG and IMSBC Codes).

4

Exceptional circumstances

4.1 Notwithstandi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Guidanc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iring
expedited actions may occur.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might be:
.1 as a result of a serious casualty1) or near miss that had the potential to cause a serious
casualty where it is clear that similar incidents are likely to occur affecting a significant
amount of the world fleet if no action were taken and either:
.1 the current SOLAS regulatory framework is inadequate to prevent a recurrence; or
1) 1 Refer to the Revised harmonized reporting procedures - Reports required under SOLAS regulations I/21
and XI-1/16, and MARPOL articles 8 and 12 (MSC-MEPC.3/Cir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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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 is no current regulation to address the issue and a regulation is urgently required;
or
.2 the need for amendments due to developments or changes in other regulatory regimes
(e.g. those adopted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cannot be addressed by any
other means within the four-yea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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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효에 관한 지침
1

해사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93차 회의(2014년 5월 14일~23일)에서 1974 SOLAS 협약 개정안의
4년 발효주기와 관련된 MSC 59차의 결정을 되풀이하여, 4년 주기를 복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록에 명
시된 대로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의 개정 발효에 관한 지침을 승인하였다.

2

회원국은 위원회와 그 하위기구의 작업방식을 고려할 때, 그리고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에
대한 개정의 발효일을 결정할 때 첨부된 지침을 고려하도록 요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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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효에 관한 지침
1

개요

1.1 위원회는 제92차 회의에서 1974 SOLAS 협약의 개정안 4년 발효주기가 지난 제59차 MSC 회의에 의
해 합의되었음을 상기하였다(MSC 59/33, 단락 26.1~26.7). 해당 4년 주기는 경험에 기초하여 실수를 바
로잡기 위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더
짧은 기간의 발효를 허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최근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1.2 위원회는 제93차 회의에서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회기 간에 수행
된 작업에 주목하여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 개정의 발효에 관한 동 지침(이하 지침)을 승
인하였다.
1.3 지침의 주요 목적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1974 SOLAS 협약 및 관련 강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의 발
효를 위한 4년 주기의 이행이다.

2

이행 일정

2.1 위원회는 첫 번째 4년 주기가 2016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 주기의 발효일이 2020년 1월 1일에 시
작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아래 4.1항에 설명된 상황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다.
2.2 2014년 또는 2015년에 채택된 모든 개정안은 위원회가 합의한 날짜에 발효된다.

3

4년 발효 주기

3.1 1974 SOLAS 협약에 대한 개정안은 협약 조항 또는 협약 부속서 1장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앞서
정의된 4년 발효 주기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 기간 이외의 개정은 아래 4.1항에 설명된 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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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택 단계에서 위원회는 위의 2.1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4년 발효 주기를 고려하여 개정안 발효 날짜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수락 기간과 관련된 협약 제8장 (b)(vi)(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3 개정안의 채택과 발효 사이의 협약에 정의된 최소 기간은 18개월이다(즉, 수락을 위한 1년 + 발효를 위한
6개월). 따라서 발효 4년 주기가 종료되기 18개월 이내에 채택된 개정안은 다음 4년 주기가 종료될 때 발
효되어야 한다.
3.4 4년 발효주기는 이미 합의된 발효 주기가 있는 문서(예: IMDG 및 IMSBC 코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예외적인 상황

4.1 이 지침의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인 상황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선대의 상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하며, 이 사건이 심각한 사상자1) 또는 심각한 사상자를 유발할 가능성에 아주 근접할 때, 그리고
.1 현재 SOLAS 규제 체계가 재발을 방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또는
.2 이 문제를 다룰 현행 규정이 없고 규정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 또는
.2 4년 주기 내에서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규제 체제(예: 다른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규제
체제)의 개발 또는 변경으로 인한 개정의 필요성.

1) 개정된 조화 보고 절차 – SOLAS 규정 I/21 및 XI-1/16, MARPOL 8조 및 12조(MSC-MEPC.3/Circ.4)에 따라 요구되
는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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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영문] MARPOL 협약 제16조(개정)

영문
(1)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amended by any of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2)

Amendments after consideration by the Organization:
(a) any amendment proposed by a Party to the Conven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Organization and circulated by its Secretary-General to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all Parties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its consideration;
(b) any amendment proposed and circulated as above shall be submitted to an appropriate
body by the Organization for consideration;
(c) Parties to the Convention, whether or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the appropriate body;
(d)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only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present and voting;
(e) if adopt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d) above, amendment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 - General of the Organization to all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acceptance;
(f) an amend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ⅰ) an amendment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on the date onwhich it is accepted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he
combined merchant fleets of which constitute not less than fifty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world's merchant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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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n amendment to an Annex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pecified in sub-paragraph (f)(iii) unless
the appropriate body, at the time of its adoption,determines that the amend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on the date on which it is accepted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he combined merchant fleets of which constitute not less
than fifty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world's merchant fleet. Nevertheless,
at any tim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to an Annex to the
Convention, a Party ma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hat its
express approval will be necessary before the amendment enters into force for it.
The latter shall bring such notification and the date of its receipt to the notice of
Parties;
(ⅲ) an amendment to an Appendix to an Annex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at the end of a period to be determined by the appropriate body
at the time of its adoption, which period shall be not less than ten months, unless
within that period an objection is communicated to the Organization by not less than
one-third of the Parties or by the Parties the combined merchant fleets of which
constitute not less than fifty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world's merchant
fleet whichever condition is fulfilled;
(ⅳ) an amendment to Protocol I to the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procedures as for the amendments to the Annexes to the Convention, a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f)(ii) or (f)(iii) above;
(ⅴ) an amendment to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procedures as for theamendments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a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f)(i) above;
(g)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ⅰ)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to Protocol II, or to
Protocol I or to an Annex to the Convention not under the procedure specified in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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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f)(iii), the amendment accepted in conformity with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acceptance with
respect to the Parties which have declared that they have accepted it;
(ⅱ)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Protocol I, to an Appendix to an Annex or to an Annex
to the Convention under the procedure specified in sub-paragraph (f)(iii), the
amendment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its acceptance for all thePartie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ich, before that date, have made a declaration that they do
not accept it or a declaration under sub-paragraph (f)(ii), that their express approval
is necessary.
(3)

