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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and encouragement is not based on measures designed to restrict
the freedom of shipping of all flags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해사기구(IMO)에 관한 협약

전 세계의 차별 없는 상업적 운송 서비스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종사
하는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에 의한 차별적 조치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
를 장려하고, 자국 해운의 발전과 보안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지원과 독려에는 차
별이 없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과 독려가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기국의 자유
로운 해운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에 기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된 일부 개정안(제 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81조)은 발효 요건(준회원국을 제
외한 현 IMO 회원국 175개국 중 2/3 이상인 117개국이 수락)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시행 전인 관계로

(c) To provide for the consideration by the Organization of matters concerning

괄호 안에 표기함

unfair restrictive practices by shipping concerns in accordance with part II;
Part II에 따라 해운에서 야기되는 불공정 제한 관행과 같은 사안이 기구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Part I 기구의 목적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rticle 1
제1조

(d) To provide for the consideration by the Organization of any matters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re:

concerning shipping and the effect of shipping on the marine environment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that may be referred to it by any organ or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a) To provide machinery fo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in the field of
governmental regulation and practices relating to technical matters of all

유엔의 기구 또는 전문기관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해운이 미치는 영향

kinds affecting shipping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to encourage and

성 및 해운에 관련한 모든 사안이 기구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facilitate the general adoption of the highest practicable standards in matters

(e) To provide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Governments on matters

concerning the maritime safety,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evention and

under consideration by the Organization.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to deal with administrative and

기구에 의해 고려되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 간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purposes set out in this Article;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
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절차를 제공
하고,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한 최
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 및 촉진하며, 이 조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행
정적·법적 문제를 다룬다.

Part II 기능 (Functions)
Article 2
제2조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set out in part I, the Organization shall:
Part I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b) To encourage the removal of discriminatory action and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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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 by Governments affecting shipping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consider and make recommendations

so as to promote the availability of shipping services to the commerce of the

upon matters arising under Article 1(a), (b) and (c) that may be remitted to it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assistance and encouragement given by a

by Members, by any organ or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or by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its national shipping and for purposes of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 upon matters referred to it

security does not in itself constitute discrimination, provided that such

under Article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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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회원국, 유엔의 전문기관, 기구 또는 다른 정부 간 기구에 의해 제기

기구는 제기된 문제들이 통상적인 국제해운산업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

가능한 제1조 (a), (b) 그리고 (c)항 소관의 문제들 또는 제1조 (d) 항에 따라 언급

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기구의 입장에서, 해운에서 야기되는 모든 불공정한 제한 관

된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권고해야 한다.

행 문제가 국제해운산업의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없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그러할 때, 관련한 회원국 중 하나라도 기구에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기구

(b) Provide for the drafting of conventions, agreements, or other suitable

는 우선적으로 관련 회원국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협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

instruments, and recommend these to Governments and t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nvene such conferences as may be necessary;
적합한 협약, 협정 또는 협약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각국 정부와 정부 간 기구들
에 이를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콘퍼런스를 소집 및 개최해야 한다.
(c) Provide machinery for consultation among Member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Governments;

Part III 회원자격 (Membership)
Article 4
제4조

(d) Perform functions arising in connection with paragraphs (a), (b) and (c) of this

Article 5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ay becom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y

제5조

becom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Article, in particular those assigned to it by or und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maritime matters and the effect of shipping on the marine
environment;
이 조의 (a), (b) 그리고 (c) 항에 따라 부가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국제

제76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Article 6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ve been invited to send

제6조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Nations Maritime Conference convened in Geneva
on 19 February 1948, may become Members by becoming Parties to the

협약에 따른 해양환경에 대한 해운의 영향과 해사 문제(maritime matters)들과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관련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1948년 2월 19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해사위
원회(UN Maritime Conference)에 초청된 국가는 제7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됨으

(e) Facilitate as necessary, and in accordance with part X, technical cooperation

로써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필요시 Part Ⅹ에 따라 기구의 업무 소관 하에 기술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Article 3

In those matters which appear to the Organization capable of settlement through

제3조

the normal processes of international shipping business the Organization shall so
recommend. When, in the opinion of the Organization, any matter concerning
unfair restrictive practices by shipping concerns is incapable of settlement
through the normal processes of international shipping business, or has in fact so
proved, and provided it shall first have been the subject of direct negotiations

provisions of part III.
Part III 규정에 따라 기구의 회원자격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야 한다.

회원국 간에 심의(consultation) 및 정부 간 정보교환을 위한 조직(machinery)을
제공해야 한다.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shall be open to all States, subject to the

Article 7

Any State not entitled to become a Member under Article 5 or 6 may apply

제7조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to become a Member and shall
be admitted as a Member upon its becom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provided tha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its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wo thirds
of the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제5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될 자격이 없는 국가는 기구의 사무총장을 통해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the Organiz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의 추천이 있다면, 협약 제76조(서명 및 수락)에

those Members, consider the matter.

따라 유엔 회원국은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회원국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준회원 이
외의 회원국 2/3가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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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Any Territory or group of Territories to which the Convention has been made

제8조

applicable under Article 77, by the Member having responsibility for its

Part V 총회 (The Assembly)

international relations or by the United Nations, may become an Associate

Article 12

Member of the Organization by notification in writing given by such Member or by

제12조

the United Nations, as the case may b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유엔에 의해 제77조에 따른 협약 적용이 가능한

The Assembly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rticle 13

Regular sessions of the Assembly shall take place once every two years.

제13조

Extraordinary sessions shall be convened after a notice of sixty days whenever
one third of the Members give notice to the Secretary-General that they desire a

지역 또는 지역 집단은 그런 회원국이나 유엔이 UN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

session to be arranged, or at any time if deemed necessary by the Council, after a

로써 기구의 준회원국이 될 수 있다.

notice of sixty days.

Article 9

An Associate Member shall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Member under the

정기 총회는 매 2년 1회 개최되어야 한다. 총회 특별 세션은 회의 개회를 원하는 회원

제9조

Convention except that it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or be eligible for

국 3분의 1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0

membership on the Council and subject to this the word Member in the

일 이전에 사전 통지가 된 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nclude Associate Member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준회원국은 투표 권한과 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제외하고,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Article 14
제14조

Article 10
제10조

No State or Territory may become or remain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contrary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총회 결의서에 반한 어떤 국가나 영토도 회원국으로 가입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quorum for the meetings of the Assembly.
총회의 정족수는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져야 한다. 협약에서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회원국이라는 단어는 준회원을 포함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

A majority of the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shall constitute a

Article 15
제15조

The functions of the Assembly shall be:
총회의 기능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To elect at each regular session from among its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its President and two Vice-Presidents who shall hold office until
the next regular session;
각각의 정기 총회에서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중 다음 정기회의까지 임기를

Part IV 기관 (Organs)
Article 11

The Organization shall consist of an Assembly, a Council, a Maritime Safety

제11조

Committee, a Legal Committee, a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a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a Facilitation Committee and such subsidiary
organs as the Organization may at any time consider necessary; and a Secretariat.
기구는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

맡을 총회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b) To d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vention;
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자체의 의사규칙을 결정해야 한다.
(c) To establish any temporary or, upon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원회, 간소화위원회 그리고 기구가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는 하위 기관과 사무국으

permanent subsidiary bodies it may consider to be necessary;

로 구성되어야 한다.

필요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임시 또는 상설의 하위조직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d) To elect the Members to be represented on the Council as provided in Article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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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규정에 따라 이사국을 선출해야 한다.

해 기구가 관할하는 해양환경에 해운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지침서를 채택 및 개정하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해야 한다.

(e) To receive and consider the reports of the Council, and to decide upon any
question referred to it by the Council;

(k) To take such action as it may deem appropriate to promote technical

이사회 보고서를 접수 및 심의해야 하며, 이사회에 의해 언급된 모든 질의 사항에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e),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관해 결정해야 한다.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 제2조 (e) 항에 따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f) To approve the work programme of the Organization;

적절하다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구의 작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l) To take decisions in regard to convening any international conference or
(g) To vote the budget and determine the financial arrangements of the

following any other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part XIII;

conventions or of amendments to an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have

Part XIII에 따라 기구의 재정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투표해야 한다.

been develop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h) To review the expenditures and approve the accounts of the Organization;

Committee, the Facilitation Committee or other organs of the Organization;

기구의 결산을 승인하고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 콘퍼런스 개최에 관한 결정이나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의 또는 기구의 다른 기관에 의해 개발된

(i) To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provided that in matters

모든 국제협약의 채택 또는 개정을 위해 따라야 할 적합한 절차에 관한 결정을 해

relating to Article 2(a) and (b), the Assembly shall refer such matters to the

야 한다.

Council for formulation by it of any recommendations or instruments thereon;
provided further that any recommendations or instruments submitted to the

(m) To refer to the Council for consideration or decision any matters within the

Assembly by the Council and not accepted by the Assembly shall be referred

scope of the Organization, except that the function of making recommendations

back to the Council for further consideration with such observations as the

under paragraph (j)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delegated.

Assembly may make;

이 조의 (j) 항에 따른 권고의 기능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업무

총회는 제2조 (a) 항 및 (b) 항과 관련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이사

범주에 속하는 모든 문제의 결정과 심의는 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회에 회부하여 권고안이나 관련 협약 제정사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총
회에 제출하였으나 총회에서 수락되지 않은 권고안이나 협약은 이사회에 재회부
되어 총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Part VI 이사회 (The Council)
(j) To recommend to Members for adoption, regulations and guidelines
concerning maritime safety,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Article 16

from ship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effect of shipping on the marine

제16조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forty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40(5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nvironment assigned to the Organization by or under international
instruments, or amendments to such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ch have
been referred to it;
해사 안전,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지 및 관리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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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제17조

I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the Assembly shall observe the following
criteria:
이사국 선출에 있어, 총회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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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Twelve) shall be States with the largest interest in providing international
shipping services;

Article 20 The Council shall invite any Member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its
deliberations on any matter of particular concern to that Member.
제20조

카테고리 A(10 (12)개국):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이사회는 특정 회원국의 쟁점에 관한 심의에 있어, 투표 없이 모든 회원국을 이사회에
초청해야 한다.

(b) Ten(Twelve) shall be other States with the largest interest in international
seaborne trade;
카테고리 B(10 (12)개국): 국제 해상무역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Article 21
제21조

(a) The Council shall consider the draft work programme and budget estimates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al in the light of the proposals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c) Twenty(Twenty-eight) shall be States not elected under (a) or (b) above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he Facilitation

which have special interests in maritime transport or navigation, and whose

Committee and other organs of the Organization and, taking these into

election to the Council will ensure the representation of all major geographic

account, shall establish and submit to the Assembly the work programme and

areas of the world.

budget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gard to the general interest and

카테고리 C(20 (28)개국): A그룹 및 B그룹을 제외하고,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고

priorities of the Organization.

해상운송이나 항해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회원국

이사회는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

Members represented on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shall hold office

제18조

until the end of the next regular session(two consecutive regular sessions) of the

계획 초안 및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기구의 우선순위 및 공공이익을 고

Assembly. Members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려하여 기구의 예산안과 작업계획을 총회에 상정 및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출된 이사국의 임기는 다음 정기 총회 (두 차례의 정기 총회)까지이
다. 회원국은 연임할 수 있다.

Article 19

(a) The Council shall elect its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vention.

제19조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other organs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transmit them to
the Assembly and, when the Assembly is not in session, to the Members for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해야 한다.

Council.

이사회의 정족수는 26 (34)개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c) The Council shall meet upon one month’s notice as often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discharge of its duties upon the summons of its Chairman or
upon request by not less than four of its Members. It shall meet at such places
as may be convenient.
이사회는 이사회의 책무(duties)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의 소
집 또는 4개 이사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한 달 전 통지를 통해 회의를 개최해
야 한다. 회의는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IMO 협약 및 의사규칙

(b) The Council shall receive the reports,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of the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자체의 의장 선출 및 의사규칙을 채택

(b) Twenty-six(Thirty-four)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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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위원회 그리고 기구의 다른 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준비한 작업

Article 18

이사회는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
소화위원회 그리고 기구의 다른 기관의 보고서, 제안 및 권고를 접수하여 총회에
전달해야 한다. 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시, 이를 이사회의 검토 및 권고사항과 함께
회원국에게 전달해야 한다.
(c) Matters within the scope of Articles 28, 33, 38, 43 and 48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uncil only after obtaining the views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or the Facilitation Committee, as may b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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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33조, 제38조, 제43조 및 제48조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해사안

타 하위 위원회들(bodies)과의 관계 유지나 Part XVI 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의 견

정기 총회 회기 간 중에 다른 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를 적절히 수렴하여 이사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Article 26

Between sessions of the Assembly, the Council shall perform all the functions of

제26조

the Organization, except the function of making recommendations under Article

Article 22

The Council, with the approval of the Assembly, shall appoint the Secretary-General.

제22조

The Council shall also make provision for the appointment of such other personnel

15(j). In particular, the Council shall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organs of the

as may be necessary, and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of the

Organization and may make such adjustments in the work programme as are

Secretary-General and other personnel, which terms and conditions shall conform

strictly necessary to ensure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as far as possible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정기총회 회기 간 중에 이사회는 제15조 (j) 항에 따른 권고의 기능을 제외하고 기구의

이사회는 총회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기구의 기관 활동을 관리해야 하며, 기구의

직원의 임명을 위해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사무총장과 직원 임기에 관해서도 결정해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야 한다. 그러한 임기 조건은 가능한 한 유엔과 그 전문기구와 일치해야 한다.

Article 23

The Council shall make a report to the Assembly at each regular session on the

제23조

work performed by the Organization since the previous regular session of the
Assembly.
이사회는 지난 정기총회 이후부터 기구가 수행한 업무를 총회 정기회의마다 보고해야
한다.

Article 24 The Council shall submit to the Assembly financial statements of the Organization,
together with the Council’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제24조
이사회는 이사회의 검토 및 권고사항과 함께 기구의 재무제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Article 25

(a) The Council may enter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covering the
relationship of the Organiz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s provided for in

제25조

part XVI.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Assembly.
이사회는 Part XVI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구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를 다루는 협
정 또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part XVI and to the relations maintained
with other bodies by the respective Committees under Articles 28, 33, 38, 43
and 48, the Council shall, between sessions of the Assembly, be responsible
for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협약의 제28조, 제33조, 제38조, 제43조 그리고 제48조에 규정된 각 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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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I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Article 27
제27조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해사안전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rticle 28 (a)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consider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ith aids to navigation, construction and
제28조
equipment of vessels, manning from a safety standpoint, rules for the
prevention of collisions, handling of dangerous cargoes, maritime safety
procedures and requirements, hydrographic information, log-books and
navigational records, 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salvage and rescue, and
any other matters directly affecting maritime safety.
해사안전위원회는 항로표지, 선박 기자재 및 건조, 안전 측면에서의 관리, 충돌 방
지 규칙, 위험화물 취급, 해사 안전 절차 및 요구사항, 수로 정보, 로그북 그리고
항해일지, 해양사고 조사, 구조 및 구명 그리고 해사 안전과 직접 관련된 모든 문
제를 기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b)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provide machinery for performing any
duties assigned to it by this Convention,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r any
duty within the scope of this Article which may be assigned to it by or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accepted by the Organization.
해사안전위원회는 IMO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책무나 본 조의 범위 내

국제해사기구(IMO)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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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국제협약에 의해 부여되고 IMO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해

이 협약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사안전위원회는 다른 국제협약

야 한다.

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능을 행사할 때 관련 협약이나 규정, 특히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c)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upon request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r, if it deems such action useful
in the interests of its own work, shall maintain such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 bodies as may further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제25조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해사안전위원회 고유
의 업무에 있어 그것이 유용한 활동이라고 간주하면, 기구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
해 다른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rticle 29
제29조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Council:
해사안전위원회는 다음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Part VIII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Article 32
제32조
Article 33
제33조

The Legal Committee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법률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The Legal Committee shall consider any legal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법률위원회는 기구의 업무 범주에 속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a) Proposals for safety regulations or for amendments to safety regulations

(b) The Legal Committee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erform any duties

which the Committee has developed;

assigned to it by this Convention or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r any

해사안전위원회가 개발한 안전규칙의 개정 또는 제안

duty within the scope of this Article which may be assigned to it by or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accepted by the Organization.

(b)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which the Committee has developed;

법률위원회는 IMO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책무나 본 조의 범위 내에서

해사안전위원회가 개발한 권고 및 지침

다른 국제협약에 의해 부여되고 IMO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c)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ommittee since the previous session of the

(c)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the Legal Committee, upon

Council.

request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r, if it deems such action useful in the

이사회의 지난 회기 이후 위원회 작업보고서

interests of its own work, shall maintain such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
bodies as may further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rticle 30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t shall elect its
officers once a year an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제30조

제25조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법률위원회 고유의 업

해사안전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매년 1회 자체의 의장단을

무에 있어 그것이 유용한 활동이라고 간주하면, 기구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다

선임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른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rticle 31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onvention but subject to the

제31조

provisions of Article 27,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when exercising the

Article 34 The Legal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Council:
제34조

법률위원회는 다음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functions conferred upon it by or under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other
instrument, shall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18

(a) Draf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amendments to international

instrument in question, particularly as regards the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s

conventions which the Committee has developed;

to be followed.

위원회가 개발한 국제협약의 초안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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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ommittee since the previous session of the

제협약에 따라 기구에 위임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협약에서 규정

Council.

된 규칙 또는 다른 규정의 개정 및 채택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이사회의 회기 이후 위원회 작업보고서

Article 35
제35조

(b) Consider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the

The Legal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t shall elect its officers once

conven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a) above;

a year an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상기 (a) 항에 언급된 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법률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매년 1회 자체의 의장단을 선임

(c) Provide for the acquisi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any other practical

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for

Article 36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onvention,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the Legal Committee, when exercising the functions
제36조

dissemination to States, in particular to developing countries and, where

conferred upon it by or under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other instrument,

각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배포하기 위해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의 방지 및

shall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instrument in question,

관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기타 실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안

particularly as regards the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과 지침을 개발한다.

appropriate, make recommendations and develop guidelines;

이 협약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률위원회는 다른 국제협약이나

(d) Promote cooperation with reg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국제기구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능을 행사할 때 관련 협약이나 규정, 특히 이러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having regard to the

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provisions of Article 25;
제25조를 유념하여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방지 및 관리와 관련된
지역 기구들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Part IX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Article 37
제37조

(e) Consider and take appropriate action with respect to any other matters falling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including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matters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ing

Article 38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shall consider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제38조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제25조를 유념하면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기구의 업무 범주 아래에 다른 국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in particular shall: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하여 기

해양오염의 방지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어 모든 적절한 활

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문제와 특히 다음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동을 고려해야 한다.

(a) Perform such functions as are or may be conferred upon the Organization by
or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adoption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or other provisions, as provided for in such conventions;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하의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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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Council:
제39조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다음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a) Proposals for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for amendments to such regulations which the Committe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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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or cooperating agency or by funds-in-trust voluntarily provided to the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규칙 제안 및 개정

Organization, and any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in
the technical cooperation field.

(b)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which the Committee has developed;

기술협력위원회는 기구에 제공되는 자발적인 성격의 신탁기금 지원을 받는 기술

위원회가 개발한 지침과 권고

협력프로그램이나, 기구가 실행 또는 협력 기관으로 활동하는 유엔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협력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한 기구 범위 내 모든 문제나

(c)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ommittee since the previous session of the

기술협력 분야에서 기구의 활동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Council.

(b)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shall keep under review the work of

지난 이사회의 회기 이후 위원회 작업보고서

the Secretariat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Article 40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t
shall elect its officers once a year an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제40조

기술협력위원회는 기술협력과 관련된 사무국의 업무를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
(c)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shall perform those functions assigned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매년 1회 자체의 의장

to it by this Convention or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r any duty within

단을 선임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the scope of this Article which may be assigned to it by or under any other

Article 41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onvention, but subject to the

제41조

provisions of Article 37,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when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accepted by the Organization.
기술협력위원회는 IMO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책무나 본 조의 범위 내

exercising the functions conferred upon it by or under any international

에서 다른 국제협약에 의해 부여되고 IMO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해

convention or other instrument, shall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야 한다.

convention or instrument in question, particularly as regards the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d)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the Technical Cooperation

이 협약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제37조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다른 국제

Committee, upon request by the Assembly and Council or, if it deems such

협약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능을 행사할 때 관련 협약이나 규정,

action useful in the interests of its own work, shall maintain such close

특히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relationships with other bodies as may further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제25조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해사안전위원회 고유
의 업무에 있어 그것이 유용한 활동이라고 간주하면, 기구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

Part X 기술협력위원회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Article 42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제42조

기술협력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rticle 43 (a)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shall consider, as appropriate,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제43조
implement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funded by the relevant

해 다른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rticle 44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Council:
제44조

기술협력위원회는 다음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a) Recommendations which the Committee has developed;
위원회가 개발한 권고안

United Nations programme for which the Organization acts as the exec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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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ommittee since the previous session of the

Article 45
제45조

국제해상교통 간소화를 위하여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약 하 기구에 위임된 기능들

Council.

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협약에 규정된 다른 규정이나 조치의 개정 및 채택과 관

지난 이사회의 회기 이후 위원회 작업보고서

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b)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the Facilita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t shall elect

upon request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r if it deems such action useful

its officers once a year an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 the interests of its own work, shall maintain such close relationship with

기술협력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매년 1회 자체의 의장단을

other bodies as may further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선임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제25조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간소화위원회 고유의

Article 46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onvention,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2,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when exercising
제46조

업무에 있어 그것이 유용한 활동이라고 간주하면, 기구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the functions conferred upon it by or under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other
instrument, shall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instrument in question, particularly as regards the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s

Article 49 The Facilitation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Council:
제49조

간소화위원회는 다음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to be followed.
(a)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which the Committee has developed.

이 협약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제42조 규정에 따라, 기술협력위원회는 다른 국제협약

위원회가 개발한 지침과 권고

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능을 행사할 때 관련 협약이나 규정, 특히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b)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ommittee since the previous session of the
Council.
지난 이사회의 회기 이후 위원회 작업보고서

Part XI 간소화위원회 (Facilitation Committee)
Article 47
제47조

The Facilit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간소화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매년 1회 자체의 의장단을 선

간소화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rticle 48 The Facilitation Committee shall consider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and
제48조
in particular shall:
간소화위원회는 국제 해상교통 간소화에 관하여 기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문제와
특히 다음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a) Perform such functions as are or may be conferred upon the Organiz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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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The Facilitation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t shall elect its officers
once a year and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제50조

IMO 협약 및 의사규칙

임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Article 51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onvention, but subject to the

제51조

provisions of Article 47, the Facilitation Committee, when exercising the functions
conferred upon it by or under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other instrument,
shall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instrument in
question, particularly as regards the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or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이 협약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제47조 규정에 따라, 간소화위원회는 다른 국제협약이

maritime traffic,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adoption and amendment of

나 국제기구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능을 행사할 때 관련 협약이나 규정, 특히 이

measures or other provisions, as provided for in such conventions.

