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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국동향

STCW Manila Amendments에 의한 ECDIS 교육에 대한 고찰

해사안전정책동향

항만도 한류! 부산항 건설 노하우로 남미진출 

IMO 국내 전문가 합동토론회 개최

새로운 방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선령제한 완화로 연안화물선 선박대체 쉬워진다

8월, 기상악화시 소형선 운항자제, 계류선박 관리철저

주요법령제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사안전소식

해양위치정보 스마트폰 이용 더욱 정확해진다

부산 북항에 10만톤급 크루즈선 접안 

선원 임금체불 근절노력 

울산항, 국내 최초로 통항신호등 운영 

인천~백령항로 7월 27일부터 대형여객선 시대 열려 

인천항 도선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된다

IMO 사무총장, 여수엑스포 방문 및 한국해양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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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7｜ 국제 해사동향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STW) 회의결과

IMO 제43차

선원의 훈련 등에 관한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 개정 관련 

'10년 마닐라 외교회의에서 전면 개정된 선원의 훈련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 및 의정서 내용에 따라 표

준훈련과정(Model course)에 대한 개정 작업이 사무국에서 진행 중이나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 개정작업

이 과정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어 미국이 개정내용을 다시 검토한 이후 시행할 것을 발의

다수 회원국들은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나 모든 문제점을 이번 회기에 수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정

하였음

①기관당직 사관을 위한 훈련, ②선장과 1등 항해사를 위한 훈련, ③기관장과 1등 기관사를 위한 표준훈련과정(안)

만 우선 4개월 내 재검토하여 당사국에 회람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이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 후 추

가적으로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함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훈련과정 개발 

관련 

최근 전자해도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동 장비가 설치된 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에게 전자해도

(ECDIS)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국제협약에 따라 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이번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에서 장비의 요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일부 교육 기관에

서는 위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에 장비의 상세한 요건은 삭

제하였음

모델 코스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전자해도(ECDIS) 일반교육(Generic)과 장비교육(Type specific) 교

육 시행을 위한 국내 선원교육기관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장비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임 

회의명 : 제43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43rd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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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R.Adm.(Rtd) Peter Brady (자메이카)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9개국, 준회원국 3개국, 비정부기구 30개 등 총 378명

전자항해(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개발 

해사분야의 컴퓨터기반 훈련(Computer-Based Training, CBT)와 제조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 

현행 STCW 협약 및 코드에서 컴퓨터기반 훈련(CBT)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훈련 보조 수단으로 허용하

되 훈련 및 친숙화 요건을 저해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

전자항해(E-navigation)은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컴퓨터기반 훈련(CBT) 요건을 결정하는 것

은 시기상조임에 동의함

전자항해(E-navigation) 인적 요소 분석 과정(Human Element Analyzing Process, HEAP)

안전에 위해가 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순

서도가 작성되어야 함

위협과 오류의 분류, 범세계적인 테스트, 완전한 선교 시뮬레이션 및 사고 분석을 통하여 인적 요소 관점에서 전자

항해(E-navigation)의 잠재적 해결책을 접근할 것을 제안함

갭(Gap)분석

관련 사용용어들은 STCW 협약 및 코드의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항해(E-navigation)와 관련된 새로운 

모델코스의 개발이 고려됨

2010 마닐라 개정규정의 의료표준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시각 테스트관련 현재 제안된 방법인 아놀말로스코프(Anomaloscopy) 검사 외에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여 미국

이 다음 회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국제안전경영코드(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및 관련 지

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 논의 결과

ISM Code 및 관련 지침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개정안을 제 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89)

의 인적요소에 대한 해사안전위원회/해양환경보호위원회(MSC/MEPC) 합동 작업반에 제출함

EU 회원국이 제안한 다음의 작업의제는 제43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STW 43)의 의제로 포함되어 

2013년 완료를 목표로 논의함

STW 43/10 : ISM 코드 이행의 효과성 향상

STW 43/10/1 : 주관청의 ISM 코드 이행에 대한 수정 지침 (Res.A.1022(26))의 개정

STW 43/10/2 : 회사의 ISM 코드 이행 지침 (MSC-MEPC.7/Circ.5)의 개정

STW 43/10/3 : 선상비상계획 통합시스템 구성을 위한 지침 (Res.A.852(20))의 개정

STW 43/10/4 : 일정 기간 계선으로 인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의 정지 후 SMC 효력 회복을 위한 지침

STW 43/10/5 : 코드, 권고, 지침 및 기타 안전 및 보안관련 비 강제문서에 대한 목록(MSC.1/Circ. 1371)의 최

신화

STW 43/10/5는 FSI로 이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의제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MSC 91차에

서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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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결과

IMO 제90차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관련 논의 결과 

협정서 제3조(5)에 근거하여 협정서를 채택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항에 규정된 단순절차(묵시적 

동의절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수탁자인 IMO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서에 구속된다는 동

의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함

발효요건의 비준국가수와 어선척수는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되어야 함에 동의함

협정서(안)의 면제조항(EEZ 및 공동어로구역) 및 정의(high seas)조항은 추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동

의함

IMO 사무국이 전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깃발을 단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척수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재촉할 것

을 동의함

2012년 케이프타운 외교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사무국에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함

각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장은 향후 있을 동 의정서 이행협정 채택 외교회의('12.10.9 ~ 11, 남아공)에서 

발효요건을 논의토록 결정함

아국 발의 신규 작업의제 채택 

아국이 제출한 3건의 신규 작업의제*가 일본.싱가폴.호주 등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어 선원훈

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STW)에서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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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90th Session)

일시/장소 : '12. 5. 16(수) ~ 5. 25(금) (10일간),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hristian Breinholt (덴마크)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12개국, 준회원국 3개국, UN 기구 등 총 974 명

9｜ 국제 해사동향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BS)관련 논의 

아국은 독일과 공동으로 위험도기반 선박설계지침에 기초

한 동등 및 대체(equivalents and alternative) 승인지침 

개발*의 재논의를 제안하여,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동 사항

을 논의하기로 함 

향후 다양한 대체설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 IMO 지침

독일이 제안한 안전수준접근법(Safety Level Approach, 

SLA) 기반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BS) 개발에 대하여 신

개념 선박건조 기준 작업반(GBS working group)에서 안

전수준접근법 구조(SLA Framework)를 개발하기로 함.