Amendment by a Conference:
(a) Upon the request of a Party, concurred in by at least one-third of the Parties, the
Organization shall convene a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consider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vention.
(b) Every amendment adopted by such a Conference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ose
present and voting of thePartie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o all Contracting Parties for theiracceptance.
(c) Unless the Conference decides otherwise, the amend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and to have entered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for that purpose in paragraph (2)(f) and (g) above.

(4)

(a)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an Optional Annex, a reference in the present Article
to a “Party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mean a reference to a Party bound
by that Annex.
(b) Any Party which has declined to accept an amendment to an Annex shall be treated as
a non-Party only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tha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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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 new Annex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procedures
as for the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to an Article of the Convention.

(6)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ny amendment to the present convention made
under this Article, which relates to the structure of a ship, shall apply only to ships for which
the building contract is placed, or in the absence of a building contract, the keel of which
is laid,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mendment comes into force.

(7)

Any amendment to a Protocol or to an Annex shall relate to the substance of that Protocol
or Annex an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the present convention.

(8)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shall inform all Parties of any amendments
which enter into force under the present Article, together with the date on which each such
amendment enters into force.

(9)

Any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of objection to an amendment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he latter shall
bring such notification and the date of its receipt to the noti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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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1)

이 협약은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어느 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의 심의를 거치는 개정
(a) 이 협약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은 기구에 제출되고, 기구의 사무총장은 기구의 심의에 앞서 최
소한 6개월 전에 동 개정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약의 당사국에 회람시켜야 한다.
(b) 기구는 상기에 따라 제안 회람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이 협약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적절한 조직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d)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e) 상기 (d)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전달된다.
(f)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ⅰ) 협약의 본문에 대한 개정안은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 톤수로 국제 상선 선복량의 50퍼센트 이
상이 되는 3분의 2 이상의 당사국이 수락하는 날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ⅱ)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적절한 기관이 동 개정안 채택시 상선선복량의 합계가 총 톤수
로 세계상선선복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3분의 2 이상의 당사국이 수락하는 날에 수락된 것
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없는 한 (f)(ⅲ)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국은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이 발효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 개정이 자국에 대하여 발
효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국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구의 사무총장에 통보할 수
있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그러한 통보 및 그 접수 일자를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ⅲ) 협약의 부속서의 부록에 대한 개정안은 적절한 기관이 동 개정안 채택 시 결정한 10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 또는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 톤수로 세계상선 선복량의 50
퍼센트 이상이 되는 당사국이 기구에 대하여 반대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의 만료 시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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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약의 의정서3에 대한 개정은 (f)(ⅱ) 또는 (f)(ⅲ)에 규정된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ⅴ) 협약의 의정서2에 대한 개정은 (f)(i)에 규정된 협약의 본문에 대한 개정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
른다.
(g) 개정은 다음의 경우에 발효한다.
(ⅰ) 협약의 본문 또는 의정서2에 대한 개정 또는 상기 (f)(ⅲ) 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
정서Ⅰ 또는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의 경우 (f)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은 동 개정을 수락
함을 선언한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ⅱ) 상기 (f)(ⅲ) 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의정서1, 부속서의 부록 또는 협약의 부속 서에 대한 개정
의 경우 (f)(ⅲ)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은 동 개정의 발효일 이전에 동 개정
을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한 당사국 또는 (f)(ⅱ)에 따라 명시적 승인이 필요함을 선언한 당사
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3)

(a) 기구는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 동의를 얻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개정안을 심
의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b) 기구의 사무총장은 동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모
든 개정안을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안은 상기 (2)항 (f) 및 (g)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되
고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a) 선택 부속서에 대한 개정의 경우에 이 조의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동 부속서에 구속되는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동 개정의 적용에 관한 한 비당사국으로 취급된다.

(5)

새로운 부속서의 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본문에 대한 개정의 채택 및 발효에 관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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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선박의 구조에 관련된 협약의 개정은 동 개정의 발
효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 또는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용골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7)

의정서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동의정서 또는 부속서의 실질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 협약의
본문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8)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는 개정 및 그 발효일을 모두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이 조에 따르는 개정에 대한 수락 또는 반대선언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구
의 사무총장은 동 통보 및 그 접수일을 협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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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MO 협약 용어
※ 동 자료는 KMC 내부세미나 내용의 일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작성: 황대중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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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 형태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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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 행위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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