러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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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nd the staff and not to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Part XII 사무국 (The Secretariat)
Article 52

The Secretariat shall comprise the Secretary-General and such other personnel as

제52조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the chief

responsibilities.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정부나 외부 기관에 지시
를 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국제공무원으로서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삼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

Article 22, appoint the above-mentioned personnel.

하고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에 동의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기
구의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으로 하며, 사무국은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Article 53

The Secretariat shall maintain all such record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제53조

discharge of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prepare, collect and

Article 57
제57조

The Secretary-General shall assume any other functions which may be assigned to
him by the Convention, the Assembly or the Council.
사무총장은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

circulate the papers, documents, agenda, minutes and information that may be
required for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사무국은 기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타의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기구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 회의록, 의제, 문서 등을 준
비하고 회람, 기록 및 수집을 해야 한다.

Article 58
제58조

Each Member shall bear the salary, travel and other expenses of its own delegation
to the meetings held by the Organization.

Article 54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Council the financial

각 회원국은 기구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자국 대표의 급여, 출장 경비 및 여타의

제54조

statements for each year and the budget estimates on a biennial basis, with the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stimates for each year shown separately.
사무총장은 매년 재무제표와 매 2년 기준의 예산안 및 1년씩 구분된 예산안을 이사회
에 제출해야 한다.

Article 59

The Council shall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budget estimates

제59조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al and submit them to the Assembly with it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Article 55

The Secretary-General shall keep Members informed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준비한 재무제표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제55조

of the Organization. Each Member may appoint one or more representatives for

권고사항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에 지속하여 제공해야 하며, 각 회원국
은 사무총장과의 연락을 위해 1명 이상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Article 56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taff shall not

제56조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reflect on their
position as international officials. Each Member on its part undertakes to respect
the exclusivel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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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0 (a) Subject to any agreement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the Assembly shall review and approve the budget estimates.
제60조
총회는 IMO와 UN이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b) The Assembly shall apportion the expenses among the Members in
accordance with a scale to be fixed by it after consideration of the proposals
of the Council thereon.
총회는 이사회 논의 후에, 총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산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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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1

Any Member which fails to discharge its financial obligation to the Organization

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는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

제61조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it is due shall have no vote in the Assembly,

주한다.

the Council,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or the
Facilitation Committee unless the Assembly, at its discretion, waives this
provision.
총회의 재량으로 이 규정을 유예하지 않는 한,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기구
에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은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Part XV 기구의 본부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Article 63 (a)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in London.
제63조

IMO 본부는 영국의 런던에 설립되어야 한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b) The Assembly may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change the site of the
Headquarters if necessary.
필요시 총회는 2/3 다수의 결정에 따라 본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Part XIV 투표 (Voting)

(c) The Assembly may hold sessions in any place other than the Headquarters if

Article 6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vention or in any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confers functions on the Assembly, the Council, the Maritime Safety
제62조

the Council deems it necessar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 이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or the Facilitation Committee, the following

수 있다.

provisions shall apply to voting in these organs.
이 협약이나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
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에 기능을 위임하는 국제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투표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각 회원국은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Part XVI 유엔 및 다른 기구와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Article 64 The Organization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7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the specialized
제64조
agency in the field of shipping and the effect of shipping on the marine

(b) Decisions shall b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and,

environment. This relationship shall be effected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for decisions where a two-thirds majority vote is required, by a two-thirds

United Nations under Article 6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as provided in Article 25.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2/3 다수결이

기구는 UN 헌장 제57조 규정에 따라 해운, 해양환경에 대한 해운의 영향에 관한 전문

필요한 결정의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의 2/3 다수결로 한다.

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 유엔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UN 헌장
제63조에 의거하여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통해 발효되며, 이 협정은 제25조 규정에 따

(c)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he phra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라 체결된다.

means Members present and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Members which abstain from voting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본 협약의 목적상, “회원국 출석 및 투표”라는 문구는 회원국이 출석하여 찬성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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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such specialized agency, and shall consider such matters and act with respect to
them in accord with such specialized agency.
기구는 UN의 다른 전문기구와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협력해야 하며, 해당 문제
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Part XVII 법적 지위, 특권 및 면책 (Legal capacity, privileges and immunities)
Article 69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be accorded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Organization, shall be derived from and governed by the General
제69조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21 November 1947,

Article 66 The Organization may, on matters within its scope, cooperate with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not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제66조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s may be set forth in the final (or revised) text of the

Nations, but whose interests and activities are related to the purposes of the

Annex approved by th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s 36 and 38 of the

Organization.

said General Convention.

기구는 UN 전문기구가 아닌 다른 정부 간 기구들과 협력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관심

기구에 부여되거나 혹은 관계될 수 있는 법적 지위, 특권 및 면책은 1947년 11월 21일

사항과 활동이 기구의 목적과 관련 있어야 한다.

UN 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관장된다. 이 협
약의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기구가 승인한 부속서의 최종본(또는 개정본)에 따르

Article 67

The Organization may, on matters within its scope, make suitable arrangements

제67조

for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기구는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기구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정부 국제기구

는 것으로 한다.

Article 70 Pending its accession to the said Gener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Organization, each Member undertakes to apply the provisions of appendix II to
제70조
the present Convention.

와 적절한 합의를 맺을 수 있다.

각 회원국이 기구에 관한 일반 협약에 가입을 완료하기 전까지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Article 68 Subject to approval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Assembly, the Organization
may take over from an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or
제68조

부록(Appendix) II를 적용하기로 한다.

non-governmental, such functions, resources and obliga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as may be transferred to the Organization by international
agreements or by mutually acceptable arrangements entered into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spective organizations. Similarly, the Organization
may take over any administrative functions which are within its scope and which
have been entrusted to a Government under the terms of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Part XVIII 개정 (Amendments)
Article 71

Texts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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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2/3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 협정이나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each

에 따라 기구는 다른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위임하는 기능, 자원 및 의무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for all Members. If within the first 60 days of this

가 기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구는 국제조

period of twelve months a Member gives notification of withdrawal from the

약의 규정에 따라 기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정부에 위임된 행정적 기능을 인수할 수

Organization on account of an amendment the withdrawal shall, notwithstanding

있다.

the provisions of Article 78 of the Convention,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such amendment comes into force.
이 협약 개정안에 대한 문구를 총회에서 심의(채택)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에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기구 회원국의 2/3 이상 다수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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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어야 한다.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2/3가 이를 수락한 후 12개월 뒤에 첫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법적 문제는 UN 헌장 제96조에 따라 자문을 위해

개정안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만약 이 12개월 기간 동안 첫 60일 이내에 개정안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으로 인해 회원국이 기구로부터 탈퇴 통지를 한다면, 탈퇴에 대한 규정 제78조에도 불
구하고 회원국 탈퇴 효력은 개정이 발효된 날짜에 발생한다.

Article 72

Any amendment adopted under Article 71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제72조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will immediately forward a copy of the
amendment to all Members.
제71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개
정본 사본을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전달해야 한다.

Article 73

A declaration or acceptance under Article 71 shall be made by the communication

제73조

of an instrument to the Secretary-General for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Part XX 기타 규정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76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t III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signature or acceptance and States may become Parties to the Convention by:
and
acceptance Part Ⅲ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본 협약은 서명 또는 수락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하

며, 국가는 다음 방법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76조
서명 및 수락
(a) Signature without reservation as to acceptance;
수락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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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ignature subject to acceptance followed by acceptance; or

제71조에 따른 선언 또는 수락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문서(수락서한 등)를 회원

수락 조건부 서명 후 수락; 또는

국이 IMO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협약 수락의

(c) Acceptance.

사(서한 등)와 발효일을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락
Acceptance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

Part XIX 해석 (Interpretation)
Article 74

Any question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제74조

Conven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Assembly for settlement, or shall be settled in
such other manner as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agree.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ny organ of the Organization from settling any such question or
dispute that may arise during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의문이나 논쟁은 총회에 회부되거나 논쟁의 당사
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기구의 모든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논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이를
저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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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수락은 UN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Article 77

(a) Members may make a declaration at any time that their participation in the

Territories

Convention includes all or a group or a single one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제77조
영토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are responsible.
회원국은 그들이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모든 지역, 그룹 또는 단일 영토를 포
함한 그들의 협약 참여를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b) The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Members are responsible unless a declaration to that effect has been made on
their behalf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rticle 75

Any legal question which can not be settled as provided in Article 74 shall be

제75조

referred by the Organiz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n advisory

(a)항의 규정에 따라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 회원국이 영토가

opin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협약 당사국이 됨을 선언하지 않는 한, 협약은 해당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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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communicated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ll immediately inform all Members and th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a copy of it will b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such notification. The notification

forwarded by him to all States invited to the United Nations Maritime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Conference and to such other States as may have become Members.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항 규정에 따른 선언은 UN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UN 사

제77조에 따른 지역 또는 지역 그룹에 대한 협약의 적용은 그 국제 관계를 책임지

무총장이 유엔 해양컨퍼런스 초청국과 IMO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전

는 회원국이 UN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UN 관리 당국이 신탁통치하

달해야 한다.

는 지역의 경우에는 UN에 의해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은 그러한
통지를 즉시 모든 회원국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d) In cases where under a Trusteeship Agreement the United Nations is the

UN 사무총장에 의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한다.

administering authority, the United Nations may accept the Convention on
behalf of one, several, or all of the Trust Terri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forth in Article 76.
신탁통치협정(Trusteeship Agreement)에 따라 UN이 관리 당국인 경우, UN은
제7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탁통치 지역 중 하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신하여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Part XXI 발효 (Entry into force)
Article 79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21 States, of which

제79조

seven shall each have a total tonnage of not less than 1,000,000 gross tons of

Article 78

(a) Any Member may withdraw from the Organization by written notification

shipping, have becom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

Withdrawal

give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will immediately

본 협약은 제76조에 따라 총선복량 100만 톤(GT) 이상의 선박 보유국 7개국을 포함

제78조

inform the other Members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탈퇴

하여 21개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부터 발효된다.

such notification. Notification of withdrawal may be given at any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has
come into force.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Article 8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ll inform all States invited to the
United Nations Maritime Conference and such other States as may have become
제80조
Members, of the date when each State becomes Party to the Convention, and also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such written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UN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어떤 회원국이든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

UN 사무총장은 유엔 해양컨퍼런스 초청국과 IMO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다. UN 사무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즉시 다른 회원국 및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

각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일자와 협약 발효 일자를 통보한다.

보하여야 한다. 탈퇴 통보는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언제든
지 시행할 수 있다. 탈퇴는 UN 사무총장에 의해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개
월이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b)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a Territory or group of Territories under
Article 77 may at any time be terminated by written notification give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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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1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제81조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wi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hereof to each
of the States invited to the United Nations Maritime Conference and to such other
States as may have become Member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y the Member responsible for its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기재된 본 협약 정본은 UN

international relations or, in the case of a Trust Territory of which the United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UN 사무총장은 유엔 해양컨퍼런스 초청국과 IMO 회

Nations is the administering authority, by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

원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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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2 The United Nations is authorized to effect registration of the Convention as soon
as it comes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제82조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r that purpose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in Geneva on 6 March 1948.
본 협약이 발효되자마자 UN은 협약의 효력을 발휘할 권한을 가진다. 아래 서명자들이
그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증거에 의해 본 협약에 서명
하였다.
UN은 본 협약이 발효되는 즉시 협약의 효력을 발휘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래 서명자들이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8년 3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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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사국은 대표성 및 균형성을 갖춰야 하며,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전체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해

IMO 협약 17조 범주적용을 위한 지침

야 한다.

4

This guidance is complementary, not mandatory. The objective of this guidance is to
facilitate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in Article 17 of the IMO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special interests in maritime transport or navigation, and to better reflect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representation, includ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In the event of any perceived contradiction between this

1. 소개 (Introduction)
1

guidance and the IMO Convention, the Convention will prevail.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s by the Working Group on Council Reform and the decisions

동 지침은 강제가 아닌 보완적 특성을 지니며, IMO 협약 제17조의 준수 및 특히 해상운송이나

made by the Council at its 122nd session, the Council agreed to retain the current criteria

항해에 대한 특수 이해관계를 촉진하고, 군소도서개도국(SIDS) 및 최빈개도국(LDC)의 지역적

under Article 17 of the IMO Convention and concurred on the need to assist Member States

분배와 대표성을 잘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지침과 IMO 협약이 상충하는 경우 IMO 협

with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criteria under Article 17 of the IMO Convention.

약이 우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개편에 관한 작업반과 제122차 이사회 결정에 따라, IMO 협약 제17조에 따른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한 지침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를

5

This guidance should be considered by all Member States, both those who are presenting
their candidature for election and those who are considering nominations for the election

이뤘다.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동 지침은 이사국에 입후보하는 회원국과 이사국 지명을 고려 중인 회원국 모두가 고려해야 한다.

2. 주요 목표 (Main goal)

6

This guidance does not imply either the introduction or the use of any control mechanisms
on the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for election, such as election committees, or the

2

Guidance on consistent application of Article 17 of the IMO Convention is aimed to assist

establishment of any additional administrative burden on both Member States and the

all IMO Member States when identifying each country under the appropriate criteria for

Secretariat.

seeking election as a Council Member and,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동 지침은 선거기준 준수를 위한 통제 절차(예:선거 위원회)의 도입 또는 적용을 의미하거나 회

representation under part (c) of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and in line with resolution

원국 및 사무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1000(25).
IMO 협약 제17조의 일관된 적용에 대한 지침은 회원국이 입후보할 이사국 범주를 고려할 때,
특히 협약 제17조 및 총회 결의서 A.1000(25)에 따른 지역적 대표성을 고려한 기준 선정을 지
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IMO 협약 제17조에 따른 주요 특징 및 이해관계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under Article 17 of the IMO Convention)

7

3. 지침 원칙 (Guiding principles)
3

40

Member States wishing to present their candidature for election to the Council under the
applicable part of Article 17 of the IMO Convention are encouraged to identify and
emphasize their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and how their election to the

The Council needs to be representative, balanced, diverse, efficient and supportive of the

Council would contribute to ensuring the representation of all the major geographic areas

interests of the whole membership.

of the world when preparing their candidature. Member States who are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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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ions for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couraged to take these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해양 환경보호 및 해양 안전보장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연

into account when casting their votes. The following is a non-exhaustive list that can be

안국.

used as a guide:

7 States located on major international shipping routes.

IMO 협약 제17조에 따라 이사국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이해관

주요 해상 항로에 위치한 국가.

계, 해당 회원국의 이사국 선출이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식별하여 강조할 것이 권장된다. 이사국 선출을 위한 지명을 고려하는 회원국은 이를 고려하여

8 States providing maritime services for international shipping, such as bunkering services

투표할 것이 권장된다. 아래는 이를 위한 가이드로써, 아래 9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and facilitating safe crew changes.

1 States highly interested in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shipping services, such as flag

벙커링(연료수급) 및 선원 교대와 같은 국제 운송을 위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States with large carrying capacity in terms of gross tonnage (GT) or deadweight

9 States with a very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shipping services due to remoteness

tonnage (DWT), as well as States with an extensive maritime cluster, including but not

or high proportion of trade by maritime transport.

limited to ship management, chartering, brokerage.

내륙에 위치하거나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 비중이 높아 해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국제 해운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총톤수(GT) 또는 재화중량톤수

은 국가.

(DWT) 면에서 주요한 운송 능력을 가진 기국과 선박관리, 용선, 중개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
위한 해양 클러스터를 갖춘 국가)
2 States with large international shipbuilding and ship recycling services, including
maintenance and repair facilities.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설을 포함하여 대규모 국제 조선업 및 선박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5. 이사국 선출을 위한 지명
(Nominations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Council)
8

It is highly useful to provide to Member States simple information based on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candidate Member States when considering nominations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Council, especially for those Member States that do not

3 States with large waterways used in support of international maritime navigation.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all IMO meetings.

국제 선박통항을 위한 최대 수로를 제공하는 국가.

이사국 선출을 위한 지명을 고려할 때, 이사국에 입후보하는 회원국의 고유한 특징과 이해관계
4 States with large ports and harbours used for international seaborne trade.

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특히 모든 IMO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없는 회원국과 같은 타 회원국에

국제 해상 무역을 위한 대형 항구와 항만을 제공하는 국가.
5 States with large interest in demand or supply of seafarers.
선원의 수요 또는 공급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6 Coastal States, including those with responsibilities in coastal/maritime services and

제공하는 것이 좋다.

9

In this regard, Member States may consul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system or by the industry.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유엔 시스템 또는 관련 업계의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interests associated with ri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time safe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arch and rescue,
pollution response, hydrographic services and coastal communication services.
수색 및 구조, 오염 대응, 수로 서비스 및 연안 통신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는 해안/해양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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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MO 협약 17조에 따른 지역적 대표성
(Geographical representation under part (c) of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10 The Council needs to be representative, balanced, diverse, efficient and supportive of the
interests of the whole membership. Special attention is requested by all Member States to
ensure the representation in the Council of all the major geographic areas of the world
when considering nominations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Council under part (c) of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이사국은 대표성 및 균형성을 갖춰야 하며,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전체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해
야 한다. 모든 회원국은 지리적 대표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협약 제17조 (c)항에 따른 이
사국 지명을 해야 한다.

11

To do so,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not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cretariat on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throughout its history.
이를 위해 회원국은 그간 사무국이 이사국 구성에 대해 제공한 정보를 참고할 것이 요청된다.

7. 사무국 지원 (Secretariat support)
12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y the Secretariat to Member States on elements contained
in this guidance in consideration of candidatures for election to the Council should not
entail any additional resource requirements on the Secretariat, unless specifically direc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총회나 이사회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이사국 입후보자의 참고를 돕기 위한 목적
으로 회원국에 동 지침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무국에 추가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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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the existence of any subsidiary body.
매 정기회의에서 총회는 해당 하위 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해야 한다.

총회 의사규칙

3. 회기 (Sessions)
1. 회원자격 (Membership)
Rule 1

(1) 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 the term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규칙 1

Organization and shall be deemed to include Associate Member unless

Rule 3

The Assembly shall meet every two years in regular session and in extraordinary

규칙 3

session whenever deemed necessary by the Council or on request made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by at least one third of the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Sessions of the Assembly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otherwise expressly stated.

Council.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단어는 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

정기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특별 총회는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1/3

는 한 준회원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되어야 한

(2) Other Participants, defined as States that are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다. 총회는 이사회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결정하지 않는 한 기구 본부에서 개최

but Parties to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Assembly performs function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Assembly for

한다.

the purposes of functions in respect of such treaties or international

Rule 4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shall notify

instruments only.

규칙 4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of the Assembly, and shall also notify the Chairs of other interested IMO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총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약이나 타 국제협약

bodies who shall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sessions as observers.

의 당사국을 의미하는 ‘기타 참가국(Other participants)’은 그러한 조약 또는 국제

총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최소 두 달 전 총회 개최일을 회원국과 기타 참가

협약 관련 사안에 대해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에 통보해야 하며,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IMO 회의체
의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Rule 2

(1) The Assembly may establish such temporary or, upon the recommendation of

규칙 2

the Council, such permanent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Such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 present rules of procedure so far as they are

Rule 5

(1)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may invite States

applicable.

규칙 5

having mad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총회는 이사회 권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영구적인 관련 하위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당 하위 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한 본 의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At each regular session, the Assembly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continuing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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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관인(Observers)

acce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vention”), and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specialized agency and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State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Assembly.

총회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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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 IMO 협약에 서명했

참관인(observer)은 총회 또는 그 하부조직의 동의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지만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그리고 아프리카

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총회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African Union) 또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으로부터 인정받
은 해방운동단체에 참관인(observer)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Rule 6

(1)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규칙 6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the Assembly, subject to any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s observers at any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session of the Assembly: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문기구의 대표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총회

(i)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Programme; and
(ii) any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2)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s a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of the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 하기 기관의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

Assembly, may decide to make available.

해야 한다:

참관인(observer)은 총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
는 비 기밀문서 및 그러한 성격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i) 유엔; 유엔 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포함
(ii)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 및 국제원자력기구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any
session of the Assembly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5. 대표단 (Delegations)
Rule 7

(i)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which an agreement or

규칙 7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and

그리고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ppropriate relationships in accordance

(2) Upon the request of a representative, the President may allow any other

with the rules governing consultations with such organizations.

member of the representative's delegation to speak on any particular point at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서 하기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agenda)

any meeting of the Assembly.

에 대하여 기관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해야 한다: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대표단의 다른 구성원이 총회 모든 회기에서 특정

(i) 협정 또는 특별 약정이 체결된 정부간기구(IGO)

부 국제기구
(4) Upon invitation by the President and with the consent of the Assembly or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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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각 회원국이나 기타 참가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ii)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which the

(ii) IMO가 NGO 기구와의 협약 적용 규칙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

(1)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사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Rule 8

(1)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규칙 8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a session,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to that session.

subsidiary body concerned, such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on

각 회원국 또는 기타 참가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 시작일 전 가능한 빠른 시일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내에 사무총장에게 해당 회기의 대표단 구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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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임장 (Credentials)

7. 정보공개 (Publicity)

Rule 9

Each Member or Governmen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 session of the Assembly

Rule 12

(1) Plenary meetings of the Assembly shall be held in public unless the Assembly

규칙 9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representatives and

규칙 12

decides otherwise.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of the Assembly shall be held

alternates, if an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Head of State, Head of

in private unless the Assembly decides otherwise in any particular case.

Governmen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concerned or by an appropriate

총회 본회의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회의로 개최된다. 총회 하위기

authority properly designated by one of them for this purpose.

구 회의는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개최된다.

각 총회 회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국 또는 정부는 회원국 대표와 교체대표의

(2)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edia attendance at meetings

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정부

of IMO Assembly, Council,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pproved

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 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관련

by the Council, the media may attend Plenary meetings of the Assembly unless

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관에 의

the Assembly decides otherwise.

해 발행되어야 한다.

언론의 IMO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하위기구의 회의 참석 요건에 따라, 언론은 총

Rule 10

A credentials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at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of the

규칙 10

Assembly. It shall consist of five member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Assembly

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on the proposal of the President. The Credentials Committee shall examine the
credentials of delegations and report without delay. In examining the credentials,
the Credentials Committee may recommend provisional acceptance of copies of
credentials, or acceptance of those transmitted late, and shall report the same to
the Assembly.
신임장위원회는 총회 각 회기 시작 시 임명되어야 한다. 이는 총회 의장의 지명에 따라

8. 의제 (Agenda)
Rule 13

The provisional agenda of each session of the Assembly shall be prepared by the

규칙 13

Secretary-General and submitted to the Council for approval prior to issue.
총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며 발행 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총회가 임명하는 5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신임장위원회는 대표단의 자격을 평가

득해야 한다.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임장위원회는 신임장을 검증함에 있어 신임장 사본이
나 또는 늦게 제출된 신임장에 대한 임시적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

Rule 14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하여야 한다.

규칙 14

agenda.