향후 2~3년간 안전수준접근법(SLA) 기반 신개념 선박건

조 기준(GBS) 정립을 위한 안전수준접근법(SLA) 핵심논

의가 구체화 될 것이므로, 아국의 우수 조선기술을 국제

규범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선행 연구 및 민관협력 대

응 필요

사무국에서 원활한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 검증심사팀

(GBS Audit Team) 구성을 위해 심사원 추가 추천을 요

청함

선박보안 및 해적대응관련 논의 

IMO는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개최 전일 회원국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관한 

IMO의 기조를 강조하고 각국의 협력을 당부하였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장·차관 등은 선박에 무기류의 보유 및 민간무장요원의 탑승 허용 등에 대해 논의

함

아국 대표(물류항만실장)는 기조발언을 통해 함정파견, 취약선박에 대한 무장보안요원 고용 등 아국 현황을 발표

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피력하였음

해사안전위원회(MSC)는 아래의 원칙하에 이번 회기에서 ⅰ) 무장해상보안회사 선정에 관한 잠정지침을 제정하

고 ⅱ) 기국, 항만국, 연안국, 선주, 선박운항회사를 대상으로 마련한 현행 무장보안요원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정

하였음



10 『해사안전소식』여름호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11｜ 국제 해사동향

사설해상보안업체(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PMSC) 선정지침과 관련, 

아국은 선장과 무장보안요원과의 지휘계통 및 책임(권한) 등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제출

(MSC90/20/15)

영국은 자국선박에 무장보안요원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MSC90/INF.12)

< 무장보안회사 선정을 위한 IMO 잠정지침(신규) >

DRAFT INTERIM GUIDANCE TO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IES PRO-

VIDING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 IN THE HIGH RISK AREA. 

< 무장보안요원 승선과 관련한 IMO 잠정지침(개정) >

REVISED INTERIM GUIDANCE TO SHIPOWNERS, SHIP OPERATORS, AND  SHIP-

MASTERS ON THE USE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

NEL ON BOARD SHIPS IN THE HIGH RISK AREA(MSC.1/Circ.1405

/Rev.2. 16 September 2011)

< 주요원칙 >

① 선원의 무기소지 금지(Strongly disencouraged)

② 무장보안요원의 승선은 위험해역(high-risk area) 통항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서의 예외적 조치(exceptional measure)이며 항구화 되어서는 아 

    니된다. (should not become institutionalized). 

③ 무장보안요원의 승선문제는 기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④ 회원국 정부(기국, 항만국, 연안국, 선원송출국 포함)는 자국 국적선에 무장보안요원

    을 승선시키는 것을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경우 그 요건 

    을 정하고 회원국과 IMO에 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도는 무장보안요원을 승선한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올 경우 연안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 

여객선 안전관련 논의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와 관련한 여객선의 구조.설비관련 규정 등의 개정 논의는 해당 해난조사 보고서가 나

온 후 고려예정

다만, 여객선 운항관련 사항에 중점을 둔 단기대책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 등은 작업반에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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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기술협력위원회(TC) 회의결과

IMO 제62차

해운분야에서의 여성 역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국은 "여성해기사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 의제를 통해 동등한 교육.훈련 및 채용.승진 등의 기회 제공, 문제 개선

을 위한 연구조사를 발표. 바하마, 파나마 등 12개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아국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IMO는 아국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

의하기를 희망함

IMO 기술협력사업 2년차 보고서(2010 ~ 2011) 검토 

지난 2년간의 사업의 성과(자문활동 45회, 지역.국가 세미나 180회, 훈련인원 총 4,342명) 및 사업자금 수입.지

출 등 분배현황 등을 보고

IMO 사무총장은 기술협력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별 기술사업 현황을 차기 회의에 제출 예정

기술협력사업의 전문가 고용절차의 투명성 등 개선 제안과 관련, 최근 구축한 웹기반의 E-Roster 외부전문가 고

용시스템을 소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oluntary IMO Member Sates Audit Scheme, 

  VIMSAS) 관련 보고 

2015년도 강제 발효 예정인 회원국 감사제도의 이행 현황 및 기술협력사업의 지원 계획 및 각국의 회원국 감사제

도의 이행을 위한 지역 세미나 및 회의 개최 결과를 소개

사무총장은 회원국 감사제도가 정착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힘

회의명 : 제62차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2nd Session)

일시/장소 : '12. 6. 06 ~ 6. 08(3일간), 런던 IMO 본부

의장 : Ms. Nancy Karigithu (케냐)

참가국 및 참가인원 : IMO 회원국 60개국 및 대표단 등 총 190명

13｜ 국제 해사동향

아국은 2013년 IMO-아국 기술협력사업에 IMO가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 세미나를 사업 계획에 반

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그간의 기술협력사업(2008~2011)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보고

'08년부터 '11년 시행된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자문단은 위 사업 개선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과 5가지 즉시 실행사항을 제안

아국은 2003년 이후 IMO와 아국간 시행된 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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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이사회(Council) 회의결과

IMO 제108차

IMO 전략(Strategy), 계획(Planning) 및 개선(Reform) 의제관련 

ⅰ) 상위행동계획(High Level Action Plan)에 반영된 작업의제 및 ⅱ) 신규작업의제(unplanned output)에 대해

서도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

위험성 평가주체는 ⅰ) 의제 제안자와 ⅱ) 소관 위원회 공히 실시

위원회/전문위원회별 소요통역시간 조정 승인 

UN이 정한 변경된 통역비용 및 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차기 이사회를 시작으로 위원회/전문위원회별 소요통역시

간을 조정(확대 또는 축소)하기로 승인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그룹(SG-RAR)”업무 지침 마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그룹(Steering Group for Reducing Adminstrative Requirement)을 구성(아국 포

함)하여 각종 협약에서 규정한 회원국 이행의무 사항을 파악하고 차기 이사회(11월)에 동 그룹의 작업일정과 범위

가 보고될 예정

IMO의 2012년도 지출계획대비 절감된 지출현황을 승인

아국은 직원 공석에 의한 인건비 절감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될 수 있음 우려하며 고위직과 전문직 간

의 적정한 인건비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함

회의명 : 제108차 이사회(Coucil, 108t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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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Mr. J. Lantz (미국)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 40개국, 비이사국 35개국, 준회원국 1개국 등 총 405명

IMO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재정운영계획이 109차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검토 필