Rule 11

All representatives, including those to whose admission a Member has made

규칙 11

objection, shall be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as other representatives
until the Credentials Committee has reported and the Assembly has given its
decision.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Rule 1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6,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규칙 15

Assembly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회원국에 의해 입회에 이의가 제기된 대표단을 포함한 모든 대표단은 신임장위원회가

Assembly.

보고하고 총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

규칙 16에 따라,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고 임시적으로 입회한다.

한, 차기 회기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Ru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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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6

정기 총회의 잠정 의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8)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spect
of which the Assembly performs functions, any amendment proposed by a

(1)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at a

Party to that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previous session;

총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 협정의 조항, 해당 조약 또는 기타 국

이전 총회에 의해 요청된 모든 사항;
(2) a report by the Counci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since the preceding
regular session of the Assembly and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uncil;

제 협정에 대해 당사자가 제안한 수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Rule 17

The provisional agenda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s for each session shall,

규칙 17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posed budget for the following biennium, normally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at

이전 정기 총회 이후 기구의 업무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 및 이사회의 요청을 포함

least two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the session.

한 모든 사항;

잠정 의제와 관련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각 회기에 차기 2년의 예산(안)을 제외하고 당
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3) all report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or
the Legal Committee or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r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or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any of those Committees;

Rule 18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Council, or the Secretary-General by authority of

규칙 18

the Council, may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또는 간소화위

in a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Assembly shall examine together

원회에 의해 작성된 모든 보고 및 권고사항,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포함하도록 요

with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and other

청한 모든 사항;

Participants immediately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4)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잠정 의제 송부 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

기구의 회원국이 제안한 사항;

의제가 생긴 경우, 이사회나 이사회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은 추가 잠정 의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사무총장은 해당 사안을 추가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과 기

(5) the election of Members to be represented on the Council as provided in

타 참가국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s 16 and 17 of the IMO Convention;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이사국의 선출;
(6) the proposed budget for the following biennium as well as all questions
pertaining to the accounts and financial arrangements of the Organization;
차기 2년 동안 제안된 예산, 기구의 회계 및 재정적 준비에 관한 모든 질의 사항;

Rule 19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to the Assembly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규칙 19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all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Assembly, before they are considered by that body. Unless the Assembly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Assembly has been in
possession of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for at least 48 hours.

(7)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논의되기 전, 총회에 제출될 모든 실질적인 의제 사항의 기술적,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무총장이 보고한 시점에서 최소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필요시 사전 협의에 따라 유엔 또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든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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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장과 부의장 (President and Vice-Presidents)
Rule 20

The Assembly shall at the first meeting of each regular session elect a President, a

규칙 20

first Vice-President and a second Vice-President from among the representatives

Rule 25

The Secretary-General, or a member of the Secretariat designated for the purpose,

규칙 25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of its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총회는 각 정기회의 첫 회의에서 준회원국 이외의 회원국 대표 중에서 의장, 제1 부의장
및 제2 부의장을 선출한다.

Rule 21

At the opening of each regular session of the Assembly, the representative of the

규칙 21

delegation from which the President of the previous regular session was elected

Rule 26

The Secretariat shall prepare the resolutions and other decisions of each meeting.

규칙 26

It shall also upload onto IMODOCS the audio files of discussions of the meetings in
all official languag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close of the meeting to which they
relate.

shall preside until the Assembly has elected a President for the session.

사무국은 결의서 및 각 회의의 다른 기타 결정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회의가 종료

각 정기 총회 개최 시, 이전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대표단 대표는 총회가 당회 의장을 선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공식 언어로 된 회의 오디오 파일을 IMODOCS 웹사이트에

출할 때까지 총회를 주재한다.

등재해야 한다.

Rule 22

If the President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or, for any reason, is

규칙 22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one of the Vice-Presidents shall act as
President.

Rule 27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Members

규칙 27

and Governments entitled to participate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documents of the Assembly and its subsidiary bodies.

총회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 의장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

총회 및 관련 하위기구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하고

경우 부의장 중 한 명이 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회원국과 참석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에 회람하는 것은 사무국의 역할이다.

Rule 23

A President or a Vice-President acting as President shall not vote but may appoint

규칙 23

another member of their delegation to ac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ir Government
in plenary meetings.
의장 또는 의장 대리 역할을 하는 부의장은 투표권한이 없으나, 필요시 그들 국가의 다
른 대표를 임명하여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11. 언어 (Languages)
Rule 28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Organization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규칙 28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기구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언
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이다.

10. 사무국 (Secretariat)
Rule 24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Assembly and of its subsidiary

규칙 24

bodies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making the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ir

Rule 29

Speeches at the Assembly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made in one of the

규칙 29

official languages and will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총회와 그 하위기구의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5개의

meetings. This function may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사무총장은 총회와 그 하위기구의 장으로서 활동하며 그러한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수
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역할은 사무국 직원에게 위임될 수 있다.

Rule 30
규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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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그 하위기구에서의 의제에 관한 모든 서류는 실무 언어로 발행된다.

어진다. 그러나 조약 또는 협정의 개정에 관한 투표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
에 따라 진행된다.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Assembly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Rule 33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languages.

규칙 33

총회 및 관련 하위기구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고, 이는 다른 5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1) Each Member,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shall have one vote.
준회원을 제외한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2 of the IMO Convention and of these rules:
(i) The phra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means Members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Members abstaining from voting or

12. 투표 (Voting)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ii) The 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at the meeting whether

Rule 31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s 7, 63, 68 and 71 of the IMO Convention,

they cast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규칙 31

decisions of the Assembly and of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made, elections,

whether they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including thos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 IMO Convention,

voting. Members at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determined, and reports,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which voting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of the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present and voting.

(iii) The provisions in rules 33(2.1) and 33(2.2) above shall only apply if the

총회와 그 하위기구는 IMO 협약 제7조, 제63조, 제68조 및 제7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quorum laid down in Article 14 of the IMO Convention is obtained at

결정을 도출하며, 제16조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며,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과반의

the meeting at which the vote is taken.

출석과 투표에 의해서 채택된 결의서 및 권고사항에 의해 보고서가 결정된다.

협약 제62조 및 이 의사규칙의 목적상

Rule 32

(1) When considering matters not connected with functions performed by the

(i) ‘회원국 출석 및 투표(Members present and voting)’는 회원국이 출석하

규칙 32

Assembly in respect of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Members

여 찬성 혹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는 회원국은 투표하

and observers invited pursuant to rules 5 and 6 may participate in the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proceedings, but on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entitled to vote.

(ii)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은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반대에

협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총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 없는 사안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

대해 논의할 때, 모든 회원국 및 규칙 5, 6에 의거해 초청받은 참관인은 논의에 참

에 참석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투표

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오직 기구의 회원국에만 주어진다.

가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국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When the Assembly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for i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all Members, other Participants and observers invited
pursuant to rules 5 and 6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ut
voting on amendments to the treaty or other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or agreement.
총회가 조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때, 모든 회원국, 다른 참

된다.
(iii) 상기 규칙 33.(2).i 및 (2).ii 항은 IMO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정족수(Quorum)
가 충족되어 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에 한하여 적용된다.
(3) The provisions in rules 33(1), 33(2.1) and 33(2.2) apply to Other Participants
when voting pursuant to a treaty or other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가국 및 규칙 5, 6에 의거해 초청받은 참관인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가할 권한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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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칙 33.(1), 33.(2).i, 33.(2).ii은 조약 또는 기타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투표가

Rule 39

If one person or Member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타 참석국에 적용된다.

규칙 39

in the first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Rule 34

The Assembly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or other

규칙 34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may request a roll 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ensuing meeting, when,
if another tie results, the President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lots.

vote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Member or other Participant whose name is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drawn by lot by the President.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총회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또는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뉜다면, 선거는 다음 회의(동

투표 권한이 주어진 기타 참석국은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에

회기 내)로 연기되며, 만약 다음 투표(3차)에서도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의해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이 주어진 기타 참석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Rule 35

The vote of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in any roll call shall

규칙 35

be contained in the other decisions of the session.
호명투표(roll 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이 주어진 기타 참석국의 투표
는 회의의 기타 결정사항에 기록된다.

Rule 36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this

규칙 36

vote is also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Rule 40

(1) When two or more places are to be filled by election at one time under the

규칙 40

same conditions, those candidates obtaining the majority required under rule
31 in the first ballot shall be declared elected.
같은 조건에서 한 번에 2석의 선거가 진행될 때, 제31조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
수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선언한다.
(2) If the number of candidates obtaining the requisite majority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seats to be filled, those candidates obtaining the greatest number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 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of votes shall be declared elected.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과반수 표를 획득한 후보자의 수가 채워야 할 의석수보다 많으면, 가장 많
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선언한다.

13. 선거 (Election)

number of persons or Members to be elected, there shall be an additional ballot
to fill the remaining places, the voting being restricted to the candidates

Rule 37

All elections shall be decided by secret ballot.

규칙 37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Rule 38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President, be

filled. Should the same number of votes be obtained, however, by two or more

규칙 38

appointed by the Assembly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candidates for the last place in this restricted list, they shall be placed on the

scrutinize the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Assembly.

list. If, after the additional ballot, a candidate still does not obtain the requisite

비밀투표에서 총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 참가 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사관

60

(3) If the number of candidates obtaining the requisite majority is less than the

obtain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in the previous ballot and the number
of candidates being not more than twice as many as the places remaining to be

majority, that candidate shall be declared not elected.

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총회에 보고

필요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할 사람 또는 회원국보다 적다면,

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남은 의석(places)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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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전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로 제한되며, 후보자 수는 남

Rule 41

(1) When electronic counting of votes is used, the Secretariat shall prepare the

은 의석(places)의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마지막 의석을 두고서 두 명 이상

규칙 41

voting papers. Candidates shall be listed in the alphabetical order of their

의 후보자가 같은 수의 득표를 얻을 경우, 그들 모두를 명단에 올려야 한다. 추가 투

names in English.

표 후에도 후보자가 여전히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해당 후보자는 선출되지

투표권을 전자식으로 계수할 경우, 사무국은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한다. 후보자는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영어로 된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야 한다.

(4) For the elections to be he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2) A voting paper containing a greater number of votes than the number of

where the number of Members to be elected is not achieved after the ballots

candidates to be elected shall be considered invalid. Any changes made to a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c),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voting paper will render it invalid.

shall call for additional candidates to fill the remaining places provided that the

선출될 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와 변조된 투표용지는 무

principles laid down in the relevant part of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are

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observed, and a new ballot for the candidates shall be put to a vote. The voting
to fill the remaining places shall take place prior to the election for any

Rule 42

The elections to be he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shall be

subsequent category under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within the ongoing

규칙 42

conducted by ballots held separately for each category.

Assembly at a date and time to be specified by the President.
협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실시된 투표에서 c 항에 따른 의석수가 달성되지 않은 경

협약 제17조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는 범주(category)별로 구분하여 투표를 시행한다.

우, 총회 의장은 추가 후보자 지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협약 제17조에 규정된 원

Rule 43

A candidate in respect of the Council which has not been elected under one

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후보자 선정이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칙 43

category may be put forward under another category, provided that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relevant part of Article 17 are observed.

남은 의석(places)을 채우기 위한 투표는 총회 기간 내 의장이 지정한 날짜 및 시간
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협약 제17조에 따른 타 범주(category)국 선출 이전이어

하나의 범주(category)에서 낙선한 이사국 후보는 IMO 협약 제17조의 관련 규정이 준

야 한다.

수되는 한 다른 범주(category)에 출마할 수 있다.

(5) If two or more candidates obtain the same number of votes for the last seat or
seats to be filled, there shall be a further ballot among these candidates only.
Should the votes again be divided equally,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shall
draw by lot the name of the candidate to be eliminated in the subsequent
ballot.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마지막 의석에 같은 수의 득표를 얻을 경우, 오직 이들 후보
자에 한해 추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 표가 다시 균등하게 분배될 경우, 총회
의장은 다음(subsequent) 투표에서 배제 할 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6) Subject to rule 41, a voting paper containing the names of a greater number of
candidates than the number required to be elected shall be considered invalid.
규칙 41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는 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
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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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44
규칙 44

(1) A majority of the Members, other than Associat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meetings of the Assembly and of its subsidiary bodies.
총회와 그 하위기구의 정족수는 준회원을 제외한 회원국 과반수이다.
(2) Whe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Assembly performs functions contain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quorum, such
provis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such functions.
총회 기능 수행은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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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45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이나 기타 참석국은 의사 진

규칙 45

President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the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Assembly;

행상의 문제(POO,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총회 의

direct the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장은 본 총회 의사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이나 기타 참석국

speak, put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은 총회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본 규칙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총회의 개회 및 폐회를 선

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이나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며 발언권을 부여하고 논의 사안

않는 한 총회 의장의 결정은 유효하다.

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Rule 46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46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2)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이나 기타 참석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Assembly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meeting. The President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Rule 4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48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규칙 49

precedence,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before the meeting:

the same day.

(i) to suspend a meeting;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ii) to adjourn a meeting;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iii)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총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투
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시

(iv)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총회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

규칙 48에 따라, 하기 사항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용할 수 있다.

발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Rule 47

The Assembly may on the proposal of the President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i) 회의 중단;

규칙 47

each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ii) 회의 휴회;

총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

(iii)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연기; 및

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Rule 48

(1) During the discussions of any matter, a Member, other than an Associate

규칙 48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rise to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iv)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의 종결
(2)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falling within rule 49(1) above shall be granted
only to the proposer and in addition to one speaker in favour of and two against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appeal against the ruling of the President.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and the President's ruling shall

상기 규칙 49 (1) 에 해당하는 발언은 발의자와 이에 찬성하는 1인, 반대하는 2인에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한하며, 발언 후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present and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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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Assembly, unle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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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50

decides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Rule 54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Assembly shall first vote

submitted.

규칙 54

on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안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President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Rule 51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규칙 51

President,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or other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총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거
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며

Participant requests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총회 의장은 동 규칙에

proposer raises no objection.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then to the mover

Rule 55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which the motion to

규칙 55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Member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총회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 또는

or other Participant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기타 참석국이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발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우 분리하여 의결한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이나 기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안의 분리의결을 제

타 참석국이 다시 발의 가능하다.

안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어지며, 발언 후 제
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56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56

same session of the Assembly unless the Assembly,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52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규칙 52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

간주한다.

가 재논의에 찬성하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

Rule 53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53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Rule 57

For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the Assembly shall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규칙 57

vote by secret ballot in private meeting.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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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을 위해 비공개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Rule 58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nd at least one written notification to any

규칙 58

Member which has failed to discharge its financial obligation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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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under Article 61 of the IMO Convention. The notification shall call

면제를 요청하지 못함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인함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기

attention to the terms of Article 61 regarding the loss of vote in the Assembly,

재되어야 한다.

the Council,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기재한 계획서는 총회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and the Facilitation Committee.
사무총장은 협약 제61조에 따라 기구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에게
적어도 한 건의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는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
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 등 투표권(의
결권) 상실과 관련한 IMO 협약 제61조 규정에 초점을 둔다.
(2) Any Member wishing to request a waiver of the provision of Article 61 in
respect of itself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Assembly giving reasons therefor, with a payment
schedule indicating the timescale over which arrears will be paid.
제61조 규정의 면제(waiver)를 요청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은 총회 시작 최소 1개
월 전 사무총장에게 사유와 납부기한을 기재하여 서면 통지해야 한다.
(3) In exceptional, unforeseeable events and circumstances (events characterized
as force majeure) which have occurred in a time frame no longer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opening session of the Assembly and which do not allow a
Member to request a waiver of the provision of Article 61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such Member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at its earliest convenience before the opening session of the

(4)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mit to the Council a list of Members which have
failed to discharge their financial obligations, together with any requests for
waiver of the provision of Article 61 which have been received from any such
Members.
사무총장은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협약 제61조 면제에 대한 요청과 함께, 재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원국 목록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5) The Council shall submit to the Assembly a report on the matter, together with
its recommendations on the submission by any Member of a request for waiver
of the provision of Article 61 of the IMO Convention.
이사회는 IMO 협약 제61조 조항에 따라 면제를 요청한 회원국에 관한 이사회 권고
사항 및 그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6) The Assembly shall consider the report of the Council at the commencement
of each sess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uncil, and
assessing each application on its individual merits, the Assembly shall take
decisions on the waiver of the provision of Article 61 of the IMO Convention in
respect of any or all of the Members from which requests for waiver have been

Assembly. The written application shall present exceptional, unforeseeable

received, together with any conditions attached to such a waiver.

circumstances (events characterized as force majeure) including natural

총회는 각 회기 시작 시 이사회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의 권고사항, 각

hazards or disasters, civil unrest or war-like conflicts and the time period when

회원국의 요인(merits)에 따른 요청을 고려하여, 총회는 면제와 관련된 모든 조건

they occurred and necessary reasons that the failure for requesting a waiver in

과 함께 면제 요청이 접수된 회원국과 관련하여 협약 제61조 조항의 면제에 관한

conjunction with sub-paragraph 2 wa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ir control.

결정을 해야 한다.

A payment schedule indicating the timescale over which arrears will be paid
shall be submitt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Assembly session and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form the Council accordingly.
예외적으로, 총회 3개월 전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건 및 상황으로 인

IMO 협약 및 의사규칙

a Member which has submitted a request for waiver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2 and 3 above.

해 상기 2항에 따라 제61조 규정의 면제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총회 개

상기 2항 및 3항에 따라, 제61조 규정 면제와 관련된 결정은 면제요청을 제출한 회

최 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에게 서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사유

원국에만 적용될 수 있다.

서에는 자연 재해, 재난, 내전 또는 전쟁 등의 사건 및 기간, 또한 제2항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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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decision to waive the provision of Article 61 may only be taken in respect of

(8) A decision to waive the provision of Article 61 will normally be taken on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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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of a Member which has discharged in full the requirements, at the date
of submitting the request for waiver, of the financial undertaking given under
the terms of any previous request for waiver.
일반적으로 면제 요청을 제출한 날까지 기구가 요구하는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

16. 의사규칙의 개정 (Amendment of Rules of Procedure)
Rule 61

These rules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Assembly taken by a majority of

규칙 61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총회 회원국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행한 회원국에 대해서만 제61조 규정 면제가 고려되어 진다.
(9) In exercising its discretion, the Assembly will not normally consider an
application for waiver from a Member whose payments are three years or more
in arrears.

17. 의사규칙의 유예 (Suspension of rules of procedure)

총회는 면제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통상 3년 이상 재정적 의무를 행하지 아니

Rule 6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 rule may be suspended in exceptional

한 회원국에 대한 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규칙 62

circumstances by a decision of the Assembly taken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59

Any Member seeking election to the Council shall have discharged its obligations to

규칙 59

the Organization or shall have committed itself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24 hoursʹ notice of the proposal for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IMO 협약 규정에 따라,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

Assembly to a schedule of payment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to do so
and shall have complied with the terms of any previously agreed schedule of

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에 따른 총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payment.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Should any Member not meet these terms, that Member shall not be eligible to seek
election at that Assembly.
이사국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회원국은 기구의 재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적어
도 총회 1개월 전 사무총장에게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이전에 합의한 납부계획을 이행함

18.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Convention)

을 조건으로 한다.

Rule 63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ny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ny provision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회원국은 총회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

규칙 63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15. 전문가 초청 (Invitation of experts)
Rule 60

The Assembly may invite any person whose expertise it may consider useful for its

규칙 60

work to provide advice and information to the extent as determined by the
Assembly. A person invited under this ru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총회는 업무에 유용하다 간주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회가 정한 범
위 내에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초청된 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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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약 제20조에 따라, 이사회는 특정 사안과 관련이 있는 회원국에 대해 그 어떠한 투표

이사회 의사규칙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Rule 5
규칙 5

(a)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t any session of the
Council:
(i) the United Nations;
(ii)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any specialized agency of

1. 회원자격 (Membership)
Rule 1

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 the word Member means Member Government and

규칙 1

the word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the United Nations whose interests and those of the Organization are
of common concern.
사무총장은 이사회 모든 회기에 다음의 대표를 초청해야 한다.

Organization.

(i) 유엔;

본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단어는 회원국 정부를 의미하며, 협약이라는 단어는 IMO

(ii)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기구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유엔 전문

협약을 의미한다.

기구
(b)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any
session of the Council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2. 회기 (Sessions)
Rule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c) of the Convention, the Council shall meet as often

규칙 2

as may be deemed necessary upon the summons of its Chair or upon request made
to the Secretary-General by not less than four of its Members.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the Members at least one
month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사무총장은 협정 또는 특별 합의가 체결된 타 정부간기구가 그들과 관련 있는 의제
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모든 회기에 참관인 대표로서 초청해야 한다.
(c) The Secretary-General may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any
session of the Council during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협약 제19조(c)에 따라 이사회 의장의 소집이나 최소 4개의 이사국의 요청으로 사무총

the agenda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which the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의장 지시에 따라 사무총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ppropriate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장은 최소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회원국에 통보한다.

Article 67 of the Convention.

Rule 3

Sessions of the Council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규칙 3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Council.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Rule 4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the Council shall invite any

규칙 4

Member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its deliberations on any matter of particular
concern to that Member.

74

agenda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which an agree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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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협약 제67조에 따라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부기구가 그들
과 관련 있는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모든 회기에 참관인 대표로서 초청
할 수 있다.
(d)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any
session of the Council during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any liberation movement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States.

이사회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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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연합 또는 아랍국가연맹으로부터 인정받은 특정 기관과 해방

Rule 8

Upon the request of a representative, the Chair may allow any other member of the

운동단체가 그들과 관련 있는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모든 회기에 참관인

규칙 8

representative’s delegation to speak on any particular point at any meeting of the
Council.

대표로서 초청해야 한다.

Rule 6

(a)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규칙 6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in the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대표단의 다른 구성원이 이사회 모든 회기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deliberations of the Council and any of its subsidiary bodies and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the Council, subject to such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유엔,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는 이사회 및 관련 하위기구 심의에 투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에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4. 신임장 (Credentials)
Rule 9

Each Member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규칙 9

representative and alternates, if any, together with the names of any other
members of its delegation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the Council. The

(b) Observers invited in accordance with Rule 5 above may, upon invitation b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Head of State, or by the Head of Government or

Chair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ouncil, participate without vote on matters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r by an appropriate authority properly

of direct concern to them during the deliberations at any meeting of the

designated by one of them to act for this purpos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uncil or of its subsidiary bodies. The participation of observers from non-

examine the credentials of delegations and report to the Council without delay.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overning

각 회원국은 회원국 대표와 대리인의 신임장, 그리고 대표 단원의 성명을 가능한 회의

consultation with such organizations.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

개회일 이전에 사무총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documents as the Secretary-

정부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may decide may be made available.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체

규칙 5에 따라 초청된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과 위원회의 동의하에 위원회 또는 관
련 하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 투표 없이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비
정부기구의 참관인 참여는 해당 기구와의 협의에 관한 의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참관인은 비 기밀문서 및 이사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가능하다고 판단

없이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Rule 10

Any representative to whose admission a Member has made objection shall be

규칙 10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as other representatives unt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ported and the Council has given its decision.

하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회원국에 의해 입회에 이의가 제기된 모든 대표단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이사회가 결
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 대표단 (Delegations)
Rule 7

Each Member of the Council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may also

규칙 7

designate alternates and such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단 및 전문가
를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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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 (Publicity)
Rule 11

The Council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규칙 11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of the Council shall be held in private unless the Council de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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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in any particular case.

(f) items, if any, pertaining to the report of the Council to the Assembly on the

이사회는 회의의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

work of the Organization;

최하기로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 하위기구의 회의는 이사회

기구 업무에 관해 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

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g)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6. 의제 (Agenda)
Rule 12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uncil shall be drawn up by the

규칙 12

Secretary-General and approved by the Chair.

필요할 때 사전 협의에 따라 유엔 또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
든 의제;
(h) any item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이사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한다.

사무총장이 제안한 모든 의제.

Rule 13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regular session of the Council shall include:

Rule 14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together with the supporting documents,

규칙 13

이사회 각 정기회기의 잠정 의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14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Members of the
Council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session.

(a)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관련 서류와 함께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통상적으로 개회 최소 1개월 전까지 사무총장

총회가 요청한 모든 사항;
(b)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uncil at a previous
session;

에 의해 회원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Rule 15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규칙 15

agenda.

이전 회기 이사회가 요청한 모든 사항;
(c)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or the Facilitation Committee;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Rule 16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Council,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규칙 16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automatically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the
nex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uncil.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또는 간소화위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차기 회의

원회가 요청한 모든 사항;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d)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기구의 회원국이 제안한 모든 사항;

Rule 17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Secretary-General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규칙 17

Chair,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in a

(e) items, if any, pertaining to the budget estimate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Council shall examine together with

the Organization;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immediately

기구의 재무제표와 예산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예외적인 상황으로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할 의제가 생기는 경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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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은 보충 잠정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야 하며 의장과 첫 번째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 두 번째 부의장이 의장 대

사무총장은 해당 사안을 보충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Rule 18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Rule 21

A Chair or a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but may appoint another

규칙 18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all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uncil,

규칙 21

member of the delegation to ac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hair’s Government

before they are considered by that body. Unless the Council decides otherwise, no

on the Council.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Council has been in possession of the

의장 또는 의장 대리 역할을 하는 부의장은 투표할 수 없지만, 이사회에서 의장 소속국

Secretary-General’s report for at least forty-eight hours.

의 대표로서 활동할 다른 대표를 임명하여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논의되기 전, 이사회에 제출될 모든 실질적인 의제 사항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고한 시점에서 최소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7. 의장과 부의장 (President and Vice-Presidents)

8. 하위기구(Subsidiary bodies)
Rule 22

The Council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Such

규칙 22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 present Rules of Procedure so far as they are
applicable. The Council may by a majority vote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Rule 19

The Council shall elect a Chair and a Vice-Chair from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suspend or amend any of its Rules so far as they apply to any such subsidiary body.

규칙 19

its Members. The elections shall take place at a special meeting following each

The Council shall examine at least once a year the desirability of continuing the

regular session of the Assembly. The Chair and Vice-Chair shall both be eligible for

existence of any subsidiary body.

re-election for up to two further consecutive terms of office. In exceptional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하위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해당 하위기구는

circumstances they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consecutive term of office.

적용 가능한 한 본 의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는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

이사회는 이사국 대표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는 각 정기 총회에

수에 의해 하위기구에 적용되는 규칙을 개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어도 1

따른 특별회의(special meeting)에서 시행된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최대 2회 연속 연

년에 1회 하위기구의 지속에 관한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

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Rule 20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the Vice-Chair shall preside.

규칙 20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shall act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If the Chair and Vice-Chair are both unable to preside at a session, the Council shall
elect a second Vice-Chair who shall preside and act as Chair for as long as the Chair

9. 사무국 (Secretariat)
Rule 23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Council and of its subsidiary

규칙 23

bodies. This function may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그 하위기구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

and the first Vice-Chair are unable to do so.

무국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어떤 이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Rule 24

The Secretary-General or a member of the Secretariat designated for the purpose

의장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규칙 24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두 번째 부의장을 선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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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사회 및 관련 하위기구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하나로 작성되고,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Rule 25

The Secretariat shall prepare a summary of decisions of each meeting; it shall also

규칙 25

upload onto IMODOCS the audio files of discussions of the meetings in all official
languag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close of the meeting to which they relate.
사무국은 결의서 및 각 회의의 다른 기타 결정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회의가 종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공식 언어로 된 회의 오디오 파일을 IMODOCS 웹사이트에
등재해야 한다.

11. 투표 (Voting)
Rule 30

Decisions of the Council and of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made, elections shall

규칙 30

be determined, and reports,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Rule 26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Members

이사회와 관련 하위 위원회의 결정과 선출 및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의 채택은 이사

규칙 26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documents of the Council and

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its subsidiary bodies.
이사회 및 관련 하위기구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
및 회원국에 회람하는 것은 사무국 역할이다.

Rule 31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2 of the Convention

규칙 31

and of these Rules;
각 회원국은 협약 제62조 및 이 의사규칙의 목적상, 하나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a) the phra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means Members casting an affirmative

10. 언어 (Languages)

or negative vote. Members abstaining from voting or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Rule 27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Organization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회원국 출석 및 투표(Members present and voting)’라는 문구는 회원국이 출석

규칙 27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하여 찬성 혹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는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는

기구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언

것으로 간주한다.

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다.

(b) the 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whether

Rule 28

Speeches at the Council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they cast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whether they

규칙 28

languages and will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official languages.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voting. Participants at

이사회와 그 하위기구에서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5개의 다
른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voting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 어구는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반대에 투

Rule 29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the Council and its subsidiary bodies

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참석하지

규칙 29

will be issued in the working languages.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투표가 진행되는 회의에 참

and decisions of the Council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drawn up in one of the

석하지 않은 회원국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official languages.
이사회와 그 하위기구에서의 의제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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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은 협약 제19조 (b) 항에 규정된 정족수(Quorum)가 충족되어 투표가 이루어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지는 회의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Rule 32

The Council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may

규칙 32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두 번째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뉘게 된다면, 선거는 같은
회기 내에 다음의 적합한 순서로 연기되며, 만약 또다시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Members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Member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Rule 37

In the event of four or more candidates standing for the position of Secretary

이사회 투표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

bis

General, if, in the first and subsequent ballots,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국은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으로부

규칙 37

accordance with Rule 37, a number of successive ballots shall be held, in each of

bis

which the candidate who received the least number of votes in the previous ballot

터 시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Rule 33

The vote of each Member participating in any roll-call shall be inserted in the

규칙 33

summary of decisions of the meeting concerne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list of candidates for the subsequent ballot.
사무총장 직위에 4명 이상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규칙 제37조에 따라 1차 및 2차 투표
에서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전 투표에서 가장 적은 수의 표를 받

호명투표(roll-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의 투표는 해당 회의의 요약 결과보고서에 기

은 후보를 제외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록된다.

Rule 34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this

규칙 34

vote also is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 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Rule 37

In cases where two or more candidates gain the same number of votes in joint

ter

lowest position, a run-off ballot shall be held between them and the candidate

규칙 37
ter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최하위 순위에서 같은 수의 표를 획득하는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하고,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로 후속 투표를 진행한다.

Rule 35

All elections and determinations shall be decided by secret ballot.

규칙 35

모든 선거와 결정 사항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Rule 36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elected.

규칙 36

by the Council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scrutinize the

If the number of candidates obtaining a majority is less than the number of persons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Council.

or Members to be elected, there shall be an additional ballot or ballots, as necessary,

비밀투표에서 이사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 참가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
사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이사회
에 보고되어야 한다.

Rule 38

When two or more places are to be filled by election at one time under the same

규칙 38

conditions, those candidates obtaining a majority in the first ballot shall be declared

to fill the remaining places, the voting being restricted to the candidates obtain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in the previous ballot and the number of candidates
being normally not more than twice as many as the places remaining to be filled.
같은 조건에서 한 번에 2석의 선거가 진행될 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Rule 37

If one person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the first

규칙 37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first suitable subsequent
opportunity during the same session of the Council, when, if another tie results, the
Chair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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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ing the highest number of votes shall proceed to the subsequent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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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것으로 선언한다.
필요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할 사람 또는 회원국보다 적다면, 필요에
따라 남은 의석(places)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표는 이전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로 제한되며, 후보자 수는 남은 의석(places)의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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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43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Member may rise to a point of order and the

규칙 43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 39

Twenty-six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In the case of

규칙 39

subsidiary bodies a majority of th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이사국 정족수는 26개의 이사국이다. 그 하위기구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이다.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Rule 40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규칙 40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the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Council. The Chair

Rules of Procedure. A Member may appeal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 Member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은 의사 진행상의 문제(POO,

shall direct the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이사회 의사규칙에 따라

to speak, put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은 이사회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

voting.

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본 규칙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이사회의 개회 및 폐회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의 결정은 유효하다.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를 보장하며 발언권을 부여하고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논의 사안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Rule 41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41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Counci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43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규칙 44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규칙 43에 따라, 하기 사항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의보

preceding the meeting.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다 우선되어야 한다.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시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이사회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
를 허용할 수 있다.

Rule 42

The Council may,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규칙 42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이사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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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suspend a meeting;
회의 중단;
(b) to adjourn a meeting;
회의 휴회;
(c)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연기; 및
(d)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의 종결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falling within (a) to (d) above shall be granted only
to the proposer and in addition to one speaker in favour of and two against 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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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d)에 해당하는 발언은 발의자와 이에 찬성하는 1인, 반대하는 2인에 한하며,
발언 후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Rule 49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Council shall first vote on

규칙 49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Rule 45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Council, unless it decides

규칙 45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submitted.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이사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Rule 46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규칙 46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requests that the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
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이사회 의장은 동 규
칙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raises no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Rule 50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then to the mover of the

규칙 50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which the motion to divide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Member.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이사회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이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발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리하여 의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에 의해

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다시 발의 가능하다.

개정안의 분리의결을 제안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
게 주어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51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51

same session of the Council unless the Council,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47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Permission to speak on a

규칙 47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and one other support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재논의에 찬성하

간주한다.

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

Rule 48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8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13. 사무총장 임명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1)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Rule 52

For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the Council shall consider in private

규칙 52

meeting its recommendation to the Assembly and vote upon it by secret ballot.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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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이사회의 권고안을 비공개회
의에서 검토하고 비밀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1) 사무총장 임기와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규칙 부속서(P.~) 참조

부속서 (Annex)
Resolution C.74(86) adopted on 22 June 2001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The Council, Recalling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of the Organization,
Recalling further the annex to Council resolution C.1(I) which set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14. 의사규칙의 개정 (Amendment of Rules of Procedure)
Rule 53

These Rules of Procedure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Council taken by a

규칙 53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이사회 회원국 과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Secretary-General at three years which may be renewed for such further period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uncil with the approval of the Assembly,
Also recalling the decision of the eighteenth session of the Council that the term of the SecretaryGeneral’s contract shall be a multiple of two years (COUNCIL XVIII/SR.6/1, 29 August 1967),
Noting that since 1973 the Council has appointed Secretaries-General to four-year terms with
provision for renewal for such further period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uncil with the
approval of the Assembly,
Considering the desirability of establishing a more specific term of office for future Secretaries-

15.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s)

General,
Decides that:

Rule 54

The Council may at its discretion apply such Rules of Procedure of the Assembly as

규칙 54

it may deem appropriate to particular circumstances.
이사회는 특정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 의사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Future Secretaries-General shall be appointed to an initial term of four years from the first of
January of the biennium;
2. The appointment may be renewed for one additional term of up to four years;
3. This resolution shall be referenced by footnote to Rule 52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Rule 55

A Rule of procedure may be suspended by a decision of the Council taken by a

규칙 55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twenty-four hours’
notice of the proposal of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에 따른 총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
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Council and shall be included in all future editions of IMO Basic Documents, Volume I.
사무총장 임명
이사회는 기구의 협약 제22조를 상기하며,
사무총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이사회의 결정 및 총회의 승인에 따라 추가적인 임기 연장이 가능
함을 명시한 이사회 결의서 C.1(I) 부속서를 상기하며,
사무총장의 계약 임기가 2년의 배수여야 한다는 제18차 이사회 결정 사항을 상기하며(COUNCIL
XVIII/SR.6/1, 29 August 1967),
이사회는 1973년부터 이사회의 결정 및 총회의 승인에 따라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
음에 주목하면서,

16.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Convention)
Rule 56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ny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ny provision

규칙 56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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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무총장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면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1. 차기 사무총장은 2년의 1월 1일부터 4년의 초임 임기로 임명된다.
2.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한 번 더 재임 가능하다.
3. 이 결의서는 이사회 의사규칙 제52조 각주에 언급되어야 하며, IMO Basic Document 1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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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기 (Sessions)

해사안전위원회 의사규칙

Rule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regular session and more

규칙 3

frequently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The Committee may meet in an
extraordinary session upon a request made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by
at least twenty of its respective Members. Ses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Committee approv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1. 회원자격 (Membership)

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따

Rule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term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라 그 이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최소 2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규칙 1

Organization and other Participant means a State not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요청한 경우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의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but Party to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따라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therein. Membership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Rule 4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Members

본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기타 참가국(Other

규칙 4

and other Participants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of
the Committee, and shall also notify the Chairs of other interested IMO bodies who

participants)’은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약이

shall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sessions as observers.

나 타 국제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모든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은 위원회의 회원으로

사무총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2달 전 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회원국과 기타 참가

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국에 통보해야 하며,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IMO 회의
체 의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Rule 2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규칙 2

Such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se Rules, except for Rules 3, 9, 14, 15 and

4. 참관인 (Observers)

16.

Rule 5

1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may invite States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하위기구(Subsidiary bodies)를 둘 수 있다. 그러한 하위기구

규칙 5

having mad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는 이 장의 규칙 3, 9, 14, 15 그리고 16을 제외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Periodically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eed for the continued existence

acce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specialized agency and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of any subsidiary body.

States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모든 하위기구의 존립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 IMO 협약에 서명했
지만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
합(African Union) 또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으로부터 인정받은
해방운동단체에 참관인(observer)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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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s observer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subject to any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of the Committee: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1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문기구의 대표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위원

Programme; and

회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2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2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s a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may decide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 하기 기관의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

to make available.

해야 한다:

참관인은 위원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비 기밀

.1 유엔; 유엔 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문서 및 그러한 성격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국제원자력기구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1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which an agreement or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and

5. 대표단 및 신임장 (Delegations and credentials)
Rule 7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규칙 7

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각 회원국이나 기타 참가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그리

.2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which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overning consultations with such organizations.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서 하기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agenda)에

고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Rule 8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as

규칙 8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a session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to that session.

대하여 기관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해야 한다:

각 회원국 또는 기타 참가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 시작일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 협정 또는 특별 약정이 체결된 정부간기구(IGO)
.2 IMO가 NGO 기구와의 협약 적용 규칙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
부 국제기구

Rule 9

1 Each Member or Governmen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 session of the

규칙 9

Committee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4 Upon invitation by the Chair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concerned,

representatives and alternates, if an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such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on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them.

concerned or by an appropriate authority properly designated by one of them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 및 관련 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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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에게 해당 회기의 대표단 구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for this purpose. The Secretary-General shall examine the credentials of each
representative and alternate and report to the Committee thereon without
delay.

Rule 6

1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 또는 정부는 회원국 대표와 교체대표의

규칙 6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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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the basic supporting documents to th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two

관련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a session.

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이

위원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하며, 통상 회의

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최 2달 전에는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2 All representatives shall be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until the

Rule 12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Secretary-General has reported on credentials and the Committee has given its

규칙 12

agenda.

decision.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모든 대표단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
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Rule 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4,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규칙 13

Committee,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ttee.

6. 정보공개 (Publicity)
Rule 10
규칙 10

규칙 14에 따라,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
는 한, 차기 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1 The Committee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위원회는 회의의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aforesaid,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media
access to meetings of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pproved by the
Council, media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Meetings of working and draft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private.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의 언론 접근에 관해 이사회
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언론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과 초안 작업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야 한다.

Rule 14
규칙 14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1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2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mmittee at a
previous session;
.3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ny amendment
proposed by a Party to that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5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proposed by any other subsidiary body of the Organization,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6 any item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7. 의제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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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1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pared by the

규칙 11

Secretary-General and approved by the Chair; and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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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이 제안한 모든 사항
.4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
른 국제협약과 조약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

8. 의장 및 부의장 (Chair and Vice-Chair)
Ru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Chair and a Vice-Chair

규칙 18

who shall each hold office for a term of one calendar year. They shall both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up to four further consecutive terms of office. In

.5 필요시 사전협의에 따라, 기구의 다른 전문위원회, 국제기구, 전문기구 또는 국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y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consecutive

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든 사항

term of office.

.6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항

위원회는 회원국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

Rule 15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규칙 15

implications of any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은 4회 연속 연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2 The Chair, or the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has been available to the Committee for at least 24

의장 또는 의장 대리로서의 부의장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hours.
3 The Chair and Vice-Chair shall be elected at the end of the last regular session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실질적인 의제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과 관

in each calendar year and shall assume their func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

following calendar year.

고한 시점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Rule 16

In circumstances of urgency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규칙 16

may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의장과 부의장은 그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출되어 그 다음 해부터 임무를 수행
한다.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in a

Rule 19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the Vice-Chair shall preside.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ogether

규칙 19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with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and other

shall act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Participants immediately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provisional agenda.

어떤 이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예외적인 상황으로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할 의제가 생기는 경우, 의장

의장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은 보충 잠정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무총장은 해
당 사안을 보충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Rule 17

Unless it determines otherwise, the Committee shall not proceed to the discussion

규칙 17

of any item on the agenda until at least 24 hours have elapsed after the relevant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이 의제문서를 열람한 지 최소

9. 사무국 (Secretariat)
Rule 20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Committee. This function may

규칙 20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사무총장은 위원회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무국 직원에게 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임할 수 있다.

Ru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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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1

purpose,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11. 투표 (Voting)
Rule 26

1 When considering matters not connected with functions performed by the

규칙 26

Committee in respect of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may participate, but on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entitled to vote.

Rule 2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Members

규칙 22

and other Participants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협약 또는 타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

documents of the Committee.

해 이 논의될 때, 모든 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 및 회원국에 회람하

오직 기구의 회원국에만 주어진다.

는 것은 사무국 역할이다.

2 Each Member entitled to vote shall have one vote.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 When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for in a treaty or other

10. 언어 (Languages)

international agreement,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shall be entitled to

Rule 23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ittee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ut voting on amendments to the treaty or other

규칙 23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or
agreement.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위원회가 협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때, 모든 회원국과 기타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다.

Rule 24

Speeches at the Committee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shall

규칙 24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5
규칙 25

참가국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약 또는 협정의 개정
에 관한 투표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5개의 공식 언어

Rule 2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로 번역된다.

규칙 27

confers upon the Organization functions to be undertaken by the Committee,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nd reports, resolutions and

1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 shall be issued in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the working language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관할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 과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의 형태로 위원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회의 결정 사항이 만들어진다.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8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phras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

규칙 28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means such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되고, 이는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ntitled to vote,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Those abstaining from
voting or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The 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at the meeting, whether they cas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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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whether they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voting.
이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의 출석, 투표(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는 이들이 찬성 혹은

12. 선거 (Elections)
Rule 31

Offic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unless the Committee

규칙 31

decides otherwise.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임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은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Rule 32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반대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규칙 32

by the Committee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scrutinize the

참석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비밀투표에서 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참가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

2 The provisions in Rule 28.1 above shall apply only if the quorum laid down in Rule

사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위원회

34 is obtained at the meeting at which the vote is taken.

에 보고되어야 한다.

상기 규칙 28(1)은 규칙 34에 규정된 정족수(Quorum)가 충족되어 이루어지는 회의
에 한하여 적용된다.
3 Participants in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voting

Rule 33

If one person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the first

규칙 33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ensuing session, when, if another tie

투표가 있는 회의에 불출석한 참석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results, the Chair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lots.

Rule 29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or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규칙 29

other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may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s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뉜다면, 선거는 다음 회의(동

Member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The vote of each Member or

회기 내)로 연기되며, 만약 다음 투표(3차)에서도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other Participant in any roll-call shall be inserted in the report of the session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concerned.
위원회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으로부터 시
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호명투표(roll-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의 투표는 해당 회의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Rule 30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this

규칙 30

vote is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13.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34

1 The Chair may declare a meeting open and permit the debate to proceed when

규칙 34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are present. The presence
of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or other Participants, as
appropriate, shall be required for any decision to be taken.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 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기구의 회원국 25% 이상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장은 개회 및 논의 시작을 선언할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내리기 위해 기구 회원국 또는 적절한 기타 참석국의 25%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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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규칙 38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contain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quorum, such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appeal

provis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such functions.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위원회 기능 수행은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 따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라 적용된다.

Rule 35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규칙 35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direct the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사 진
행상의 문제(POO,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본
위원회 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장에 결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speak; put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의 결

본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위원회 회의의

정은 유효하다.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며 발언권을
2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부여하고 논의 사안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Rule 36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36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Committee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meeting.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규칙 39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1 to suspend a meeting;
.2 to adjourn a meeting;
.3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4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규칙 38에 따라, 다음 발의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

시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용

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Rule 37

The Committee may, on proposal of the Chair,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규칙 37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06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38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할 수 있다.

Rule 38

Rule 39

1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ri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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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상기 규칙 39(1)에 해당하는 발언권은 이를 제안한 발의자에게만 부여되며, 추가로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제안에 찬성한 1명과 반대하는 2명의 발언 후, 즉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Rule 40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Committee, unless it

Rule 44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Committee shall first vote

규칙 40

decides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규칙 44

on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submitted.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위원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Rule 41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

규칙 41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or other Participant

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총회 의장은 동 규칙

requests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raises no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Rule 45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then to the mover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규칙 45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which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Member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 또는 기타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참석국이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이나 기

리하여 의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

타 참석국이 다시 발의 가능하다.

안의 분리의결을 발의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
어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46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46

same session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42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규칙 42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

간주한다.

가 재논의에 찬성하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
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Rule 43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3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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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가 초청 (Invitation of experts)
Rule 47

The Committee may invite any person whose expertise it may consider useful for

규칙 47

its work to participate in a meeting. A person invited under this Ru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위원회는 업무에 유용하다 간주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초청된 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15. 의사규칙 개정 (Amendments to Rules of Procedure)
Rule 48

These Rules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규칙 48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위원회 회원국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6. 의사규칙 유예 (Suspension of Rules of Procedure)
Rule 49

A Rule may be susp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of the

규칙 49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24 hours’ notice of the proposal for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과
반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을 유예할 수 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17.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IMO Convention)
Rule 50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 provision of

규칙 50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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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기 (Sessions)

법률위원회 의사규칙

Rule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regular session and more

규칙 3

frequently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The Committee may meet in an
extraordinary session upon a request made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by
at least twenty of its respective Members. Ses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Committee approv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1. 회원자격 (Membership)

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따

Rule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term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라 그 이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최소 2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규칙 1

Organization and other Participant means a State not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요청한 경우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의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but Party to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따라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therein. Membership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Rule 4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Members

본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기타 참가국(Other

규칙 4

and other Participants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of
the Committee, and shall also notify the Chairs of other interested IMO bodies who

participants)’은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약이

shall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sessions as observers.