요함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 관련 

향후 감사제도(Member State Audit Scheme, MAS) 강제시행 대비 IMO에서 2013년도 아시아 개도국의 역

량개발을 위한 워크샵 개최 고려시 이를 지원하기로 아국에서 발표함

 “지중해해양오염긴급대응센터(REMPEC)”에 대한 재정지원 승인 

재정지원의 법적, 재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우려(아국 등)와 동 기구 운영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

나, 지원범위를 한정하는 사무국의 절충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승인

올해 11월 109차 이사회에서 재정부족분(약 ￡85천) 범위 내에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바르셀로나 협약 당사국의 지급보증을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비정부간 기구(NGO)의 IMO 자문 자격 신청 등 기타사항 

7건의 신청(이중 아시아 선주협의회(AFS)도 포함)을 모두 반려 

※ 단체성격이 국제적인지 여부("truly international"), IMO와의 연관성, 타 NGO와의 중복성   

      등의 심사기준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전임 사무총장인 미트로폴러스에게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선정

캐나다, 칠레의 수색구조자들을 "용감한 선원상"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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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항해안전전문위원회(NAV) 회의결과

IMO 제58차

선박항로 지정, 통항분리대 및 선위보고제도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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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동의

'모잠비크 수로 추천항로 지정' 은 다수 회원국에서 근거자료 불충분 및 해적관련 보안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통항분리대(Traffic Separation Scheme, TSS) 횡단선박 야간 등화설치' 건은 아국 주장

대로 IMO 권고사항을 시행하기로 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개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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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원회에 승인요청하기로 함

ITU 해상무선통신 규격관련 위치표시용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에 대한 안내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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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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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승인 이전에 먼저 항행안전정보/SN Circular로 발행

전자항해(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 개발  

회의명 : 제58차 항해안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58th Session)

일시/장소 : '12. 7. 02 ~ 7. 06(5일간),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Michael J. Sollosi (미국)

참가국 및 참가인원 : IMO 회원국 67개국 및 대표단 약 300여명

"기존 항해통신시스템과 전자항해(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과의 격차(Gap) 목록, 격차 분석(Gap Analysis) 

및 격차 해결책(Solution) 목록"을 확정

호주가 제안한 인적요소평가절차(HEAP)를 공식절차로 승

인하고, 이를 기초로 공식안전평가(Formal Safety As-

sessment, FSA) 및 위험성 통제방안(Risk Control Op-

tions, RCO) 등에 대해 향후 검토예정

해상안전서비스목록(Maritime Service Portfolio, MSP)

의 추가 개발, 사용성 평가 지침의 추가 개발 및 시범사업

(Test-bed)의 조화를 위한 지침의 개발 등에 대해서는 통

신작업반을 구성하여 계속 논의예정

아국이 제안한 "소프트웨어 품질 보장 방안(NAV 58/6/4)" 

및 "전자항해(E-navigation) 시범사업(Test-bed) 구축결

과 분석 표준화 방안(NAV 58/6/8)" 등에 대해서는 향후 통

신작업반(Correspondence Group)에서 논의예정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로표지의 정책 및 새로운 심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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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자동식별장치 항로표지 성능기준은 향후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국제전기기구(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및 국제항로표지협회(International Asso-

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IALA) 등과 연계하여 개발하기로 함

전자식 경사계 표준성능 개발 

선박 횡요주기 및 경사각 데이터 등을 항해정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 VDR)에 기록하기 위한 "전자

식 경사계의 성능기준(안)"을 작성함

개발완료시점을 2013년까지 연장해주도록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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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사 소식



1. 국제해사기구(IMO) 소식

20『해사안전소식』여름호

사무국 업무 개선을 위한 회람문서에 대하여 현재 81개국이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함

개선사항에는 회원국 분담금(※현재 Lloyd's list에서 발표하는 선복량을 기준으로 분담금 납부)과 

관련하여도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사무국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도 보고를 할 예정임

 - 사무국 적정 정원수 관련(cutting and keeping the IMO staff level)

 - 승인받은 예산 범위내 집행(strict expenditure control)

 - 현행 예산구조의 지속가능성(long 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현행 9개 전문 위원회의 개편(restructuring)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

요하다면 IMO 관련 규정들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였음

 - 전문위의 적정 수, 회의개최 시기 및 회의운영 방법(work method)

 - 기타 기술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의 개선 등

 

※ 사무총장은 11월 발표될 예정인 개선사항 보고시 회원국이 입장을 정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련의 개혁 작업 등은 2013년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하였음

 

올해 11월 IMO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보고 예정

국제해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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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5일 침몰 100주년을 맞은 타이타닉

호가 "UNESCO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의 보

호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그간 타이타닉호는 침몰 지점이 배타적 경제

수역 밖 공해 (Newfoundland 남동쪽 340마

일/3,800m 해저)이고 침몰 후 100년이 경과

되지 않아 국제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가 없었음

그러나 100년 이상 된 수중유물에 적용되는 수

중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올해 4월 15일 이

후부터 동 협약 체약국은 타이타닉 호에 대한 비

과학적 탐사, 유물인양 등을 금지할 수 있게 됨

타이타닉호, 
UNESCO 수중문화유산으로 지정 (4.5 UN 보도자료)

1. 국제해사동향

▶  채택일 : 2001.11.3(제31차 유네스코 총회)

▶  발효요건 : 20개국 이상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

▶  발효일 : 2009.1.2 / 가입국 : 41개국 / 우리나라 가입여부 : 미가입

▶  수중문화유산의 정의

    -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특성을 가지며 항상 또는 주기적으로 수면하에 있는 100년    

       이상된 유물과 유적

▶  기본 원칙

    - 체약국의 수중유물 보전 의무

    - 현장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유물 보호가 더 용이할 경우에는 인양 허용

    - 상업적 목적의 탐사 금지

    - 해저유물 보전에 관한 훈련, 기술 및 정보공유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개요>



22『해사안전소식』여름호

사우스햄튼대학은 해양해사연구소(SMMI)를 2014년까지 설립하여 로이드선급, 영국정부 및 산업

계와의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SMMI : Southampton Marine and Maritime Institute

선급, 업계 및 정부 소속 300명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SSMI는 해양·해사관련 거의 모든 분야(선

박설계, 유체역학, 해양학, 예술, 사회과학 등)를 연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전문 산학연구소