나 타 국제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모든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은 위원회의 회원으로

사무총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2달 전 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회원국과 기타 참가

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국에 통보해야 하며,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IMO 회의
체 의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Rule 2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규칙 2

Such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se Rules, except for Rules 3, 9, 14, 15 and

4. 참관인 (Observers)

16.

Rule 5

1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may invite States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하위기구(Subsidiary bodies)를 둘 수 있다. 그러한 하위기구

규칙 5

having mad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는 이 장의 규칙 3, 9, 14, 15 그리고 16을 제외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Periodically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eed for the continued existence

acce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specialized agency and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of any subsidiary body.

States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모든 하위기구의 존립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 IMO 협약에 서명했
지만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
합(African Union) 또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으로부터 인정받은
해방운동단체에 참관인(observer)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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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s observer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subject to any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of the Committee: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1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문기구의 대표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위원

Programme; and

회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2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2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s a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may decide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 하기 기관의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

to make available.

해야 한다:

참관인은 위원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비 기밀

.1 유엔; 유엔 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문서 및 그러한 성격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국제원자력기구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1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which an agreement or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and

5. 대표단 및 신임장 (Delegations and credentials)
Rule 7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규칙 7

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각 회원국이나 기타 참가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그리

.2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which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overning consultations with such organizations.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서 하기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agenda)에

고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Rule 8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as

규칙 8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a session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to that session.

대하여 기관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해야 한다:

각 회원국 또는 기타 참가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 시작일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 협정 또는 특별 약정이 체결된 정부간기구(IGO)
.2 IMO가 NGO 기구와의 협약 적용 규칙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
부 국제기구

Rule 9

1 Each Member or Governmen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 session of the

규칙 9

Committee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4 Upon invitation by the Chair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concerned,

representatives and alternates, if an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such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on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them.

concerned or by an appropriate authority properly designated by one of them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 및 관련 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116

사무총장에게 해당 회기의 대표단 구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for this purpose. The Secretary-General shall examine the credentials of each
representative and alternate and report to the Committee thereon without
delay.

Rule 6

1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 또는 정부는 회원국 대표와 교체대표의

규칙 6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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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the basic supporting documents to th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two

관련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a session.

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이

위원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하며, 통상 회의

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최 2달 전에는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2 All representatives shall be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until the

Rule 12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Secretary-General has reported on credentials and the Committee has given its

규칙 12

agenda.

decision.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모든 대표단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
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Rule 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4,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규칙 13

Committee,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ttee.

6. 정보공개 (Publicity)
Rule 10
규칙 10

규칙 14에 따라,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
는 한, 차기 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1 The Committee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위원회는 회의의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aforesaid,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media
access to meetings of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pproved by the
Council, media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Meetings of working and draft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private.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의 언론 접근에 관해 이사회
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언론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과 초안 작업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야 한다.

Rule 14
규칙 14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1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2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mmittee at a
previous session;
.3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ny amendment
proposed by a Party to that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5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proposed by any other subsidiary body of the Organization,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6 any item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7. 의제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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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1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pared by the

규칙 11

Secretary-General and approved by the Chair; and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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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이 제안한 모든 사항
.4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
른 국제협약과 조약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

8. 의장 및 부의장 (Chair and Vice-Chair)
Ru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Chair and a Vice-Chair

규칙 18

who shall each hold office for a term of one calendar year. They shall both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up to four further consecutive terms of office. In

.5 필요시 사전협의에 따라, 기구의 다른 전문위원회, 국제기구, 전문기구 또는 국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y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consecutive

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든 사항

term of office.

.6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항

위원회는 회원국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

Rule 15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규칙 15

implications of any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은 4회 연속 연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2 The Chair, or the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has been available to the Committee for at least 24

의장 또는 의장 대리로서의 부의장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hours.
3 The Chair and Vice-Chair shall be elected at the end of the last regular session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실질적인 의제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과 관

in each calendar year and shall assume their func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

following calendar year.

고한 시점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Rule 16

In circumstances of urgency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규칙 16

may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의장과 부의장은 그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출되어 그 다음 해부터 임무를 수행
한다.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in a

Rule 19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the Vice-Chair shall preside.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ogether

규칙 19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with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and other

shall act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Participants immediately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provisional agenda.

어떤 이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예외적인 상황으로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할 의제가 생기는 경우, 의장

의장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은 보충 잠정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무총장은 해
당 사안을 보충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Rule 17

Unless it determines otherwise, the Committee shall not proceed to the discussion

규칙 17

of any item on the agenda until at least 24 hours have elapsed after the relevant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이 의제문서를 열람한 지 최소

9. 사무국 (Secretariat)
Rule 20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Committee. This function may

규칙 20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사무총장은 위원회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무국 직원에게 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임할 수 있다.

Ru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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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1

purpose,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11. 투표 (Voting)
Rule 26

1 When considering matters not connected with functions performed by the

규칙 26

Committee in respect of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may participate, but on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ule 2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vote.

규칙 22

and other Participants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협약 또는 타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

documents of the Committee.

해 이 논의될 때, 모든 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 및 회원국에 회람하

오직 기구의 회원국에만 주어진다.

는 것은 사무국 역할이다.

2 Each Member entitled to vote shall have one vote.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 When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for in a treaty or other

10. 언어 (Languages)

international agreement,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shall be entitled to

Rule 23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ittee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ut voting on amendments to the treaty or other

규칙 23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or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agreement.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다.

위원회가 협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때, 모든 회원국과 기타

Rule 24

Speeches at the Committee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shall

규칙 24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참가국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약 또는 협정의 개정
에 관한 투표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5개의 공식 언어

Rule 2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로 번역된다.

규칙 27

confers upon the Organization functions to be undertaken by the Committee,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nd reports, resolutions and

Rule 25
규칙 25

1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 shall be issued in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the working language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관할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 과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의 형태로 위원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회의 결정 사항이 만들어진다.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8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phras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

규칙 28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means such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되고, 이는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ntitled to vote,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Those abstaining from
voting or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The 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at the meeting, whether they cas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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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whether they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voting.
이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의 출석, 투표(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는 이들이 찬성 혹은

12. 선거 (Elections)
Rule 31

Offic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unless the Committee

규칙 31

decides otherwise.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임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은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Rule 32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반대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규칙 32

by the Committee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scrutinize the

참석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비밀투표에서 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참가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

2 The provisions in Rule 28.1 above shall apply only if the quorum laid down in Rule

사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위원회

34 is obtained at the meeting at which the vote is taken.

에 보고되어야 한다.

상기 규칙 28(1)은 규칙 34에 규정된 정족수(Quorum)가 충족되어 이루어지는 회의
에 한하여 적용된다.
3 Participants in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voting

Rule 33

If one person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the first

규칙 33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ensuing session, when, if another tie

투표가 있는 회의에 불출석한 참석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results, the Chair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lots.

Rule 29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or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규칙 29

other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may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s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뉜다면, 선거는 다음 회의(동

Member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The vote of each Member or

회기 내)로 연기되며, 만약 다음 투표(3차)에서도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other Participant in any roll-call shall be inserted in the report of the session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concerned.
위원회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으로부터 시
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호명투표(roll-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의 투표는 해당 회의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Rule 30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this

규칙 30

vote is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13.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34

1 The Chair may declare a meeting open and permit the debate to proceed when

규칙 34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are present. The presence
of at least 25% of Participants, as appropriate, shall be required for any decision
to be taken.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 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기구의 회원국 25% 이상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장은 개회 및 논의 시작을 선언할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내리기 위해 기구 회원국 또는 적절한 기타 참석국의 25%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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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규칙 38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contain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quorum, such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appeal

provis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such functions.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위원회 기능 수행은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 따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라 적용된다.

Rule 35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규칙 35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direct the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사 진
행상의 문제(POO,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본
위원회 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장에 결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speak; put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의 결

본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위원회 회의의

정은 유효하다.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며 발언권을
2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부여하고 논의 사안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Rule 36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36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Committee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meeting.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규칙 39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1 to suspend a meeting;
.2 to adjourn a meeting;
.3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4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규칙 38에 따라, 다음 발의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

시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용

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Rule 37

The Committee may, on proposal of the Chair,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규칙 37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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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38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할 수 있다.

Rule 38

Rule 39

1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ri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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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상기 규칙 39(1)에 해당하는 발언권은 이를 제안한 발의자에게만 부여되며, 추가로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제안에 찬성한 1명과 반대하는 2명의 발언 후, 즉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Rule 40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Committee, unless it

Rule 44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Committee shall first vote

규칙 40

decides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규칙 44

on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submitted.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위원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Rule 41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

규칙 41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or other Participant

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총회 의장은 동 규칙

requests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raises no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Rule 45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then to the mover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규칙 45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which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Member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 또는 기타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참석국이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이나 기

리하여 의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

타 참석국이 다시 발의 가능하다.

안의 분리의결을 발의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
어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46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46

same session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42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규칙 42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

간주한다.

가 재논의에 찬성하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
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Rule 43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3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128

IMO 협약 및 의사규칙

법률위원회 의사규칙

129

14. 전문가 초청 (Invitation of experts)
Rule 47

The Committee may invite any person whose expertise it may consider useful for

규칙 47

its work to participate in a meeting. A person invited under this Ru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위원회는 업무에 유용하다 간주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초청된 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15. 의사규칙 개정 (Amendments to Rules of Procedure)
Rule 48

These Rules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규칙 48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위원회 회원국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6. 의사규칙 유예 (Suspension of Rules of Procedure)
Rule 49

A Rule may be susp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of the

규칙 49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24 hours’ notice of the proposal for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과
반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을 유예할 수 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17.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IMO Convention)
Rule 50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 provision of

규칙 50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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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기 (Sessions)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의사규칙

Rule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regular session and more

규칙 3

frequently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The Committee may meet in an
extraordinary session upon a request made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by
at least twenty of its respective Members. Ses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Committee approv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1. 회원자격 (Membership)

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따

Rule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term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라 그 이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최소 2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규칙 1

Organization and other Participant means a State not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요청한 경우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의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but Party to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따라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therein. Membership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Rule 4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Members

본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기타 참가국(Other

규칙 4

and other Participants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of
the Committee, and shall also notify the Chairs of other interested IMO bodies who

participants)’은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약이

shall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sessions as observers.

나 타 국제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모든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은 위원회의 회원으로

사무총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2달 전 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회원국과 기타 참가

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국에 통보해야 하며,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IMO 회의
체 의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Rule 2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규칙 2

Such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se Rules, except for Rules 3, 9, 14, 15 and

4. 참관인 (Observers)

16.

Rule 5

1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may invite States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하위기구(Subsidiary bodies)를 둘 수 있다. 그러한 하위기구

규칙 5

having mad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는 이 장의 규칙 3, 9, 14, 15 그리고 16을 제외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Periodically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eed for the continued existence

acce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specialized agency and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of any subsidiary body.

States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모든 하위기구의 존립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 IMO 협약에 서명했
지만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
합(African Union) 또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으로부터 인정받은
해방운동단체에 참관인(observer)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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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s observer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subject to any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of the Committee: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1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문기구의 대표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위원

Programme; and

회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2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2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s a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may decide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 하기 기관의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

to make available.

해야 한다:

참관인은 위원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비 기밀

.1 유엔; 유엔 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문서 및 그러한 성격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국제원자력기구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1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which an agreement or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and

5. 대표단 및 신임장 (Delegations and credentials)
Rule 7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규칙 7

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각 회원국이나 기타 참가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그리

.2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which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overning consultations with such organizations.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서 하기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agenda)에

고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Rule 8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as

규칙 8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a session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to that session.

대하여 기관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해야 한다:

각 회원국 또는 기타 참가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 시작일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 협정 또는 특별 약정이 체결된 정부간기구(IGO)
.2 IMO가 NGO 기구와의 협약 적용 규칙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
부 국제기구

Rule 9

1 Each Member or Governmen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 session of the

규칙 9

Committee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4 Upon invitation by the Chair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concerned,

representatives and alternates, if an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such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on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them.

concerned or by an appropriate authority properly designated by one of them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 및 관련 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136

사무총장에게 해당 회기의 대표단 구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for this purpose. The Secretary-General shall examine the credentials of each
representative and alternate and report to the Committee thereon without
delay.

Rule 6

1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 또는 정부는 회원국 대표와 교체대표의

규칙 6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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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the basic supporting documents to th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two

관련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a session.

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이

위원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하며, 통상 회의

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최 2달 전에는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2 All representatives shall be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until the

Rule 12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Secretary-General has reported on credentials and the Committee has given its

규칙 12

agenda.

decision.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모든 대표단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
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Rule 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4,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규칙 13

Committee,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ttee.

6. 정보공개 (Publicity)
Rule 10
규칙 10

규칙 14에 따라,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
는 한, 차기 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1 The Committee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위원회는 회의의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aforesaid,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media
access to meetings of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pproved by the
Council, media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Meetings of working and draft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private.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의 언론 접근에 관해 이사회
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언론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과 초안 작업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야 한다.

Rule 14
규칙 14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1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2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mmittee at a
previous session;
.3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ny amendment
proposed by a Party to that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5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proposed by any other subsidiary body of the Organization,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6 any item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7. 의제 (Agenda)

138

Rule 11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pared by the

규칙 11

Secretary-General and approved by the Chair; and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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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이 제안한 모든 사항
.4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
른 국제협약과 조약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

8. 의장 및 부의장 (Chair and Vice-Chair)
Ru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Chair and a Vice-Chair

규칙 18

who shall each hold office for a term of one calendar year. They shall both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up to four further consecutive terms of office. In

.5 필요시 사전협의에 따라, 기구의 다른 전문위원회, 국제기구, 전문기구 또는 국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y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consecutive

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든 사항

term of office.

.6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항

위원회는 회원국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

Rule 15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규칙 15

implications of any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은 4회 연속 연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2 The Chair, or the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has been available to the Committee for at least 24

의장 또는 의장 대리로서의 부의장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hours.
3 The Chair and Vice-Chair shall be elected at the end of the last regular session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실질적인 의제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과 관

in each calendar year and shall assume their func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

following calendar year.

고한 시점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Rule 16

In circumstances of urgency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규칙 16

may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의장과 부의장은 그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출되어 그 다음 해부터 임무를 수행
한다.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in a

Rule 19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the Vice-Chair shall preside.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ogether

규칙 19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with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and other

shall act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Participants immediately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provisional agenda.

어떤 이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예외적인 상황으로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할 의제가 생기는 경우, 의장

의장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은 보충 잠정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무총장은 해
당 사안을 보충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Rule 17

Unless it determines otherwise, the Committee shall not proceed to the discussion

규칙 17

of any item on the agenda until at least 24 hours have elapsed after the relevant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이 의제문서를 열람한 지 최소

9. 사무국 (Secretariat)
Rule 20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Committee. This function

규칙 20

may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사무총장은 위원회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무국 직원에게 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임할 수 있다.

Ru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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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1

purpose,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11. 투표 (Voting)
Rule 26

1 When considering matters not connected with functions performed by the

규칙 26

Committee in respect of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may participate, but on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entitled to vote.

Rule 2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규칙 22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협약 또는 타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

other documents of the Committee.

해 이 논의될 때, 모든 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오직 기구의 회원국에만 주어진다.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 및 회원국에 회람하
는 것은 사무국 역할이다.

2 Each Member entitled to vote shall have one vote.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 When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for in a treaty or other

10. 언어 (Languages)

international agreement,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shall be entitled to

Rule 23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ittee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ut voting on amendments to the treaty or other

규칙 23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or
agreement.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위원회가 협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때, 모든 회원국과 기타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다.

참가국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약 또는 협정의 개정

Rule 24

Speeches at the Committee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shall

규칙 24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5개의 공식 언어
로 번역된다.

Rule 25
규칙 25

에 관한 투표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Rule 2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규칙 27

confers upon the Organization functions to be undertaken by the Committee,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nd reports,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1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 shall be issued in
the working language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관할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 과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의 형태로 위원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회의 결정 사항이 만들어진다.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8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phras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

규칙 28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means such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되고, 이는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ntitled to vote,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Those abstaining from
voting or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The 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at the meeting, whether they cas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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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whether they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voting.
이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의 출석, 투표(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는 이들이 찬성 혹은

12. 선거 (Elections)
Rule 31

Offic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unless the Committee

규칙 31

decides otherwise.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임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은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Rule 32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반대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규칙 32

by the Committee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scrutinize the

참석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비밀투표에서 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참가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

2 The provisions in Rule 28.1 above shall apply only if the quorum laid down in Rule

사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위원회

34 is obtained at the meeting at which the vote is taken.

에 보고되어야 한다.

상기 규칙 28(1)은 규칙 34에 규정된 정족수(Quorum)가 충족되어 이루어지는 회의
에 한하여 적용된다.
3 Participants in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voting

Rule 33

If one person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the first

규칙 33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ensuing session, when, if another tie

투표가 있는 회의에 불출석한 참석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results, the Chair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lots.

Rule 29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or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규칙 29

other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may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s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뉜다면, 선거는 다음 회의(동

Member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The vote of each Member or

회기 내)로 연기되며, 만약 다음 투표(3차)에서도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other Participant in any roll-call shall be inserted in the report of the session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concerned.
위원회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으로부터 시
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호명투표(roll-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의 투표는 해당 회의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Rule 30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this

규칙 30

vote is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13.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34

1 The Chair may declare a meeting open and permit the debate to proceed when

규칙 34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are present. The presence
of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or other Participants, as
appropriate, shall be required for any decision to be taken.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 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기구의 회원국 25% 이상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장은 개회 및 논의 시작을 선언할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내리기 위해 기구 회원국 또는 적절한 기타 참석국의 25%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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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규칙 38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contain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quorum, such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appeal

provis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such functions.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위원회 기능 수행은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 따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라 적용된다.

Rule 35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규칙 35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direct the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사 진
행상의 문제(POO,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본
위원회 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장에 결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speak; put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의 결

본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위원회 회의의

정은 유효하다.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며 발언권을
2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부여하고 논의 사안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Rule 36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36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Committee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meeting.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규칙 39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1 to suspend a meeting;
.2 to adjourn a meeting;
.3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4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규칙 38에 따라, 다음 발의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

시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용

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Rule 37

The Committee may, on proposal of the Chair,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규칙 37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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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38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할 수 있다.

Rule 38

Rule 39

1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ri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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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상기 규칙 39(1)에 해당하는 발언권은 이를 제안한 발의자에게만 부여되며, 추가로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제안에 찬성한 1명과 반대하는 2명의 발언 후, 즉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Rule 40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Committee, unless it

Rule 44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Committee shall first vote

규칙 40

decides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규칙 44

on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submitted.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위원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Rule 41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

규칙 41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or other Participant

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총회 의장은 동 규칙

requests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raises no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Rule 45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then to the mover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규칙 45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which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Member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 또는 기타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참석국이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이나 기

리하여 의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

타 참석국이 다시 발의 가능하다.

안의 분리의결을 발의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
어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46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46

same session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42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규칙 42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

간주한다.

가 재논의에 찬성하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
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Rule 43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3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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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가 초청 (Invitation of experts)
Rule 47

The Committee may invite any person whose expertise it may consider useful for

규칙 47

its work to participate in a meeting. A person invited under this Ru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위원회는 업무에 유용하다 간주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초청된 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15. 의사규칙 개정 (Amendments to Rules of Procedure)
Rule 48

These Rules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규칙 48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위원회 회원국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6. 의사규칙 유예 (Suspension of Rules of Procedure)
Rule 49

A Rule may be susp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of the

규칙 49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24 hours’ notice of the proposal for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과
반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을 유예할 수 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17.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IMO Convention)
Rule 50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 provision of

규칙 50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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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회기 (Sessions)

기술협력위원회 의사규칙

Rule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regular session and more

규칙 3

frequently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The Committee may meet in an
extraordinary session upon a request made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by
at least twenty of its respective Members. Ses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Committee approv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1. 회원자격 (Membership)

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따

Rule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term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라 그 이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최소 2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규칙 1

Organization and other Participant means a State not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요청한 경우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의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but Party to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따라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therein. Membership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Rule 4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Members

본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기타 참가국(Other

규칙 4

and other Participants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of
the Committee, and shall also notify the Chairs of other interested IMO bodies who

participants)’은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약이

shall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sessions as observers.

나 타 국제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모든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은 위원회의 회원으로

사무총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2달 전 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회원국과 기타 참가

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국에 통보해야 하며,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IMO 회의
체 의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Rule 2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규칙 2

Such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se Rules, except for Rules 3, 9, 14, 15 and

4. 참관인 (Observers)

16.

Rule 5

1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may invite States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하위기구(Subsidiary bodies)를 둘 수 있다. 그러한 하위기구

규칙 5

having mad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는 이 장의 규칙 3, 9, 14, 15 그리고 16을 제외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Periodically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eed for the continued existence

acce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specialized agency and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of any subsidiary body.

States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모든 하위기구의 존립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 IMO 협약에 서명했
지만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
합(African Union) 또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으로부터 인정받은
해방운동단체에 참관인(observer)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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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s observer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subject to any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of the Committee: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1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문기구의 대표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위원

Programme; and

회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2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2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s a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may decide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 하기 기관의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

to make available.

해야 한다:

참관인은 위원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비 기밀

.1 유엔; 유엔 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문서 및 그러한 성격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국제원자력기구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1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which an agreement or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and

5. 대표단 및 신임장 (Delegations and credentials)
Rule 7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규칙 7

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각 회원국이나 기타 참가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그리

.2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which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overning consultations with such organizations.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서 하기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agenda)에

고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Rule 8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as

규칙 8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a session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to that session.

대하여 기관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해야 한다:

각 회원국 또는 기타 참가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 시작일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 협정 또는 특별 약정이 체결된 정부간기구(IGO)
.2 IMO가 NGO 기구와의 협약 적용 규칙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
부 국제기구

Rule 9

1 Each Member or Governmen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 session of the Committee

규칙 9

convened to consider and adopt amendments to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4 Upon invitation by the Chair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concerned,

other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such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on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provided therein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them.

representatives and alternates, if an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Head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 및 관련 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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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에게 해당 회기의 대표단 구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Rule 6

1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규칙 6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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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정

규칙 11

Secretary-General and approved by the Chair; and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부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the basic supporting documents to th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two

관련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a session.

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이

위원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하며, 통상 회의

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최 2달 전에는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2 All representatives shall be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until the

Rule 12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Secretary-General has reported on credentials and the Committee has given its

규칙 12

agenda.

decision.
모든 대표단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
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Rule 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4,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규칙 13

Committee,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ttee.

6. 정보공개 (Publicity)
Rule 10
규칙 10

규칙 14에 따라,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
는 한, 차기 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1 The Committee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위원회는 회의의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aforesaid,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media
access to meetings of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pproved by the
Council, media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Meetings of working and draft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private.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의 언론 접근에 관해 이사회
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언론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과 초안 작업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야 한다.