가 될 전망임

올해에 항해학 과정 설립 150주년을 기념한 Plymouth 대학도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해양개발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등 영국의 해양·해사분야 교육기관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우스햄튼 대학,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전문 산학연구소 설립 (4.12 Fairplay)

국제해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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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급은 일본 선사 NYK LINE과 터키의 운항 관리회사인 SSMK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SEEMP) 적합증서를 처음으로 발급하였다고 발표 

* '11년 7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에 따라 '13.11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

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SEEMP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함

한편, 일본의 MOL사는 2011년 12월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세계최초의 SEEMP 적합증서를 발

급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중국 교통 운수부는 최근 독일 교통건축도시개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하이 항과 함부르크 항에 선

박용 육상전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

로 알려짐

항만 내 육상전력시설이 설치되면 기항 선박은 접안 

후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육상으로부터 필요한 전력

을 공급받음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양국은 우선 육상전력시설의 기술표준을 개발한 후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를 선발할 계획임

EU는 항만 내 접안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육상전력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화

하지는 않고 있음

일본선급,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적합증서 첫 발급 (4.13 Hellenic Shipping News)

중국과 독일 정부, 항만내 선박용 전력시설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4.17 Fairplay)

1. 국제해사동향

< 영국의 해양·해사분야 주요 대학 > 

대학명 전문분야

Plymouth University 항해, 기후변화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해운항만 관리

Strathclyde University offshore engineering

Portsmouth University coastal and marine resource management 

Cardiff University 해양정책 (해운, 항만, 해상교역)

Newcastle’s School of Marine Science 해사산업계 연구과제 발굴

City University in London maritime operations and management. 

Warsash Maritime College 항해학, 기관학

Fleetwood Nautical Campus 항해학

City of Glasgow College 항해학

SouthTyneside College 항해학, 기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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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해사동향

해적피랍 선원들, 선주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 소송 제기 (4.20 TradeWinds)

EU 교통장관,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3대 우선적 조치 발표 (4.25 Lloyd‘s List)

'09.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던 Maersk Alabama호(1,098teu)의 선원 11명이 미국법원

에 선주인 Maersk Line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동 선박은 케냐(몸바사 항)로 항해하던 중 피랍, 나흘 후 미군에 의해 구조

원고측은 Maersk Alabama호가 소말리아 연안으로부터 960 km이상 떨어져 항해 했어야 하나 

400km까지 접근함으로써 해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선주가 피해선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불면증, 의료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EU 교통장관(Siim Kallas)는 4월 24일 지난 2년간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여객선 안

전 강화를 위한 3대 우선적 조치(priority actions)를 발표함

유럽위원회(EC)는 7월 5일까지 12주간 의견조회를 실시한 이후 관련 기관과 업·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올해 말까지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한 EU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IMO의 여객선 손상복원성 기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EU의 자체연구결과를 올해 중 IMO에 제

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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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항행계획 수립

   - 선교진입 보안 강화

   - 구명조끼로의 쉬운 접근성 확보

2. 현장점검 강화(intensifying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 유럽해사안전청(EMSA)의 현장 점검 강화

   - 중점관리 대상 여객선을 선정하여 집중점검

3. 제도적 조치(regulatory measures) 

   - 여객선 안전강화 EU 법안 마련 

   - IMO에 여객선 손상복원성 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결과 제출 

   - 여객선 안전에 관한 IMO 규정 강화 추진

< 3대 우선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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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통포럼(ITF), 크루즈선 안전
(Safety of Cruise ship) 공동 성명서 채택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국제교통포럼에서 해사분야는 Titanic호 사고 100주기가 되는 올해초

에 발생한 코스타 콩코르디아 사고를 계기로 크루즈선 안전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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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협약(SOLAS협약)을 개정 예정

장기대책으로 위급상황발생시 선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승객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도록 선박의 

설계 및 구조기준을 개선(Passenger Ship Review Process) 등 여객선안전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IMO, 회원국 및 관련단체 등에 요청하였음

1.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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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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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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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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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들과 크루즈업계의 고위급 대표들은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2012 국제교통포럼 기간 중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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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Round Tabl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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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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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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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참석자들은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원인에 대한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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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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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the current provisions on safety of all cruise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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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각국의 제안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 Discussed proposals made by Germany as regards mandatory evacuation 

simulation, improved Rules on lifesaving appliances, strengthene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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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d these proposals for further discussion within the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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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정확도 제고 등의 독일정부 제안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IMO 회의시 위 제안에 대한 추

가적인 논의를 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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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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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specific needs, 

    - follow a goal based approach for enhance ship safety and 

    - allow for transparency in compliance.

 국제적인 강제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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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기울일 것

    - 강제기준 적용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 여객선 안전관련(Safety of Cruise Ships) 공동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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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2 배출통제해역 지정 
비공식 논의 중 (6.7 Lloyds List)

일부 EU 회원국들은 IMO 차원에서 CO2 배출

저감을 위한 시장기반 조치 도출이 실패할 경우

를 대비해서 EU의 독자적인 "CO2 배출통제해

역" 도입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EU는 현재까지 해운분야 CO2 저감조치는 

IMO에서 채택될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기본입

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IMO 에서 기준 도출

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EU 배출권 거래제도

에 해운분야를 포함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음

그러나 EU가 독자적인 CO2 배출권 거래제도

에 항공분야를 포함한 것에 대해 중국, 인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非 EU 해운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운분야를 EU 배출권거래제

도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일부 EU 회원국들은 해양오염방지협약

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산화물 배출통제해역과 

같이 CO2 배출통제해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대

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EU의 독자적인 CO2 배출통제해역에 관한 논의가 초기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IMO에게는 CO2 배출저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1. 국제해사동향

파나마운하청, 올해 7월 1일부터 
통항료 인상 추진 (4.26 Lloyd‘s List)

파나마운하 통항료 산출시 적용하는 선종이 현행 8종에서 "container/breakbulk ships", "chemi-

cal tankers" 및 "LPG carriers" 3가지 선종을 추가하여 총 11개 선종으로 확대 조정될 것으로 전

망됨       

* 현행 8개 선종 :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여객선, 기타

파나마 운하청은 선주 의견 조회(4.20-5.20), 공청

회(5.23)를 거쳐 통항료 부과를 위한 11개 선종을 결

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화물선, container/

breakbulk, 벌크선, 케미컬탱커, LPG탱커, 자동차 운

반선의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임 (나머지 선종은 현행 

요율 유지)