Rule 14
규칙 14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1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2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mmittee at a
previous session;
.3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ny amendment
proposed by a Party to that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5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proposed by any other subsidiary body of the Organization,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6 any item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7. 의제 (Agenda)
Rule 1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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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회기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사항
.3 회원국이 제안한 모든 사항
.4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

8. 의장 및 부의장 (Chair and Vice-Chair)
Ru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Chair and a Vice-Chair

규칙 18

who shall each hold office for a term of one calendar year. They shall both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up to four further consecutive terms of office. In

른 국제협약과 조약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y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consecutive

.5 필요시 사전협의에 따라, 기구의 다른 전문위원회, 국제기구, 전문기구 또는 국

term of office.

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든 사항

위원회는 회원국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

.6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항

Rule 15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규칙 15

implications of any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은 4회 연속 연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2 The Chair, or the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의장 또는 의장 대리로서의 부의장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has been available to the Committee for at least 24

3 The Chair and Vice-Chair shall be elected at the end of the last regular session

hours.

in each calendar year and shall assume their func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실질적인 의제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과 관

following calendar year.

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

의장과 부의장은 그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출되어 그 다음 해부터 임무를 수행

고한 시점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Rule 16

In circumstances of urgency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규칙 16

may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in a

한다.

Rule 19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the Vice-Chair shall preside.

규칙 19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shall act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ogether
with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and other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Participants immediately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어떤 이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provisional agenda.

의장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할 의제가 생기는 경우, 의장
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은 보충 잠정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무총장은 해
당 사안을 보충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9. 사무국 (Secretariat)

Rule 17

Unless it determines otherwise, the Committee shall not proceed to the discussion

Rule 20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Committee. This function may

규칙 17

of any item on the agenda until at least 24 hours have elapsed after the relevant

규칙 20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사무총장은 위원회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무국 직원에게 위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이 의제문서를 열람한 지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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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1

purpose,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11. 투표 (Voting)
Rule 26

1 When considering matters not connected with functions performed by the

규칙 26

Committee in respect of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may participate, but only Members of the

Rule 2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Members

Organization shall be entitled to vote.

규칙 22

and other Participants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협약 또는 타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

documents of the Committee.

해 이 논의될 때, 모든 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 및 회원국에 회람하

오직 기구의 회원국에만 주어진다.

는 것은 사무국 역할이다.

2 Each Member entitled to vote shall have one vote.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 When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for in a treaty or other

10. 언어 (Languages)

international agreement,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shall be entitled to

Rule 23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ittee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ut voting on amendments to the treaty or other

규칙 23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or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agreement.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다.

위원회가 협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때, 모든 회원국과 기타

Rule 24

Speeches at the Committee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shall

규칙 24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5
규칙 25

참가국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약 또는 협정의 개정
에 관한 투표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5개의 공식 언어

Rule 2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로 번역된다.

규칙 27

confers upon the Organization functions to be undertaken by the Committee,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nd reports, resolutions and

1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 shall be issued in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the working language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관할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 과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의 형태로 위원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
되고, 이는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회의 결정 사항이 만들어진다.

Rule 28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phras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규칙 28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means such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vote,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Those abstaining
from voting or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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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at the meeting, whether they cast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whether they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voting.
이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의 출석, 투표(Members

12. 선거 (Elections)
Rule 31

Offic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unless the Committee

규칙 31

decides otherwise.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임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는 이들이 찬성 혹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Rule 32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은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규칙 32

by the Committee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scrutinize the

반대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참석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비밀투표에서 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참가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
사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위원회

2 The provisions in Rule 28.1 above shall apply only if the quorum laid down in

에 보고되어야 한다.

Rule 34 is obtained at the meeting at which the vote is taken.
상기 규칙 28(1)은 규칙 34에 규정된 정족수(Quorum)가 충족되어 이루어지는 회의

Rule 33

If one person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the first

에 한하여 적용된다.

규칙 33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3 Participants in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ensuing session, when, if another tie

voting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results, the Chair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lots.

투표가 있는 회의에 불출석한 참석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Rule 29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or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뉜다면, 선거는 다음 회의(동

규칙 29

other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may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회기 내)로 연기되며, 만약 다음 투표(3차)에서도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the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s in English, beginning with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the Member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The vote of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in any roll-call shall be inserted in the report of the session
concerned.
위원회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13.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으로부터 시

Rule 34

1 The Chair may declare a meeting open and permit the debate to proceed when

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호명투표(roll-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및 기타

규칙 34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are present. The presence

참석국의 투표는 해당 회의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of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or other Participants, as
appropriate, shall be required for any decision to be taken.

Rule 30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규칙 30

this vote is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기구의 회원국 25% 이상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장은 개회 및 논의 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내리기 위해 기구 회원국 또는 적절한 기타 참석국의 25%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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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규칙 38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contain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quorum, such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appeal

provis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such functions.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위원회 기능 수행은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 따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라 적용된다.

Rule 35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규칙 35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direct the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사 진
행상의 문제(POO,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본
위원회 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장에 결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speak; put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의 결

본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위원회 회의의

정은 유효하다.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며 발언권을
2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부여하고 논의 사안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Rule 36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36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Committee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meeting.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규칙 39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1 to suspend a meeting;
.2 to adjourn a meeting;
.3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4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규칙 38에 따라, 다음 발의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

시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용

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Rule 37

The Committee may, on proposal of the Chair,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규칙 37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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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38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할 수 있다.

Rule 38

Rule 39

1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ri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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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상기 규칙 39(1)에 해당하는 발언권은 이를 제안한 발의자에게만 부여되며, 추가로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제안에 찬성한 1명과 반대하는 2명의 발언 후, 즉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Rule 40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Committee, unless it

Rule 44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Committee shall first vote

규칙 40

decides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규칙 44

on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submitted.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위원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Rule 41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

규칙 41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or other Participant

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총회 의장은 동 규칙

requests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raises no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Rule 45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then to the mover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규칙 45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which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Member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 또는 기타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참석국이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이나 기

리하여 의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

타 참석국이 다시 발의 가능하다.

안의 분리의결을 발의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
어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46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46

same session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42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규칙 42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

간주한다.

가 재논의에 찬성하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
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Rule 43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3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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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가 초청 (Invitation of experts)
Rule 47

The Committee may invite any person whose expertise it may consider useful for

규칙 47

its work to participate in a meeting. A person invited under this Ru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위원회는 업무에 유용하다 간주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초청된 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15. 의사규칙 개정 (Amendments to Rules of Procedure)
Rule 48

These Rules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규칙 48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위원회 회원국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6. 의사규칙 유예 (Suspension of Rules of Procedure)
Rule 49

A Rule may be susp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of the

규칙 49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24 hours’ notice of the proposal for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과
반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을 유예할 수 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17.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IMO Convention)
Rule 50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 provision of

규칙 50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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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 회기 (Sessions)

간소화위원회 의사규칙

Rule 3

The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regular session and more frequently

규칙 3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The Committee may meet in an extraordinary
session upon a request made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by at least twenty
of its respective Members. Ses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the Committee approv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1. 회원자격 (Membership)

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따

Rule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term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라 그 이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최소 2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규칙 1

Organization and other Participant means a State not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요청한 경우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의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but Party to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따라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therein. Membership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Rule 4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Members

본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기타 참가국(Other

규칙 4

and other Participants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holding of a session of
the Committee, and shall also notify the Chairs of other interested IMO bodies who

participants)’은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약이

shall have the option of attending sessions as observers.

나 타 국제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모든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은 위원회의 회원으로

사무총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2달 전 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회원국과 기타 참가

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국에 통보해야 하며,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IMO 회의
체 의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Rule 2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규칙 2

Such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se Rules, except for Rules 3, 9, 14, 15 and

4. 참관인 (Observers)

16.

Rule 5

1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may invite States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하위기구(Subsidiary bodies)를 둘 수 있다. 그러한 하위기구

규칙 5

having made applications for membership,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는 이 장의 규칙 3, 9, 14, 15 그리고 16을 제외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Periodically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eed for the continued existence

acce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specialized agency and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African Union or the League of Arab

of any subsidiary body.

States to send observers to sess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모든 하위기구의 존립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 IMO 협약에 서명했
지만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 유엔 또는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
합(African Union) 또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으로부터 인정받은
해방운동단체에 참관인(observer)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74

IMO 협약 및 의사규칙

간소화위원회 의사규칙

175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as observer at each session

the Committee, subject to any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of the Committee:

safeguarding of confidential material.

.1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문기구의 대표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위원

Programme; and

회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2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2 Observers shall have access to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to such oth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s a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may decide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 하기 기관의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

to make available.

해야 한다:

참관인은 위원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비 기밀

.1 유엔; 유엔 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문서 및 그러한 성격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국제원자력기구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vite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at which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them are on the
agenda:
.1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which an agreement or
special arrangement has been made; and

5. 대표단 및 신임장 (Delegations and credentials)
Rule 7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규칙 7

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각 회원국이나 기타 참가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그리

.2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which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overning consultations with such organizations.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회기에서 하기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agenda)에

고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Rule 8

Each Member or other Participan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as

규칙 8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a session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to that session.

대하여 기관 대표들을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해야 한다:

각 회원국 또는 기타 참가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 시작일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 협정 또는 특별 약정이 체결된 정부간기구(IGO)
.2 IMO가 NGO 기구와의 협약 적용 규칙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수립한 비정
부 국제기구

Rule 9

1 Each Member or Governmen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 session of the Committee

규칙 9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representatives and

4 Upon invitation by the Chair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concerned,

alternates, if any. The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Head of State, Head of

such observer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on matters of direct concern to

Governmen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concerned or by an

them.

appropriate authority properly designated by one of them for this purpose. The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 및 관련 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176

사무총장에게 해당 회기의 대표단 구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ecretary-General shall examine the credentials of each representative and
alternate and report to the Committee thereon without delay.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 또는 정부는 회원국 대표와 교체대표의

Rule 6

1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Head of State), 정

규칙 6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receive copies of all documents issued to

부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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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기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a session.

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이

위원회 각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하며, 통상 회의

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최 2달 전에는 회원국과 기타 참가국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2 All representatives shall be seated provisionally with the same rights unt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ported on credentials and the Committee has given its
decision.

Rule 12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규칙 12

agenda.
각 회기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모든 대표단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
른 대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Rule 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4, any item of the agenda of a session of the

규칙 13

Committee,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completed at that se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se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ttee.

6. 정보공개 (Publicity)
Rule 10
규칙 10

규칙 14에 따라,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
는 한, 차기 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한다.

1 The Committee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위원회는 회의의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the aforesaid,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media
access to meetings of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pproved by the
Council, media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Meetings of working and drafting group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private.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의 언론 접근에 관해 이사회
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언론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과 초안 작업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야 한다.

Rule 14
규칙 14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1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2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Committee at a
previous session;
.3 any item proposed by a Member;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ny amendment
proposed by a Party to that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5 subject to such preliminary consultations as may be necessary, any item
proposed by any other subsidiary body of the Organization,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6 any item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7. 의제 (Agenda)
Rule 11

The provisional agenda for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pared by the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요청한 모든 사항

규칙 11

Secretary-General and approved by the Chair; and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2 이전 회기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사항

with the basic supporting documents to th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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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
른 국제협약과 조약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
.5 필요시 사전협의에 따라, 기구의 다른 전문위원회, 국제기구, 전문기구 또는 국
제원자력기구가 제안한 모든 사항

8. 의장 및 부의장 (Chair and Vice-Chair)
Ru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among its Members a Chair and a Vice-Chair

규칙 18

who shall each hold office for a term of one calendar year. They shall both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up to four further consecutive terms of offi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y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consecutive

.6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항

Rule 15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규칙 15

implications of any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term of office.
위원회는 회원국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
은 4회 연속 연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has been available to the Committee for at least 24

2 The Chair, or the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hours.

의장 또는 의장 대리로서의 부의장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실질적인 의제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과 관

3 The Chair and Vice-Chair shall be elected at the end of the last regular session

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

in each calendar year and shall assume their func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고한 시점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를 검토할 수 없다.

following calendar year.

Rule 16

In circumstances of urgency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규칙 16

may include any question suitable for the agenda which may arise between the

의장과 부의장은 그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출되어 그 다음 해부터 임무를 수행
한다.

di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the session in a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which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ogether
with the provisional agenda.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vise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immediately of the intention to include an item in a supplementary

Rule 19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 session, or any part thereof, the Vice-Chair shall preside.

규칙 19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shall act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provisional agenda.

의장이 회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잠정 의제 확정일과 개회일 사이에 추가할 의제가 생기는 경우, 의장

어떤 이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은 보충 잠정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무총장은 해

의장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당 사안을 보충 잠정 의제에 포함하고자 함을 즉시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Rule 17

Unless it determines otherwise, the Committee shall not proceed to the discussion

규칙 17

of any item on the agenda until at least 24 hours have elapsed after the relevant

9. 사무국 (Secretariat)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이 의제문서를 열람한 지 최소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Rule 20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Committee. This function may

규칙 20

be delegated to a member of the Secretariat.
사무총장은 위원회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무국 직원에게 위
임할 수 있다.

Ru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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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1

purpose,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국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
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11. 투표 (Voting)
Rule 26

1 When considering matters not connected with functions performed by the

규칙 26

Committee in respect of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may participate, but on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ule 2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iat to receive, translate and circulate to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vote.

규칙 22

and other Participants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협약 또는 타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

documents of the Committee.

해 이 논의될 때, 모든 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기타 문서를 접수, 번역 및 회원국에 회람하

오직 기구의 회원국에만 주어진다.

는 것은 사무국 역할이다.

2 Each Member entitled to vote shall have one vote.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 When the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as provided for in a treaty or other

10. 언어 (Languages)

international agreement, all Members and other Participants shall be entitled to

Rule 23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ittee ar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ut voting on amendments to the treaty or other

규칙 23

Russian and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treaty or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agreement.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다.

위원회가 협약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때, 모든 회원국과 기타

Rule 24

Speeches at the Committee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shall

규칙 24

be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참가국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약 또는 협정의 개정
에 관한 투표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5개의 공식 언어

Rule 2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로 번역된다.

규칙 27

confers upon the Organization functions to be undertaken by the Committee,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nd reports, resolutions and

Rule 25
규칙 25

1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 shall be issued in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the working language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위원회의 의제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관할하는 조약 또는 기타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 과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의 형태로 위원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회의 결정 사항이 만들어진다.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8

1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the phras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

규칙 28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 means such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되고, 이는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ntitled to vote,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Those abstaining from
voting or casting an invalid vote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The phrase
Members present means Members at the meeting, whether they cas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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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or negative vote, whether they abstain, whether they cast an invalid
vote or whether they take no part in the voting.
이 규칙의 목적상 ‘회원국 또는 투표 권한을 가진 기타 참가국의 출석, 투표(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entitled to vote, present and voting)’는 이들이 찬성 혹은

12. 선거 (Elections)
Rule 31

Offic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unless the Committee

규칙 31

decides otherwise.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임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반대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국 출석(Members present)’은 회의에서 회원국이 찬성 또는

Rule 32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반대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규칙 32

by the Committee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nd shall proceed to scrutinize the

참석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votes cas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비밀투표에서 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참가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

2 The provisions in Rule 28.1 above shall apply only if the quorum laid down in Rule

사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투표권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무효투표도 위원회

34 is obtained at the meeting at which the vote is taken.

에 보고되어야 한다.

상기 규칙 28(1)은 규칙 34에 규정된 정족수(Quorum)가 충족되어 이루어지는 회의
에 한하여 적용된다.
3 Participants in the session who are not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voting

Rule 33

If one person only is to be elected and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n the first

규칙 33

ballot, a second ballot shall be taken confined normally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If in the second ballot the votes are equally

takes pla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present.

divided, the election shall be deferred until the ensuing session, when, if another tie

투표가 있는 회의에 불출석한 참석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results, the Chair shall decide between the candidates by drawing lots.

Rule 29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Member or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회원국만이 선출되고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를 얻

규칙 29

other Participant entitled to vote may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2차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s of the Members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표가 균등하게 나뉜다면, 선거는 다음 회의(동

Member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The vote of each Member or

회기 내)로 연기되며, 만약 다음 투표(3차)에서도 동점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은 추첨을

other Participant in any roll-call shall be inserted in the report of the session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concerned.
위원회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호명투표(roll cal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국으로부터 시
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호명투표(roll-call)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및 기타
참석국의 투표는 해당 회의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Rule 30

If a vote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next meeting. If this

규칙 30

vote is equally divided, th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13.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34

1 The Chair may declare a meeting open and permit the debate to proceed when

규칙 34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are present. The presence
of at least 25% of the Membership of the Organization, or other Participants, as
appropriate, shall be required for any decision to be taken.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동 회기 내)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기구의 회원국 25% 이상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장은 개회 및 논의 시작을 선언할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내리기 위해 기구 회원국 또는 적절한 기타 참석국의 25%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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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규칙 38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Committee performs functions contain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quorum, such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appeal

provis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such functions.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위원회 기능 수행은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 따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라 적용된다.

Rule 35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규칙 35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direct the

특정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사 진
행상의 문제(POO, Point of order)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본
위원회 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의장에 결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speak; put

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의 결

본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의장은 위원회 회의의

정은 유효하다.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하며 발언권을
2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rising to a point of order may not speak on the

부여하고 논의 사안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Rule 36

Proposals and amendments shall normally be introduced in writing and handed to

규칙 36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circulate copies to delegations. As a general rule,

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at any meeting of the Committee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circulated to delegations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meeting.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제안 및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

규칙 39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1 to suspend a meeting;
.2 to adjourn a meeting;
.3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대표들에게 회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모든 회기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4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사전에) 회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규칙 38에 따라, 다음 발의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

시작 날 회람된 경우에도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용

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Rule 37

The Committee may, on proposal of the Chair,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규칙 37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86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38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본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 전날까지 해당 사본이 각국

할 수 있다.

Rule 38

Rule 39

1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Member or other Participant may ri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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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중단;
.2 회의 휴회;
.3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중단; 및
.4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의 종결
2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falling within Rule 39.1 above shall be granted
only to the proposer and in addition to one speaker in favour of and two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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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상기 규칙 39(1)에 해당하는 발언권은 이를 제안한 발의자에게만 부여되며, 추가로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제안에 찬성한 1명과 반대하는 2명의 발언 후, 즉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Rule 40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the Committee, unless it

Rule 44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the Committee shall first vote

규칙 40

decides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규칙 44

on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submitted.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위원회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장

Rule 41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

규칙 41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Member or other Participant

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총회 의장은 동 규칙

requests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raises no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Rule 45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then to the mover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규칙 45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which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Member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회원국 또는 기타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참석국이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회원국이나 기

리하여 의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

타 참석국이 다시 발의 가능하다.

안의 분리의결을 발의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
어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46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46

same session of the Committee unless the Committe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Rule 42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or other Participant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규칙 42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또는 기타 참석국의 과반수

간주한다.

가 재논의에 찬성하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
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Rule 43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3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회부한다.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188

IMO 협약 및 의사규칙

간소화위원회 의사규칙

189

14. 전문가 초청 (Invitation of experts)
Rule 47

The Committee may invite any person whose expertise it may consider useful for

규칙 47

its work to participate in a meeting. A person invited under this Rul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위원회는 업무에 유용하다 간주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초청된 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15. 의사규칙 개정 (Amendments to Rules of Procedure)
Rule 48

These Rules may be am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규칙 48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위원회 회원국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6. 의사규칙 유예 (Suspension of Rules of Procedure)
Rule 49

A Rule may be suspended by a decision of the Committee taken by a majority of the

규칙 49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24 hours’ notice of the proposal for
suspension has been given. This notice may be waived if no Member objects.
규칙 유예를 위한 제안이 24시간 전에 통지가 완료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과
반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규칙을 유예할 수 있다.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러한 통지는 면제될 수 있다.

17. 협약의 최우선 권한 (Overriding authority of the IMO Convention)
Rule 50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 provision of

규칙 50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prevail.
의사규칙의 규정과 IMO 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IMO 협약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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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코로나19 기간 IMO 위원회
원격회의 임시지침

5

It is also noted that, in order to ensure full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by all
delegations, the normal established practices for the conduct of committee meetings
should be maintained as far as possible.
또한, 모든 대표단의 완전한 참여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수행을 위해 수립된
통상적 회의 관행을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

1. 소개 (Introduction)
1

The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crisis has affecte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has resulted in the temporary closure of the IMO Headquarters building, thus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physical meetings being held. Associated travel restrictions
and lockdown conditions have limited movement and travel of staff and delegates,

2. 목적 (Purpose)
6

and transparent methodology aimed at standardizing the conduct of remote sessions in

requiring important adjustments to the methods of work of IMO.

view of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가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IMO 본부건물이 일시적으로 폐

이 지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차용하여 원

쇄되면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졌다. 여행제한과 국경폐쇄 조치로 인해 IMO 직원 및 각국 대표

격회의 이행방안을 표준화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은 이동과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IMO 작업지침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Being aware of the challenges ahead with remote sessions, a cautious approach has been

The purpose of this Guidance is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Committees using a structured

7

This Guidance is for temporary u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the IMO Convention or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aken in developing this Guidance. The Guidance is based on the experience gained by the

Committees or to set a precedent for the methods of work of the Organization.

Council in the conduct of remote sessions in these extraordinary times. The experiences of

이 지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적용하며, IMO 협약 또는 위원회 의사규칙에 대한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United Nations agencies have also been noted in this regard.

해석이나 기구의 작업절차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원격회의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신중한 접근법에 따라 개발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특
수상황에서 원격회의로 개최된 특별이사회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UN, 다른 UN 기구의 경험
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3. 원격회의 개최요청 (Invitation to a remote session)
3

This Guidance should be kept under review, as necessary, to incorporate experience gained
in the conduct of remote sess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8

(regular or extraordinary) remain applicable for the invitation to a remote session. A remote

이 지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으로 개최될 회의에서 얻는 경험을 반영하여 적절히

session is one that contains both meetings by correspondence and virtual meetings during

재검토되어야 한다.

4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ttees on the requirements for convening a session

the session.

It is noted that the existing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ttees and the organization and

정기 또는 특별회의 개최요청에 대한 위원회 의사규칙은 원격회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

method of work of the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as appropriate, continue to

격회의는 서면과 화상회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be applicable and should only be waived when necessary.
기존 위원회 의사규칙,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작업지침은 지속해서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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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s proposed to be conducted remotely necessitating the waiver of rule 3 of the rules
of procedures of the Committees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 for the session to be held

13 Virtual meetings should be of maximum 3 hours' duration with a 15-minute break.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otation of the commencement timing of virtual meetings

at IMO Headquarters. The circular letter should provide the opportunity for Member States

within a remote session.

to comment on the waiver indicating their objection, if any, before adopting the agenda at

화상회의는 15분 휴식을 포함하여 3시간 이내로 개최되어야 한다. 원격회의 기간 동안 화상회

the start of the session.
원격회의의 소집을 요청하는 회람문서는 위원회 의사규칙 3조(회의는 IMO 본부에서 개최되어
야 함)의 적용을 면제받아 원격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 회람문서는 회의를 개
최하고 의제를 채택하기 전에 위원회 의사규칙 적용면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회원국에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The circular letter should also indicate the date of the session and the chair's proposal of
the modalities and timelines for the conduct of the remote session, including the
provisional agenda.

의 시작 시각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With the aim of ensuring equal and full participation for virtual meetings scheduled in a
remote session, the Secretariat should provide a manual on how to use the e-conferencing
platform and connectivity testing, as well as make arrangements for alternative means of
communication with the Secretariat in case of technical problems.
동등하고 완전한 화상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국은 원격회의 회기 중 예정된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 방법과 인터넷 연결테스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결함
발생 시 사무국과 연락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회람문서는 원격회의의 날짜와 잠정 의제를 포함한 원격회의 일정 및 진행방식에 대한 의장의
제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11

Before holding a remote session, the chair,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iat, should
publish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s to any postponed
sessions of the Committees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a predetermined
format for holding remote sessions, delegates would be given foresight of the relevant
milestones for the session and would also support the chair and the Secretariat in
organizing the logistical arrangements.
원격회의를 개최하기 전 의장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위원회의 추가문
서 제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격회의와 관련한 진행방식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대표
단은 원격회의의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의장과 사무국의 회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회의 운영 (Conduct of business)
15 Credentials
For credentials, the existing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ttees should apply to remote
sessions. Provisional acceptance of electronic copies of credentials should be permitted.
신임장
신임장에 관한 기존 위원회 의사규칙은 원격회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임장 전자사본 제
출도 임시로 허용된다.

16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of delegates for remote sessions should be the same as for physical
sessions, that is through the Online Meeting Registration System (OMRS). When a remote
session includes virtual meetings, OMRS should be used to draw up the distribution list for

4. 원격회의를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
(E-conferencing platform for the virtual meetings of a remote session)
12

Virtual meetings should cater for data security, confidentiality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requirements.
화상회의는 데이터 보안, 기밀성, 동시통역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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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nk to participate in virtual meetings in a remote session and specific instruction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links should be provided to all registered attendees. The
distribution list should also be circulated to all participants as an information document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Member States during a remote session.
등록
원격회의의 대표단 등록은 대면 회의와 같이 OMRS(Online Meeting Registration Syste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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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작성하는 데 OMRS를 활용하여야 한다. 초대 링크 배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모든 등

20 Should a need for voting arise, the Secretariat should be requested to submit options to
facilitate remote voting for consideration. Such voting should be made in writing.

록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배포용 리스트는 정보문서로 작성되어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됨으로

투표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은 원격방식의 투표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출토록

써 원격회의 기간 중 회원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요청받아야 하며, 투표는 서면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활용한다. 화상회의를 포함한 원격회의의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초대용 링크 배포 리스

17 Quorum
A meeting scheduled in a remote session would commence when the quorum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existing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ttees.
정족수
원격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회의는 기존 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정족수가 충족되었을 때 개시
된다.

18 Agenda
For remote sessions, consideration of the agenda should be taken as a matter of priority
during the meetings and urgent agenda items should be prioritized.
의제
원격회의 의제는 회의 기간 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급한 의제 안건이 우선시 되
어야 한다.

7. 원격회의 결과 보고 및 휴회 (Report and adjournment of the remote session)
21 After consideration of the draft report of the committee in a virtual meeting, the Secretariat
will prepare the final draft report for publication on IMODOCS. Delegations will have 5
working days from publication of the final draft report to comment by correspondence.
Comments should address whether the report accurately reflects the decisions taken
during the remote session and should not reopen discussion on decisions taken during the
remote session. The chair, supported by the Secretariat, will facilitate resolution of any
comments received, as necessar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5-day correspondence
period, the Secretariat,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will publish a document on IMODOCS
containing the comments received, together with an explanation of how they have been
addressed. After the above document has been published, the final report will be prepared
in due course for publication on IMODOCS.
화상회의에서 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후, 사무국은 IMODOCS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등재

6. 의사결정 절차 (Decision-making process)
19 In keeping with the IMO spiri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take decisions in a remote
session by consensus. The decisions taken by the committee during a remote session will
be included in the draft report fo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1 below. In some cases, on specific matters during a meeting, the chair of the
committee may prepare a draft summation and/or proposed solutions, as necessary, with
the aim of achieving consensus, to be circulated on IMODOCS for further review by the
committee during the remote session.

한다. 각 대표단은 최종보고서 초안이 등재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토의견은 원격회의 중 제시된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는가에 한하며, 원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논의 재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필요시 의장은 사무국
의 지원을 받아 접수된 검토의견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5일간 의견조회 후, 사무국은 의장과
협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설명이 포함된 문서를 IMODOCS에 등재해야 한다. 동 문서
등재 후, 적절한 때에 최종보고서를 IMODOCS에 등재한다.

22 The Secretariat will circulate the final report on IMODOCS. Should errors in the report be
detected by the Secretariat or by any delegation, those errors will be corrected through the

IMO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원격회의에서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normal processes used for physical meetings.

기울여야 한다. 원격회의 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기 규칙 21에 따른 검토를 위해 최종

사무국은 IMODOCS에 최종보고서를 게재하여 회람한다. 사무국 혹은 대표단이 보고서 내 오류

보고서 초안에 포함시킨다. 의장은 원격회의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한 합의를 위해 요약본 또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한다.

제안사항 초안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원격회의 기간에 추가로 검토될 수 있도록 IMODOCS
에 등재되어 회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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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상회의 중 발언 (Statements made during a virtual meeting)
23 Statements or interventions made in a virtual meeting are considered as official statements
and need not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Secretariat, unless a delegation specifically
requests their statement be included in the report.
화상회의에서 이뤄진 발언 또는 개입은 공식 발언으로 간주하며, 대표단이 구체적으로 발언 사
항을 보고서에 반영요청 하지 않는 한, 사무국에 발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9. 화상회의 기록 (Recording of virtual meetings)
24 The existing rules of procedures on publicity should apply to virtual meetings. All virtual
meetings should be recorded and made available on IMODOCS by the Secretariat, except
for those parts of a meeting that are held in private. This includes whether the meeting will
be recorded and how the recording may be used.
정보공개에 관한 기존 의사규칙이 원격회의의 화상회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공식
적으로 개최된 회의를 제외하고 모든 화상회의는 녹화되어 사무국에 의해 IMODOCS에 게시된
다. 여기에는 회의 녹화 여부 및 녹화본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칙도 포함한다.

25 The existing terms and conditions of media attendance at meetings of the IMO Assembly,
Council and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should apply to remote sessions.
기존 국제해사기구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기구 내 언론의 회의 참석에 관한 규칙은 원격
회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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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 any conventions in respect of which IMO performs depositary or other functions;

비정부 기구(NGO) 자문 지위 부여를 위한
규칙 및 지침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기구(IMO)가 소관하는 협약 또는 기구(IMO)의 기타 기능을 다루
고, 타 (국제)기구 또는 타 위원회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대승적 차원에서 기구(IMO)의 주요 목
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지 대한 여부
(c) whether the organization has demonstrated that it has considerable expertise as well as
the capacity to contribute, within its field of competence, to the work of IMO; and

1. Rule 1

비정부기구(NGO)가 자체 능력 범위 내에서 기구(IMO)의 활동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전
문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

Rule 1

Subject to approval by the Assembly, the Council may grant consultative status to

규칙 1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is able to make a

(d) whether there are any programmes or projects of the organization which can reasonably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be considered as demonstrating the relevance of the organization’s work and interests to

Council may also grant consultative status on a provisional basis to any

those of IMO.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our years.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기구(IMO)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
정부 기구(NGO)에 자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4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로 비정부 기구(NGO)에 자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와 이익이 기구(IMO)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기구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행 여부
The Council may decide whether or not to seek the advice of the relevant Committee(s); if the
latter’s advice is sought, the Committee(s) so requested make a further technical assessment,
based, in particular, on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applicant that are relevant to IMO, as well
as on the contribution in terms of skills and expertise it can make to the Organization. In due

적용 지침 (Guidelines on its application)
Consultative status should only be granted to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f it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work of IMO. In
determining whether an organization can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reference should be
made inter alia to:
자문 지위는 해당 비정부기구(NGO)가 기구(IMO)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여
되어야 한다. 이를 결정할 때는 아래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a) whether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urposes of IMO and
fully in harmony with the spirit and functions of IMO;
비정부기구(NGO)의 목적이 기구(IMO)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IMO의 정신과 기
능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

course, the Committee(s) report to the Council; the Council takes a final decision, which is then
submitted to the Assembly for approval.
Where an applicant organization meets most but not all the requirements in the guidelines, the
Council when considering the application may, if it considers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grant consultative status on a provisional basis, drawing attention to any requirements which
may not be fulfilled in the case of any particular organization.
이사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의 권고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문 지위 요청이 수락되면, 관련
위원회는 기구(IMO) 관련 활동이나 기술 측면의 기여도에 근거하여 추가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위
원회는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총회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 자문 지위 부여 여부
를 결정한다.
신청한 비정부기구(NGO)가 가이드라인 요구 사항 대부분을 충족하지만, 모두를 충족시키지는 못
하는 특정한 경우,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자문 지위를 부여하고 미충족 사항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b) whether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have a direct bearing on the main purposes of
IMO as a whole, or on the work of any of the organs or Committees or on the matters de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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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 지위의 목적 (Purposes of consultative status)

(b)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are fully in harmony with the spirit, functions and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ule 2

Decisions to grant consultative status to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규칙 2

organization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the purposes for entering into
consultative status shall be:
비정부기구(NGO)에 자문 지위를 부여하기 전, 이사회는 아래 사항이 만족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Maritime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의 목적과 기능은 기구(IMO)의 정신, 기능 및 원칙과 완전한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c)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es not have, or is not
eligible for,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rough another

(a) to enabl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obtain information or
expert advice from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special
knowledge in a particular sector of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활동 관련 특정 전문지식과 전문가 자문을 얻을 수 있어
야 한다.
(b) to enable such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ing

organization already in consultative status; and
타 국제기구에서 자문 지위를 기획득한 비정부기구(NGO)는 본 기구에 대한 자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d) the granting of consultative status does not lead to duplication or conflict.
자문 지위 부여는 중복되거나 이해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large groups whose activities have an important and direct bearing on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express their points of view to
the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는 기구의 활동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그룹
을 대표하는 그들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지침 (Guidelines on its application)
An organization should be deemed to have access to IMO:
비정부기구(NGO)는 다음 경우 기구(IMO)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a) if it is a member of, affiliated to, or otherwise associated with another organization which

3. 비정부 기구(NGO)의 목적과 활동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enjoys consultative status or has other form of association with IMO; and

Rule 3

Before granting consultative status to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이 있거나 다른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규칙 3

organization, the Council must be satisfied that:
비정부기구(NGO)에 자문 지위를 부여하기 전, 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 the activity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is
related directly to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

through another organization, unless an applicant organization demonstrat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ncil that the specific interests it represents cannot adequately be
represented by any organization already in consultative status.
자문 지위를 신청하는 비정부기구(NGO)가 이미 자문 지위를 획득한 비정부기구(NGO)의 특정

Organization;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 자문 지위를 신청한 비정부기구(NGO)가

목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IMO 협약 및 의사규칙

(b) if the interest or interests it purports to represent are adequately represented in IMO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목적 및 기능은 IMO 협약 제1조에 정의된 기구(IM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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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IMO) 자문 지위를 획득한 기관, 제휴 관계의 협회 및 조직의 회원인 경우, 또는 이와 관련

추구하는 이익, 이해관계 등이 타 국제기구 등을 통해 기구(IMO)에 적절히 반영된 경우
Consultative status should not be granted where each of two or more riv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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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rts to represent a particular interest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s.

international regarding its component branches or affiliated bodies in a sufficient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조직이 다른 특정 조직을 배제하는 등 특정 이익을 대표할 경우로 판단되는 경

number of countries, consultative status may be granted on a provisional basis. In
both cases, it must be authorized under its constitution to speak for its members

우, 자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through accredited representatives.
상설 본부,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두지 않고, 회원국에 소재한 지사 또는 지점이 없
는 등 실질적으로 국제성을 띠지 않는 비정부기구(NGO)의 경우, 자문 지위가 부여되지

4. 비정부 기구(NGO)의 일반 업무 (General undertaking by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Rule 4

Consultative status may not be granted to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규칙 4

organization, unless it undertakes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its principles and work,
bearing in mind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competence and activities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the other.

않는다. 더불어, 소재한 지사 또는 지점이 국제성을 띠지 않는 경우, 자문 지위가 임시로
만 부여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인된 대표자를 통해 기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적용 지침 (Guidelines on its application)
Consultative status should only be granted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truly
international and are active and effective in their field. An organization should be deemed to be

비정부 기구(NGO)가 기구(IMO)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자문기구로 활동하는 동시

truly international for this purpose only if it has members, component branches or affiliated

에 기구(IMO)의 목적과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IMO 원칙과 활동 전파를 증진하는 활

bodies in a sufficient number of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its field of activity. Admission to

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membership of that organization should not be geographically limited.
Consultative status should not be granted to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se composition or membership is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a decision of the IMO

적용 지침 (Guidelines on its application)

Assembly or Council.
자문 지위는 국제적이며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NGO)에

Applicant organizations must demonstrate their ability and intention to promote and

만 부여되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는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원

disseminate the principles and work of IMO.

(국), 지사(지점) 또는 제휴 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성을 띠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해

신청한 비정부 기구(NGO)는 기구(IMO)의 원칙과 업무를 홍보하고 전파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당 비정부 기구(NGO)의 지리적 요건에 따라 회원가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입증해야 한다.

또한, 비정부 기구(NGO)의 구성이나 자격이 기구(IMO)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자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5. 비정부 기구(NGO)의 구성과 구조 (Constitution and structure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6. 자문 지위 획득 시 부여되는 권한 (Privileges conferred by consultative status)

Rule 5

Consultative status may not be granted to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Rule 6

The granting of consultative status to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규칙 5

organization unless it has permanent headquarters, a governing body and an

규칙 6

shall confer the following privileges on that organization:

executive officer, and is truly international with members, or component branches
or affiliated bodies in a sufficient number of countries. Where it is not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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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ight to receive the provisional agenda for sessions of the Assembly, the

(d) the right to receive the texts of resolutions adopted by the Assembly and, at

Council,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General, of recommendations made by th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Council,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other orga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Organization;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other orga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Organization on matters of special interest to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and of the appropriate supporting

간소화위원회 및 기타 회의체의 잠정의제 및 회의 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documents.

(b) the right to submit documents on items of the agenda of the Assembly, the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

Council,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화위원회 및 기타 회의체 등의 결정 사항과 비정부 기구(NGO)의 이익과 관련된 사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other orga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hich are of interest to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The submission of such docum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governing bodies and the committees;
the guidelines on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work of the various
committee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the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for the biennium, as well as give due consideration to any
concerns raised by the Secretary-General;

7.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의 지위
(Status at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ule 7

Normally one observer from each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규칙 7

shall be admitted to any session or meeting. Such observer shall have no voting
rights but may, on the invitation of the Chair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body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concerned, speak on any item of the agenda of special interest to the non-

간소화위원회 및 기타 회의체에 문서를 제출할 권리; 문서제출 시 위원회와 운영위

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the observer is the representative.

원회의 절차와 규칙, 2년간(Biennium)의 우선순위작업계획(High Level Action

일반적으로 각 비정부 기구(NGO)에서 한 명의 참관인(Observer)이 모든 세션이나 회

Plan), 사무총장이 제안하는 사안이 모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의에 참석한다. 참관인(Observer)은 의결권은 없으나, 의장의 초청이나 관련 회의체가
승인할 시 비정부 기구의 이익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c)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an observer at plenary meetings of the Assembly
and, on the invitation of the Secretary-General, at those meetings during
sessions of the Council,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e Legal Committee,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other organs of the International

8. 국제해사기구(IMO)의 상호 권한 부여 (Granting of reciprocal privilege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Organization at which matters of special interest to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are to be considered; and

Rule 8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which consultative status is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

규칙 8

granted shall keep the Secretary-General currently informed of those aspects of its

화위원회 등 기타 회의체의 추천, 또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총회에 참관인
(Observer)으로 본회의에 참가할 권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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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IMO)가 자문 지위를 부여한 비정부 기구(NGO)는 사무총장에게 기구(IMO)의 이
익과 관련 있으며 비정부 기구(NGO)에게 부여된 특권에 부합하는 활동을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 지침 (Guidelines on its application)
The Council will review the list of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every two years, before reporting to the Assembly.
In the context of the periodic review under rule 10, consultative status may be withdrawn from
any organization which, during the biennium under review, had not made a substantial

적용 지침 (Guidelines on its application)
The applicant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by what means it would be possible
for IMO to participate in its activities, e.g. meetings, conferences, documents, publications, etc.
자문 지위를 신청한 비정부 기구(NGO)는 어떠한 방법(정기회의, 컨퍼런스, 문서, 출판 등)으로 기구
(IMO)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contribution to the work of IMO, or any of its organs or bodi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an organization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following factors:
이사회는 자문 지위를 획득한 비정부 기구(NGO) 목록을 매 2년마다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규칙 10(정기적 검토)에 따라, 2년 동안 기구(IMO) 또는 관련 기관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
한 비정부 기구(NGO)의 자문 지위는 철회(withdraw)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부 기구(NGO)
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아래 사항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a) attendance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at relevant meetings of

9. 신청서의 고려(Consideration of applications)

IMO organs or bodies or at conferences and meetings convened by or in association with
IMO;

Rule 9

The Council shall only consider applications for consultative status from non-

기구(IMO) 회의, 관련 회의, 또는 기구(IMO)와 관련하여 소집된 회의 및 콘퍼런스 대표로의 참

규칙 9

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ce a year and shall not consider

석 여부;

re-applications from such organizations until at least two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Council took a decision on the original application.
이사회는 1년에 한 번 비정부 기구(NGO)의 자문 지위 신청을 고려한다. 이사회는 최초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동일한 비정부 기구의 신청을 최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
시 고려하지 않는다.

(b) participation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in the work of meetings
and conferences which they may have attende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number
and type of submissions or other information provided in connection with such meetings
or conferences;
회의 또는 콘퍼런스와 관련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도(회의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출물(문
서)이나 정보의 제출 건수, 유형 고려);

10. 비정부 기구(NGO) 목록의 정기적 검토 (Periodic review of the list of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ule 10

The Council shall review from time to time the list of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규칙 10

organizations to which it has granted consultative statu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inuance of their status in any particular case is necessary and
desirable and shall report to the Assembly accordingly.
이사회는 자문 지위가 부여된 비정부 기구(NGO)의 자문 지위가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비정부 기구(NGO) 목록을 수시로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c) meetings or conferences convened by or under the auspic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to which IMO has found it necessary or useful to send representation; and
기구(IMO)가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의나 콘퍼런스 주관
또는 후원; 및
(d)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the work of IMO
기구(IMO) 업무(활동 현황)의 전파 및 홍보
In order to facilitate the periodic review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each organization will be requested to provide a summary which ref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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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it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work of IMO over the past biennium. The

<부속서 1> (2019.12 기준)

template provided in the annex should be used for this purpose.
In the context of the periodic review under rule 10, consultative status may be withdrawn from

TEMPLATE QUESTIONNAIRE TO BE COMPLETED BY NON-GOVERNMENTAL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f, in the opinion of the Council or Assemb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PPLYING FOR CONSULTATIVE STATUS

organization concerned has ceased to be adequately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s which it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purports to represent as a result, inter alia, of:
자문 지위를 획득한 비정부 기구(NGO)의 원활한 정기적 검토를 위해 비정부 기구(NGO)는 아래 사항

국제해사기구(IMO) 자문지위 부여 신청을 위한

을 충족한 지난 2년간의 요약본(보고서)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동 문서 부속서에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

비정부 기구(NGO) 준비사항 양식(Template)

여 작성한다.
규칙 10(정기적 검토)에 따라, 해당 비정부기구(NGO)가 가지는 대표성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들의 경우에 이사회와 총회는 비정부 기구(NGO)의 자문 지위를 철회(withdraw)할
수 있다:
(a) merger of that organization with another organization enjoying consultative status with
IMO or eligible for such status; or

1

2

3

4

5

occur in the nature, purposes, membership or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which,
in the opinion of the Council or Assembly, make continuance of consultative status to that
6

신청을 위한 연락처의 이름 및 상세정보

provide an electronic copy separately), including its strategy

History of the NGO, including the length of time the NGO has been in existence and
7

relevant previous activities/events
비정부 기구(NGO)의 연혁, 실제 활동기간, 이전 관련 활동/행사

적, 회원 또는 활동 현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관련 규칙과 지침에 근거하여 비정부기구(NGO)의 활

Descriptive statement of the extent to which the purposes of the NGO relate to those of

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 지위를 철회(withdraw)할 수 있다.
자문 지위가 철회(withdraw)된 경우, 최소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자문 지위 부여신청이 불가하다.

Name and contact details of a point of contact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비정부 기구(NGO)의 전략을 포함하는 목표와 목적

In the event of withdrawal of status, no re-application can be made until at least two years have
규칙 10(정기적 검토)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비정부기구(NGO)의 성격, 목

information, telephone, fax, email and website)

Aims and purposes of the NGO (as set forth in its constitution, statutes or by-laws; please

pursuant to those Rules
elapsed since that withdrawal.

and website)

모든 지점 및 지부(regional) 주소(담당자, 연락처 정보,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포함)

In the context of the periodic review under rule 10 or at any other time the Council or Assembly

organization inappropriate or incompatible with the Rules or any of the guidelines established

신청서 제출일

Address of all branches or regional headquarters (including names and contact

particular interest or interests concerned.

may consider necessary, consultative status to an organization may be withdrawn if changes

Date of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본사 및 지점주소(담당자, 연락처 정보,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포함)

(b) the establishment or emergence of a new organization more representative of the
특정 관심사 또는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비정부기구(NGO)의 설립 또는 출현.