파나마 운하청은 통항료 인상은 파나마운하의 경쟁력

이 유지되고 기본적인 수준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함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는 

LNG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 지고, 케이프사이즈급 벌

크선이 곡물, 철광석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등 파나마 

운하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해운시장에서 사용되는 벌크선 크기 

 - Cape-Size(80,000 DWT 이상) :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서 남아프리카의 희망 

         봉을 돌아서 운항하는 선박

      - Panamax(50,000-79,999 DWT)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화물선

      - Handymax(35,000-49,999 DWT)/Handy-Size(20,000-34,999 DWT)

      - Supramax : Handymax와 Handy-Size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

파나마 운하

통항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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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니켈광석 선적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6.8 TradeWinds) 

前 핀란드 해사청장(Markku Mylly), 
유럽해사안전청장으로 선출

IG P&I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 니켈광석을 선적할 경우에는 선주가 사전에 P&I 보험사에 화

물관련 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양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선주들은 니켈광석 선적 전에 화물안전 및 검사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화물 관련 정보

를 P&I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함

IG P&I의 조치는 '10년 10월 이후 니켈광석 운송 벌크선 4척이 침몰한 원인이 화물의 적재 전 검사

가 부실하였고 화물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본선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 때문임

IG P&I는 니켈광석 적재 전 검사와 안전한 수송에 관한 규정이 IMO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MSBC Code)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유럽해사안전청(EMSA) 행정위원회는 핀란드의 Markku Mylly를 청장(임기 5년)으로 선출(6.8)

Markku Mylly는 핀란드 해사청장 출신으로 현 핀란드 항만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 업

무를 시작할 예정임

작년 11월 은퇴한 Willem de Ruiter(네덜란드)의 후임 결정을 위한 청장직위 공모에 IMO 해양환

경위원회 의장 Andreas Chrysostomou(사이프러스)와 청장 직무대행 Leendert Bal(네덜란드)

도 응모를 하였음

31｜ 국제 해사동향

유럽 조선·기자재 산업 양대 단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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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한 "SEA Europe" 을 출범시킴

유럽 18개국 22개 조선·기자재 관련 협회로 구성된 SEA Europe(연 1천억불 매출, 고용인원 50만

명) 향후 강력한 이익단체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SEA Europe의 초대회장으로 노르웨이 Kongsberg Gruppen ASA의 수석부회장인 Lars Gorvell 

Dahll이 선출됨

1. 국제해사동향

< Markku Mylly 신임 EMSA 청장 주요 경력 >

▶ 1987-1992 : 핀란드 해사청 도선사

▶ 1997-2003 : 핀란드 해사청 교통국장

▶ 2004-2009 : 핀란드 해사청장

▶ 2010-현재 : 핀란드 항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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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중량검사 
강제화 될 듯 (6.22 Lloyd's Li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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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차 IMO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7)에 컨테이너 화물의 본선 적재 前 중량

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해상인명안전(SOLAS)협약 개정안을 제출

33｜ 국제 해사동향

유럽 항만국 통제협의체, 
美 선급을 최고 선급으로 선정 (6.15 TradeWinds)

유럽해사안전청, 필리핀의 해기사면허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 예정 (6.20 Lloyd's List)

유럽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가 지난 3년간 실시한 항만국통제(PSC) 검사결과 미국선급 입급

선박이 가장 낮은 출항 정지율을(6,035척 중 1척만 출항정지)을 보였다고 발표 

노르웨이 선급에 입급된 선박은 PSC 검사 선박 12,725척 중 11척이 출항정지. 미 선급 다음으로 

출항 정지율이 낮은 선급으로 기록됨

최근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가입한 인도선급, 폴란드선급, 크로아티아 선급에 입급된 선박은 출

항정지율 기준 선급품질이 각각 12위, 16위, 17위로 기록(IACS 非 회원인 터키선급, 그리스 선급

보다 낮은 순위)

EU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해기교육기관이 난립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필리핀에서 발급된 해기면허증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

이에 따라 유럽해사안전청(EMSA)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필리핀 정부의 해기면허 관리 실태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여 필리핀 해기면허증의 인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올해 5월 1일자 행정명령을 통

해 정부내 해사분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을 지시한 바 있음

1. 국제해사동향

현행 SOLAS 협약 제6장 제2조는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는 

선장이나 대리인에게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서

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컨 화물의 실중량이 화주

가 신고한 중량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국제기준은 없다는 

것이 안건제출 이유임

따라서, 화주가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을 정확하게 신고하

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선 선체의 구조강도와 복원성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 미국 등의 주장임

* '07년 1월 18일 영국해협에서 좌초된 MSC Napoli호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중량조사에서 상당수의 컨테이너 화물이 신고된 

중량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발견됨

반면, 유럽하주협회(ESC)는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해 화물적재 및 고박 절차의 개선이 중요하며, 컨 화물 중

량 검사는 시행이 어렵고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4 A freight container containing cargo shall not be loaded aboard a ship unless 

the master or his representative and the terminal representative1 have the v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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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 weights shall be available sufficiently in advance of vessel loading to be 

used in the vessel stowage plan.”

※ 미국 등이 제안한 SOLAS 협약 개정안(제6장제2조에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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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운담당 차관, 황산화물 배출규제 
연기 필요성 제기(6.28 Sustainable Shipping)

국제선급협회(IACs), IMO 및 해운업계와의 
협력강화 추진 (6.29, TradeWinds)

영국 해운담당 차관(Mike Penning)은 '15년 1월 1일부

터 배출통제해역(ECA)을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황산

화물 배출량 0.1% 미만 규정은 시행이 연기되어야 한다

고 주장

Penneing 장관은 저황 연료유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우려 및 선박용 황배출 저감 장비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 연기를 주장하나, EU는 시행일 연기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

7월 1일 취임하는 국제선급협회(IACS) 신임 의장(Tom Boardley)은 인력을 보강하여 IMO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회원선급의 입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아울러, 선사들이 선박 평형수 신개념 선박건조기준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Boardely 의장은 해운업계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NYK社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Masamichi 

Morooka 국제해운회의소(ICS) 의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Morooka ICS 의장이 NYK社의 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Bordley IACS 의장은 同社의 유럽항로 부장으로 근무

하였다고 함

35｜ 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운회의소, 
모잠비크해협 추천항로 지정에 반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프랑스 외 7개국이 제58차 IMO 항해안전전문위원회( '12.7.2-6 )에 제안

한 모잠비크 해협의 IMO 추천항로 지정을 반대한다고 발표함

 ICS는 폭이 넓은 모잠비크해협에 추천항로를 신설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인근 연안국에 해상

교통 관제시설이 부족 및 추천항로 지정을 위한 통계자료도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임

각국 정부가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 상에 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IMO의 항로지정 일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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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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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주협회,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 반대 (7.9 Lloyds List)

미국, 황함유량 1%미만 연료유 
사용규정 탄력적으로 적용 (7.13 TradeWinds)

파나마운하청(ACP)은 올해 7월 1일부터 파나마 운하통항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선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시행일자를 10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일본선주협회는 논평을 통해 파나마운하청이 통항료 인상 시행일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인상계획 자

체를 철회하고 해운산업계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통항료 산정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일본선주협회는 '06년부터 '11년 5년간 통항료가 컨테이너선 63.6%, 유조선 51%, 벌크선 46.5%, 

자동차운반선 46.3%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항료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함

아시아지역 8개 선주단체를 대표하는 아시아선주포럼은 이번 일본선주협의의 논평에 앞서 통항료 

인상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파나마운하청장(Alberto Aleman Zubieta)에게 전달한 

바 있음

IMO가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한 북미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2012년 8월 1일부터 황함유량 1%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미국환경청(EPA)은 북미해역 운항 선박이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지만 저유황 연료유 공급이 가능한 항만에 입항하면 이를 구매

하여야 한다고 발표함

국제해운회의소(ICS)는 논평을 통해 미국정부가 배출통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사용에 관

한 규제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하지만 강화된 환경보호정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선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함

미국보다 먼저 연료유 황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입항선박의 연료유 샘플을 채취하

여 황함유량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37｜ 국제 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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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만국통제협력체 
2011년 연차보고서 발간

유럽항만국통제협력체(Paris MOU)는 새로운점검제도(NIR)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1년 항만국통

제 결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 새로운점검제도(New Inspection Regime, 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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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점검빈도와 강도를 강화해서 적용하고 일정기간 내 일정횟수 이상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은 입

항 자체를 불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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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도 1척으로 간주)는 3.4% 증가한 15,268척에 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점검이 수행

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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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각각 11.45%, 7.11% 및 2.6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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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11년까지 Black List 국가중에서도 출항정지율이 가장 높은 최고위험군 국가로 등록되

었으나, 2011년에는 단 1척만이 점검되어 통계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Black List

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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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속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69

건으로 전년 동기(163건) 대비 58% 감소함

* 반면, 아프리카 서부 기니灣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32건. 전년 동기(25건) 대비 28% 증가

해적사고가 크게 줄은 이유의 하나는 민간무장요원을 태우고 해적출몰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상선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해적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니灣 해역에서는 민간무장요원의 승선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올해 상반기 소말리아 해적사고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

국제해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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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운회의소, 해운산업의 녹색기후기금 
분담에 관한 IMF 총재 발언에 항의 (TradeWinds 7.20)

IMF 총재(Christine Lagarde)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천억불 규모로 조성될 녹색기후기금(GCF)의 25%를 항공과 해운산업이 분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발언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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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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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임

세계상선대의 80%를 대표하는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의장명의 서한(7.13)을 통해 IMF 총재의 발

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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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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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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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소식

41｜ 국제 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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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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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베이스이며, 운영비용은 회원국(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

다)이 분담 

Equasis는 서비스 개시 전인 9.27 프랑스 Saint-Malo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해서 스마트폰

을 이용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연하고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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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예상됨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의해 배출통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으로 지정된 북미해역

에서 올해 8.1부터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시행됨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10.3 북미와 하와이 연안을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개

정안을 채택함 

이에 따라 북미배출통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1.00% m/m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하여

야 하고, '15년부터는 황함유량 0.1% m/m 미만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2016년 이후 건조된 선박이 북미해역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기준치(Tier I)

보다 80% 이상 감소시켜야 함

한편, 가장 최근에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된 카리브해에서의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는 

'14년부터 시행됨

올해 1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선박정보 조회 가능 

북미해역에서 8.1부터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1. 국제해사동향

< Equasis 사용자 분포도 > < 북미배출통제해역(녹색실선 안쪽 해역) >

= 10,000명 이상        = 1,000-9,999명        = 100-999명       = 1 -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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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해사국 동향

英 교통부, 
주요 공항 승객 대상 보안검색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지난 6월 1일 영국 교통부는 주요 공항(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 and Manchester airport) 2만명 승객을 대상

으로 지난 11년 실시한 보안 검색(security screening)에 대한 설

문조사를 발표

조사 결과 약 93%가 보안 검색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응답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한 항목은 ① 줄서기(7%), ② 신발 벗는 것(6%), ③ 음료수 등 액체류 반입 

금지(5%) 등이나, 설문에 응한 승객의 68%는 특별히 불만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질문)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experience of the security screening used at the 
         airport today?

(질문) What aspect of the security screening were you least satisfied with?

< 설문 대상 영역 >

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불만은 없는지(satisfaction with     

    security screening)

② 가장 불만스러운 점(the least satisfactory aspect)

③ 검색을 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estimated queuing time)

④ 검색시 불편함을 참을 만한지(acceptability of any 

    inconvenience caused)

< 표1 : 보안검색대 통과시 만족도 조사 결과 >

< 표2 : 보안검색시 나타난 불만족 요인 조사 결과 >

TOTAL 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 Manchester

매우만족 66% 65% 67% 57% 58% 76%

만족 27% 28% 27% 32% 31% 18%

잘 모름 4% 4% 4% 5% 6% 3%

불만 2% 1% 1% 4% 3% 2%

매우불만 1% 1% 1% 1% 1% 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설문인원 20,593 5,453 4,361 4,311 1,392 5,076