비정부 기구(NGO) 명칭 및 약어

Address of headquarters (including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telephone, fax, email

기구(IMO)의 자문 지위를 기획득 했거나 그러한 자격을 갖춘 다른 비정부기구(NGO)와 합병하
였을 때; 또는

Name and acronym of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NGO)

8

IMO, in particular what contribution the NGO can make to the work of IMO, including it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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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구(NGO)의 목적이 IMO의 목적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부속서 2> (2019.12 기준)

IMO의 업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에 대한 내용
9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fficers' names and titles
비정부 기구(NGO)의 구조 및 실무자의 이름/직급

TEMPLATE REPORT TO BE COMPLETED BY THE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PERIODIC REVIEW OF
THE LIST OF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mbership (nature of membership, name of members and country where their main
10

offices are based)

NAME AND

회원국(회원 자격, 본사 소재지, 회원 및 주요 본부가 위치한 국가명)

ACRONYM:

Indicate whether the NGO is a member of, affiliated to or otherwise associated with
11

기구명 및 약어:

another NGO which enjoys consultative status or has other forms of association with IMO

DATE:

해당 비정부 기구(NGO)가 기구(IMO)의 자문 지위를 기획득 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타 비정부

일시:

기구(NGO)와 어떠한 관계(회원기관, 협력관계 등)가 있는지에 대한 서술
Indicate how the NGO can contribute new expertise to IMO by describing which work

Briefly outline your organization's interest in and contribution to the work of the relevant

outputs, as described in the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that they would be
12

bodies of IMO in the past biennium (in terms of applicable work outputs)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in the next biennium

지난 2년간 기구(IMO)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관심과 기여도를 간략하게 정리하시

전략 계획 관련 작업결과를 포함하여 비정부 기구(NGO)가 다음 2년간 기구(IMO)에 새로운 전
문지식을 제공해 줄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서술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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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용 가능한 작업 결과 측면에서).
1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example, mention attendance at IMO meetings, working/drafting/correspondence
groups, submission of documents, and the specific work outputs those activities were

유엔 시스템과 다른 정부 간 기구(IGO)와의 협력관계

related to.

Indicate by what means IMO could participate in the NGO's activities

예를 들어, 기구(IMO) 회의, 작업/초안/통신작업반 참여, 문서 제출 및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작업

기구(IMO)가 비정부 기구(NGO)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

결과를 언급하시오.

Indicate by what means the NGO will promote and disseminate the principles and work of

Briefly outline how your organization disseminates information on and promotes the work

IMO

of IMO to its membership and/or beyond

비정부 기구(NGO)가 증진될 수 있고 기구(IMO)의 원칙과 업무가 전파될 수 있게 하는 수단

해당 기관이 기관의 구성원 및/또는 그 이상으로 기구(IMO)의 정보를 전파하고 이를 홍보하는

Indicate source of funding and provide evidenc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2

재원의 출처, 재정 지속성

예를 들어, 출판물, 세미나, 워크숍,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 및 소셜 미디

간행물 및/또는 기타 관련 문서 목록

어 사이트 등을 언급하시오.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the NGO may wish to provide

IMO 협약 및 의사규칙

For example, indicate publications, seminars, workshops, information available on your
organization's website and social media sites.

List of publications and/or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비정부 기구(NGO)가 제공하고자 하는 추가정보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3

Briefly explain how your organization plans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relevant bodies
of IMO in the next biennium (in terms of applicable work outputs)

비정부 기구(NGO) 자문 지위 부여를 위한 규칙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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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이 다음 2년 동안 기구(IMO)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업무
결과 중심으로).
For example, mention planned attendance at IMO meetings, working/ drafting/
correspondence groups, submission of documents, and the specific work output those
activities are related to.
예를 들어, 기구(IMO) 회의 참석, 작업/초안/통신작업반 참여 계획, 문서 제출 계획과 관련 특정
업무 결과(계획) 등을 언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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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atification or accession and for which the Protocol is in force;
체약국(Contracting Party)은 협약 비준서 또는 의정서가 발효 중인 국가를 의미

런던협약/의정서 회의 의사규칙

한다;
(g) Chair means the officer elected in accordance with Rule 20 or either of the
Vice-Chairs when exercising the functions of the Chair;
의장(Chair)은 의장의 기능을 행사할 때 규칙 20 또는 부의장 중 한 명에 따라 선출

1. 정의 (Definitions)
Rule 1

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 of Procedure:

규칙 1

동 의사규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된 의장단(officer)을 의미한다;
(h)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means Contracting Parties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Contracting Parties abstaining from voting shall be
considered as not voting.

(a) Protocol means the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체약국의 참석 및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하는 체약국을 의미한다. 투표를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s amended in

기권한 체약국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006;
의정서(Protocol)는 2006년 개정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
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의미한다;
(b)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2. 참가 (Participation)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s amended in 1978, 1980, 1989

Rule 2

A meeting shall be open to all Contracting Parties who shall be invited thereto by the

and 1993;

규칙 2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은 모든 체약국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협약(Convention)은 1978년, 1980년, 1989년, 1993년 개정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을 의미한다;
(c) Organiz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기구(Organization)는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한다;
(d)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은 기구(Organization)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e) Meeting means a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or a special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conve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2.1 of the Protocol;
회의(Meeting)는 의정서 제19.2.1조에 따라 소집된 당사국의 회의 또는 특별 회의
를 의미한다;
(f) Contracting Party means a State which has deposited an instru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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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nd invitations, to be represented by observers at

규칙 3

each meeting, to the following:
사무총장은 아래 항목을 대표하는 참관인에게 각 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한다.
(a) Stat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e Protocol and which will not be
Contracting Parties at the time of the meeting;
회의 당시에, 체약국은 아니나 의정서에 서명 또는 비준한 상태에 있는 국가;
(b) States which have not signed or acceded to the Protocol, but which have
indicated to the Secretary-General their interest in becoming a Contracting
Party;
의정서에 서명 또는 비준하지 않았지만, 사무총장에게 협약 체약국이 되는 것에 대
한 의사를 표명한 국가;

런던협약/의정서 회의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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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ates which a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but not to the Protocol;

3 Observers from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upon
invitation by the Chair and with approval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

협약의 체약국이지만 의정서에 대한 체약국은 아닌 국가;

meeting, participate in meetings in the deliberations on matters of direct

(d) States which would be invited to send observers to meetings under the

concern to them without vot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vention;

비정부 기구(NGO)의 참관인은 의장의 초청 및 체약국의 승인 하에 자신들에게 직접

협약의 의사규칙에 따라, 회의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되는 국가;
(e)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Rule 5

For each meeting, a Contracting Party shall designate a representative and such

규칙 5

alternates, advisers and experts as may be required.

유엔, 유엔의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 회기에서 체약국은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대표, 자문 그리고 전문
가를 지명할 수 있다.

(f)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t a
meeting, have decided to invite;
체약국이 초청하기로 결정한 비정부 기구(NGO);

4. 대표단 및 신임장 (Delegations and credentials)
(g) any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relating to the objectives of the Protocol, which the Contracting

Rule 6

Each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meeting shall

Parties at a meeting, have decided to invite.

규칙 6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opening day of the meeting, of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or

회의 기간, 체약국이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의정서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문 기술 및

observers to such meeting.

지식을 보유한 비정부 기구.

회의에 참여하려는 각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대표단이나 참관인 구성을 사무총장에게
가능한 회의 개회일 이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3. 옵저버의 권한 (Rights of observers in meeting)

Rule 7

For a meeting convened for the purpose of adopting amendments to the Protocol

규칙 7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1 and 22 there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ransmit

Rule 4

1 All observ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rovisional agenda and other

규칙 4

appropriate documents relating to the meeting. They may, with the approval of

Credentials shall be issued by the Head of State or by the Head of Government or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 meeting, submit relevant documents.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r by an appropriate authority properly designated

모든 참관인은 회의와 관련된 잠정 의제와 기타 문서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체약

by one of them for the purpose. The credentials of each representative and

국의 승인에 따라 회의에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alternate shall be examined by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report thereon to

to the Secretary-General the credentials of its representative and alternates, if any.

the meeting. Pending a decision of the meeting on their credentials, representatives
2 Observers from States, from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from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in the deliberations at the meetings.
회원국, 유엔, 그 산하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다른 정부 간 기구

and their alternates, if any,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provisionally in the
meeting.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각 체약국은 의정서 개정안 채택을 위한 회의 참여를 위한 대
표단 및 교체대표의 신임장을 사무총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the

(IGO)의 참관인은 의결권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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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State), 정부 대표(the Head of Government), 외교부 장관(the Minister for

applicable. At eac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the desirability of continuing the

Foreign Affairs), 관련한 부의 장관(Minister concerned)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

existence of any subsidiary body shall be reviewed.

정된 적절한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회의 참가 자격 증명에 대한 회의 결정이 보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하위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해당 하위기구는

류된 경우, 대표단과 교체대표는 임시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한 본 의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 체약국 회의에서 하위기구의 지속에
관한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

5. 회의 (Meetings)
7. 의제 (Agenda)

Rule 8

Meetings shall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unless convened

규칙 8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of a previous meeting.

Rule 13

The provisional agenda for a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General

회의는 이전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구 본부에서 개최한다.

규칙 13

and approved by the Chair; it shall normally be communicated with the basic

Rule 9

The Secretary-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meeting, shall determine the dates

규칙 9

and duration of meetings, which sha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meetings

supporting documents to the States and organizations invited thereto at least two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the meeting.
회의 회기의 잠정 의제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의장이 승인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개

convened under the Convention, unless the meeting decides otherwise.

회 최소 2개월 전에는 체약국 및 관련 전문기구에 의제 문서 등 기본문서가 전달되어

사무총장은 협의를 통해, 회의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협약에 따라 소집된 회의와

야 한다.

연계하여 개최되는 회의의 날짜 및 기간을 결정한다.

Rule 10

The Secretary-General, a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Chair, shall notify the States

규칙 10

and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Rules 2 and 3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of the

Rule 14

The first item on the provisional agenda for a meeting shall be the adoption of the

규칙 14

agenda.
각 회의의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의제의 채택이다.

holding of a meeting.
의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최소 두 달 전 총회 개최일을 규칙 2와 3에 언급된 체약

Rule 15

Any item of the agenda of a meeting, consideration of which has not been

국과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규칙 15

completed at that meeting shall be included in the agenda of a subsequent meeting

Rule 11

A meeting may decide to hold meetings in private or public. In the absence of a

규칙 11

decision to hold meetings in public, they shall be held in private.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meeting.
회의에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회의 안건은 회의에서 달리결정하지 않는 한, 차기 회의
안건으로 포함된다.

회의는 비공개 또는 공개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
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Rule 16

The provisional agenda for a meeting shall include, inter alia:

규칙 16

회의의 잠정 의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a previous meeting.

6. 하위기구 (Subsidiary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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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2

A meeting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necessary. Such

규칙 12

subsidiary bodies shall follow the present Rules of Procedure so far as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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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의에서 요청한 모든 안건
(b) Any item proposed by a Contrac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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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y amendment to the Protocol proposed by a Contracting Party.

continuously for more than four years. The Chair or a Vice-Chair acting as Chair shall
not vote.

체약국에서 제안한 의정서 개정(안)

Rule 17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port o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규칙 17

implications of any substantive agenda items submitted to a meeting and, unless

당사국 회의는 각 회기 종료 시 협약 또는 의정서의 체약국 중에서 의장, 제1 부의장 및
제2 부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회기 간과 다음 당사국 회의까지이다. 이들은 모두 연임
이 가능하나 4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또한, 의장 또는 의장 대리 역할을 하는 부의장은

the meeting decides otherwise, no such item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day after

투표권이 없다.

the Secretary-General’s report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meeting.
사무총장은 회의에 제출된 실질적인 의제 사항의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해

Rule 21

If the Chair is absent from any part of a meeting, the first Vice-Chair or if absent the

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동 회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보고한 다음 날까

규칙 21

second Vice-Chair, shall preside. If the Chair, for any reason, is unable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he first Vice-Chair or if absent the second Vice-Chair, shall act

지 어떠한 안건도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

as Chair pending the election of a new Chair.

Rule 18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

규칙 18

may propose in a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any suitable question which

의장이 회의 일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 부의장 또는 제2 부의장이
주재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의장이 임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제1 부의장 또는 제2 부의

may arise between the despatch of the provisional agenda and the opening day of

장이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the meeting; the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shall be circulated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meeting shall examine the supplementary provisional
agenda together with the provisional agenda.
예외적인 경우, 사무총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잠정 의제의 상정과 회의 개회일 사이에
의제에 추가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잠정 의제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추가 잠정 의제는
가능한 한 빨리 회람되어야 하며, 본 회의에서는 임시 안건과 함께 검토한다.

9.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Rule 22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as Secretary of the meeting. This function may be

규칙 22

delegated to a staff member of the Organization.

Rule 19

Unless it determines otherwise, the meeting shall not proceed to the discussion of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회의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규칙 19

any item on the agenda until the day after the relevant documents have been made

기구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available to Contracting Parties in all working languages.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회의는 모든 실무언어로 체약국에게 회람 가능할 수 있게
된 다음 날까지 안건의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Rule 23

The Secretary-General, or a staff member of the Organization designated for the

규칙 23

purpose, may make either oral or written statements concerning any questions
under consideration in a meeting.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구의 직원은 논의 중인 모든 질의 사안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8. 의장 및 부의장 (Chair and Vice-Chairs)
Rule 20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shall elect, at the closure of each session, from

규칙 20

among Contracting Parties to either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 the following
officers: a Chair, a first Vice-Chair and a second Vice-Chair, who shall each hold
office during the intersessional period and the next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but may not hold the sa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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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24

Upon reception,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ovide for translation and circulation

규칙 24

to participants of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documents
of the meeting and any subsidiary bodies.
접수 즉시, 사무총장은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하위기구의 기타 문서를 번역
및 회의 참석자에게 회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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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어 (Language)

Rule 30

1 A meeting shall normally vote by show of hands; however, any Contracting Party

규칙 30

may request a roll-call which shall be taken in the alphabetical order of the

Rule 25

The official languages of a meeting are Arabic, English, Chinese, French, Russian and

규칙 25

Spanish; the working languages are English, French and Spanish.

Party whose name is drawn by lot by the Chair.

회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며, 실무 언어

회의는 통상 거수투표(vote by show of hands)로 진행된다; 단, 투표권이 있는 체

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이다.

약국은 호명 투표(roll-call)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의장의 추첨으로 지명된 회원

Rule 26

Speeches at a meeting shall be mad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will be

규칙 26

interpreted into the other five official languages.

Rule 27
규칙 27

nam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English, beginning with the Contracting

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어알파벳 순으로 진행된다.
2 Upon the proposal of any Contracting Party an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회의에서 발언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5개의 다른 공식 언어로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the voting procedure of 1 may be

번역된다.

set aside and a secret ballot held.
체약국의 제안과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국의 과반수의 동의하에, 상기 규칙 30(1)

1 All supporting documents to agenda items of a meeting shall be issued in the

의 투표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비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working languages.
회의 안건에 관한 모든 문서는 실무 언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2 All reports,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a meeting shall be

Rule 31

If a vote taken under Rule 29 is equally divided, a second vote shall be taken. This

규칙 31

second vote shall be taken at the same meeting and, if possible, on a subsequent
day to that on which the first vote was taken. If this vote also is equally divided, th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translated into the other fiv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rejected.

languages.

규칙 29에 따라 실시된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표가 균등하게 나온 경우 다음 회의에서

회의 모든 보고서, 결의서, 권고사항 및 결정 사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고,

2차 투표가 이루어진다. 만약 2차 투표를 동 회의 내 실행가능하다면, 1차 투표 다음 날

다른 5개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에 실시한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균등하게 표가 나뉜다면 본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
주된다.

11. 투표 (Voting)
Rule 28

Each Contracting Party represented at a meeting shall have one vote.

규칙 28

각 체약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Rule 29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Protocol, decisions of a meeting shall be taken,

규칙 29

elections determined and reports,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e requirements
of Rule 35 are satisfied.

Rule 32

In a secret ballot two scrutineers shall,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be appointed

규칙 32

by the meeting from the delegations present. All invalid votes cast shall be reported
to the meeting.
비밀투표에서 의장의 제안에 따라 참가 대표단으로부터 두 명의 개표 조사관이 임명되
어야 하며, 모든 무효투표도 회의에 보고되어야 한다.

12. 선거 (Elections)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체약국 다수에 의해 채택된 선거 관련 결정 사항 및 보

Rule 33

The Chair and Vice-Chairs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unless the meeting of

고사항, 결의서와 권고안 등은 규칙 35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규칙 33

Contracting Parties decides otherwise.
의장과 부의장은 체약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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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34

If no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in the first ballot, a second ballot

규칙 34

shall be taken. The second ballot shall be confined to the two candidates obtaining
the largest number of votes, except that: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

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Rule 37

Contracting Parties shall normally introduce proposals and amendments thereto in

규칙 37

writing and hand them to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have copies circulated to
participants. As a general rule,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or put to the vote

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자에 한해서만 진행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

unless copies of it have been made available in all working languages to participants

외한다:

not later than the day preceding the discussion of that proposal. The Chair may,
however, permit the discussion and determination of amendments or of motions as

1 where two or more candidates obtain the same highest number of votes, the

to procedure even though these amendments and motions have not been

second ballot shall be confined to those candidates;

circulated or have only been circulated the same day.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수의 최고 득표율을 획득한 경우, 2차 투표는 해당 후보자들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의제문서(제안서)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사무총장

에 한해 진행된다.

은 회의 참석자에게 사본을 회람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모든 실무 언어로 작성된 의제문

2 where two or more candidates obtain the same second highest number of votes,

서(제안서) 사본이 회의 전날까지 참석자에게 회람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의제문서(제

the second ballot shall be confined to those candidates and to the candidate

안서)도 논의되거나 투표에 부쳐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록 해당 개정안 및 발의가 회

obtaining the highest number of votes.

람되지 않았거나 회의 시작 당일에 회람된 경우에도 의장 재량으로 개정안 또는 발의에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하게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는 경우, 2차 투표는

대한 논의 및 심의를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후보자와 가장 높은 표를 득한 후보자에 한해 진행된다.

Rule 38

A meeting may, on the proposal of the Chair or a Contracting Party, decide to limit

규칙 38

the time to be allowed to each speaker on any particular subject under discussion.
체약국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대하여 각 발언자에게 허용되는

13. 정족수 (Quorum)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Rule 35

The quorum for a meeting shall be two-fifths of the total number of Contracting

Rule 39

1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Contracting Party may rise to a point of

규칙 35

Parties or twenty, whichever shall be less.

규칙 39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 in

회의의 정족수는 전체 체약국의 5분의 2 또는 20개국 중 더 적은 수로 한다.

accordance with these Rules of Procedure. A Contracting Party may appeal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 The appeal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and the Chair’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14. 관장 업무 (Conduct of business)
Rule 36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elsewhere by these Rules, the Chair

제기할 수 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장은 본 규칙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

규칙 36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a meeting. The Chair shall direct the

다. 체약국은 의장에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투표에 부

discussion and ensure observance of these Rules, accord the right to speak, put

쳐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과반수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의장

questions to the vote and announce decisions resulting from the voting.

의 결정은 유효하다.

의장은 본 규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회의의 개회,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 의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본 규칙을 준수를 보장하며 발언권을 부여하고 논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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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체약국은 해당 논의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할 수

mover of the original proposal or amendment under discussion, after which the

없다.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Rule 40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39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규칙 40

precedence, in the order indicated below,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제안 또는 개정안 일부는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거나, 체약국이 제안 또
는 개정안의 분리를 요청하고 발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분리하여 의결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은 먼저 제안이나 개정안

before the meeting:

의 분리의결을 제안한 발의자에, 이후 논의 중인 제안이나 개정안의 원 발의자에게 주어

(a) to suspend a meeting;

지며, 발언 후 제안 또는 개정안의 분리의결 여부에 대해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b) to adjourn a meeting;
(c)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and

Rule 43

Those parts of a proposal which have been approved shall then be put to the vote

(d)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규칙 43

as a whole; if all the operative parts of the proposal or amendment have been
rejected, the proposal or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rejected as a whole.

규칙 39에 따라, 하기 사항은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회의 전 다른 모든 제안이나 발

제안 일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전체 제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진다. 제안이나 개정안의

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실행 부분(승인된 부분)이 모두 부결되면, 이는 제안이나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a) 회의 중단;
(b) 회의 휴회;
(c)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연기; 및

간주한다.

Rule 44

A motion is considered to be an amendment to a proposal if it merely adds to,

규칙 44

deletes from or revises part of that proposal. An amendment shall be voted on

(d) 논의 중인 문제에 관한 토론의 종결

before the proposal to which it relates is put to the vote, and if the amendment is
adopted, the amended proposal shall then be voted on.

2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falling within 1(a) to (d) shall be granted only to
the proposer and in addition to one speaker in favour of and two against the

해당 제안에 추가, 삭제 또는 개정만 할 경우, 이는 제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간주한다.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관련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개정안이 먼저 투표에 회부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채
택된 이후 개정된 제안이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상기 (a)~(d)에 해당하는 발언은 발의자와 이에 찬성하는 1인, 반대하는 2인에 한하
며, 발언 후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Rule 41

If two or more proposals relate to the same question, a meeting, unless it decides

규칙 41

otherwise, shall vote on the proposal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Rule 45

If two or more amendments are moved to a proposal, a meeting shall first vote on

규칙 45

the amendment furthest removed in substance from the original proposal and then
on the amendment next furthest removed therefrom and so on, until all
amendments have been put to the vote.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submitted.

voting on the amendments under this Rule.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제안이 나온 경우,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

두 개 이상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회의에서는 실질 내용에 있어서 원 제안으로부터 가

안서는 발의된 순서대로 투표에 회부된다.

Rule 42

Parts of a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shall be voted on separately if the Chair,

하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개정안이 투표에 회부될 때까지 투표한다. 의장은 동 규칙에

규칙 42

with the consent of the proposer, so decides, or if any Contracting Party requests

따라 개정안에 대한 투표 순서를 결정한다.

that the proposal or amendment thereto be divided and the proposer rais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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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으로 거리가 먼 개정안에 대해 투표

objection. If objection is raised, permission to speak on the point shall be given first

Rule 46

A motion may be withdrawn by its proposer at any time before voting on it has

to the mover of the motion to divide the proposal or amendment, and then to the

규칙 46

begun, provided that the motion has not been amended or that an amendm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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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under discussion. A motion withdrawn may be reintroduced by any
Contracting Party having the right to submit such a motion.
발의자는 발의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발의는 그러한 발의를 제안할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에 의해
다시 발의 가능하다.

Rule 47

When a proposal has been adopted or rejected, it may not be reconsidered at the

규칙 47

same meeting unless a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decides in favour of reconsideration. Permission to speak on a motion to reconsider
shall be accorded only to the mover and one other supporter and to two speakers
opposing the motion, after which it shall be put immediately to the vote.
제안이 채택 또는 부결되었을 때,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과반수가 재논의에 찬성하
지 않는 한 같은 회기에 재논의할 수 없다. 재심 동의에 대한 발언권은 발의자와 다른 지
지자 한 명, 두 명의 반대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 즉시 투표에 회부한다.

15. 의사규칙 개정 (Amendments of Rules of Procedure)
Rule 48

These Rules of Procedure may be amended by decision of a meeting, taken by a

규칙 48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A meeting may decide by a
majority vote of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voting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a particular Rule or Rules for the duration of a meeting or reconsideration of a
particular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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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사규칙은 출석 및 투표한 체약국의 과반의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체약국의

(제32차 IMO 총회 채택사항 반영)

과반수 투표로 회의 기간 또는 특정 사안의 재고려 기간 중에 특정 의사규칙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16. 의사규칙 적용 (Application of the Rules)
Rule 49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any provision of these Rules and any provision

규칙 49

of the Protocol, the Protocol shall prevail.
본 규칙의 특정 조항과 의정서의 조항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의정서가 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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