만족 이상 93% 93% 94% 89% 89% 95%

불만 이상 3% 2% 2% 6% 5% 3%

TOTAL 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 Manchester

줄서기 7% 6% 9% 7% 12% 4%

보안 검색대
속도가 느림

4% 4% 3% 7% 3% 3%

신체 검색 1% 1% 1% 1% 0% 1%

가방 검색 1% 1% 1% 1% 0% 0%

불시 
가방 검색

1% 1% 1% 1% 0% 0%

액체류
반입 금지

5% 6% 6% 5% 4% 3%

신발 벗기 6% 6% 6% 5% 5% 3%

보안 요원
태도

3% 3% 1% 5% 3% 1%

액체류
구입을 위한
가방 구입

0% 0% 0% 0% 1% 0%

철저한 검색 1% 1% 1% 0% 1% 0%

기타 2% 2% 2% 5% 1% 3%

불만 없음 68% 68% 67% 62% 68% 8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설문인원 20,324 5,369 4,343 4,285 1,340 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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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해사국 동향

영국, 
8천만 파운드 교육용 범선 건조 계획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평균 5.1분(맨체스터 공항)~8.3분(런던 스텐스테드 공항)이며, 응답

자 중 13%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약 56% 정도가 5분~10분 미만 정도 대기, 10% 응

답자만 10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함

영국의 신문사인 Daily Mail이 '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목적의 범선이 민간기부 등을 통해 

2016년부터는 첫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의 여러 언론매체 등이 발표하였음

배의 길이 650피트, 마스트가 4개인 범선은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기부를 통해 현재 15백만 파운드가 조

성되었고, 앞으로 8천만 파운드 건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함 

이 범선은 약 200명의 청소년들이 승선 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해양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목적 및 외국 국

가수반이 방문할 때 의전용 숙소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함

보수당과 노동당은 이 범선 항해를 통해 민간해양 외교를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항해경험과 해양생

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며 범선 건조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검색이 참을 만 한 지에 대하여는 89%가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음

(질문) How long did you queue when waiting to be security screened?

(질문) Any inconvenience caused by the security screening was acceptable

TOTAL 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
Manches-

ter

0 13% 12% 17% 7% 15% 16%

1~5 분 56% 59% 56% 46% 49% 61%

6~10 분 20% 21% 19% 25% 22% 15%

11~20 분 9% 7% 7% 18% 12% 6%

21~30 분 1% 1% 1% 3% 2% 1%

31~60 분 0% 0% 0% 1% 0% 0%

1시간 이상 0% 0% 0% 0% 0% 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설문인원 20,585 5,447 4,372 4,305 1,390 5,071

평균대기시간(분) 5.8 5.5 5.4 8.3 6.6 5.1

TOTAL 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
Manches-

ter

충분히 견딜만 함 47% 47% 45% 36% 44% 61%

견딜만 함 43% 42% 44% 50% 43% 32%

잘 모르겠음 7% 7% 7% 8% 9% 5%

견딜수 없음 3% 3% 3% 4% 3% 2%

전혀 견딜수 없음 1% 1% 1% 2% 2% 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설문인원 20,312 5,415 4,299 4,255 1,381 4,962

< 표3 : 보안검색대 통과시 대기시간 조사 결과 >

< 표4 : 보안검색시 나타난 불편사항 수용 여부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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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STCW Manila Amendments에의한 

ECDIS 교육에 대한 고찰



특별기고

49｜ 특별기고

STCW Manila Amendments에 의한 
ECDIS 교육에 대한 고찰

채종주 조교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ISM Code : 회사는 국내 및 국제 규정에 적합한 자격과 증서를 갖추고 의학상 건강한 해상직원이 각 선박

에 배승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STCW : 각 주관청은 선사로 하여금 자선의 선원이 자기 선박에 임명된 즉시 자신의 특정임무와 모든 선박의 

배치, 설비, 장치, 절차 및 일상 업무 또는 비상임무에 관련되는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을 것을 책임지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ECDIS의 사용을 해기능력표에 규정하고 있다.

 항해사는 STCW 협약상의 Generic ECDIS 교육을 통하여 ECDIS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사용법, 주의사항, 항해계획 등 ECDIS에 대한 모든 이론 교육

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IMO Model course 1.27  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40시간, 5일)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Type specific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단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항해사가 승선

할 선박에 설치된 ECDIS의 친숙화 교육이다. 

1) Generic ECDIS Training

 2012년 4월 31일 ~ 5월 4일 런던에서 있었던 IMO STW 제43차 회의에

서 Generic ECDIS 교육을 위한 IMO Model course 1.27을 개정 작업을 

진행 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ECDIS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과 ECDIS 

Training을 위한 교육장비 요건의 완화였다. 더불어 Generic ECDIS 교육

시간을 40시간(5일)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 1의 Course time-

table과 같다.   

 IMO Model course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국제적으로 선원교육에 대한 기

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싱가폴, 파나마,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IMO model course의 40시간(5일) 교육 요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Type specific ECDIS familiarization 

 현재 기국별로 Type specific 교육을 선사에서 어떻게 항해사에게 제공해

1)

2)

4)     

1. 서론

 2010년 6월 25일 IMO STCW Manila Diplomatic Conference를 통해 STCW 

2010 Manila amendments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시작된 STCW 

95의 전면 개정 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개정 협약은 2012년 1월 1일부로 발효 되었

다. 2010 Manila Amendments는 기존의 STCW 95 협약 내용에서 의미의 혼란

을 가져오는 사항의 수정, 새로운 훈련기준 삽입, 선원 최소 휴식 시간 규정 등 다양

한 사항을 변경, 개정 또는 신규 삽입하였다.  

 여러 개정사항 중 항해사를 위한 ECDIS 교육이 강제 교육사항으로 STCW A/

II에 삽입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ECDIS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에 승선

하는 모든 항해사는 Generic과 Type specific ECDIS familiarization(이

하 Type specific 교육 이라함)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각 당사국

은 Generic과 type specific 교육을 협약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동 교육의 기간, Type specific 교육의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동 기고문에서는 ECDIS 교육 대해서 IMO STW  

제43차   회의 내용 및 여러 기국회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Generic ECDIS 교육은 STCW Manila amendment regulation II/1, II/2, II/3, 

section A-II/1, A-II/2, A-II/3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Type specific 

교육은 ISM code section 6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ECDIS 교육의 IMO 협약상 근거는 다음과 같다. 

SOLAS :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개별 선박에 대해서, 해상에서 인명 안전의 견지

에서 모든 선박이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를 해야 한다.

1) 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43)
2) SOLAS, chapter V, regulation 14

3)  ISM Code Part A 6.2(Resources and personnel)
4) STCW(Manila amendments) Chapter I Regulation I/14. 1.5
5) STCW(Manila amendments) Code A Table A-II/1, Table A-II/2, Table A-II/3
6) Operational use of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s(ECDIS, 2012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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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STW 제43차 회의 중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일본, 중국, 호주 AMSA의 대표단과 관련 사항을 문의 및 협의 하

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동 교육의 기간은 아직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보통 1일 또는 2일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ICS)

동 교육은 선박에서도 시행될 수 있으나 본선의 선장이나 항해사가 아무런 교육의 틀을 갖추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교육을 위한 시스템

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러한 시스템은 ECDIS 

교육 관련 Check list, 교육의 증거, 교육의 결

과, 명확한 교육시간에 대한 언급, 교육 후 관련 

증서 가 있어야 함.(AMSA)

교육 증서는 선사에서 자체 발행 할 수 있음. 

단, 명확한 교육의 증거와 결과를 제시할 수 있

어야 함. (일본, 중국)

선사에 자체 교육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교

육 강사가 ECDIS제조사로부터 Type Specific 

교육을 받은 후 항해사에게 교육 시행 할 수 있

음. 이러한 경우 제조사가 동 교육 강사를 지정

하면 됨. (일본, 중국, AMSA) 

제조사가 E-learning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더불어 제조사가 장비에 대

한 교육용 CD/DVD제작 배포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아직 Type specific 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의 논의 결과가 기국 및 관련 기관에서 공

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더불어 여러 STW 제43차 참가 대표단들은 모든 항해사가 제조사로부

터 직접 교육을 받거나, 제조사의 교육 강사가 새로운 항해사가 승선할 때마다 직접 선박에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선사 및 선사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조사가 ECDIS 모델에 대한 교육 CD/DVD 제공, e-learning 프로

그램 제공, 선사에 자체 교육 시스템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선사의 강사를 type specific 교육 강사로 인정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3) ECDIS 교육 시행 시 고려사항

(1) Generic ECDIS 교육 시간

 Generic ECDIS 교육의 변수는 교육의 시간(기간)이다. 대부분의 기국에서 Model course 1.27에 따라 

40시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도 5일 또는 40시간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증서에 그 기

간이 기입되도록 하여 추후 PSC 또는 기국 검사에 의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급한 바

와 같이 Model Course 1.27에서는 Course Timetable에서 Generic ECDIS 교육을 최소 5 days, 40시

간으로 언급하고 있다. 

(2) Type specific ECDIS familiarization 교육 지침

 동 교육에 대해서 현재 PSC, 선급 등에서는 Type Specific 교육의 제공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 협약에 의한 특정 교육 방법을 강요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 주요한 선박 기

국에서는 기국회보를 통하여 항해사의 ECDIS 교육에 대한 지침을 공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CDIS를 설치한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항해사는 IMO Model course 1.27에 의한 승인된 generic ECDIS 

교육을 받아야 함. 

Type specific 교육은 제조사, 제조사가 승인한 agent 또는 교육 강사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음. Trickle 

down방식   교육은 장비의 성능에 대한 완벽하지 않은 지식이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Type specific 교육은 선사에서 선박 친숙화 교육의 일부로서 제공 될 수 있으며, 이때 교육 강사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agent가 지명한 교육 강사여야 함.

Type specific 교육은 제조사가 승인한 agent 또는 교육강사 교육을 받은 강사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음

 정리해보면 Type specific 교육은 제조사, 제조사가 승인한 Agent 또는 교육 강사에 의해서 ISM Code의 

선박 친숙화 교육의 일부로 시행되어야 함을 기국에서는 언급 하고 있다.

 Type specific 교육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Major Inspection   이다. Major 

inspection도  근본적으로는 국제협약의 요건을 기준으로 검사를 시행하나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이 시행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type specific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요건을 요구 한다면 탱커선을 운항

하는 선사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IMO 협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

황에서 특정 기업이 강화된 교육 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IMO 협약 기준과 명확한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

는 여러 선사에 혼란 및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따라서 동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3년에 있을 STW 제44

차 회의에서 type specific 교육에 대한 지침의 개발 제안과 함께 상세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    에 대한 고려

7)  (PANAMA, MERCHANT MARINE CIRCULAR MMC-218)
8) 본선의 ECDIS 장비를 기 숙지하고 있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새로운 항해사에게 구두로 작동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
9) (MCA, MIN 405 (M+F), UK)
10)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Shipping Circular to ship owners No.3 of  2011
11) Bermuda shipping Notice 2011 - 010
12)전 세계 주요 Major Oil Company가 (ie BP, Shell, Exxon Mibile etc) 자사 화물을 선적할 예정인 유조선에  
    대해서 시행하는 안전검사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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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을 정비해야하고 신규로 시행되는 교육은 STCW 협약의 요건 및 IMO Model course

의 요건에 따라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CDIS system이 선박에 강제화되어 설치되고 있고, ECDIS를 

활용한 항해는 안전항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를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협약

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 IMO A 이사국 및 

해운 강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더불어 선박의 안전항해에 문

제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VIMSAS(A.946(23))는 2003년 IMO 총회에서 승인되어 2015년 1월 1일 부로 시행 예정인 제도로서 해사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 기국이 IMO 강제 협약을 자국법으로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VIMSAS 

auditor가 검사하는 제도이다. 이 검사는 IMO 강제협약 적용의 관리, 검증, 피드백 및 전체 절차를 검사하

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56개 국가가 수검을 받았다. VIMSAS가 예정대로 2015년에 시행된다면 각 

기국의 STCW 협약에 의한 교육사항들이 검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준과 차이

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수행되던 교육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

되는 STCW협약에 의한 교육과정에 대한 검증이 VIMSAS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이러한 수검을 대비

하여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요건들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ECDIS 교육이 STCW Manila amendments에서 강제화 되면서 각 기국에서 Generic 및 type specific 

ECDIS 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IMO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여

러 기국에서 발행한 회보 그리고 2012년 STW 제43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Generic ECDIS 교육을 위한 IMO Model course(1.27)가 2012년 STW 제43차 회의에서 개정 및 채택되

었으며 동 Model course에서는 교육시간을 최소 40시간(5일)을 요구하고 있다. 

Type specific 교육은 현재 명확한 지침이 IMO 협약 또는 Model course상에 없으며, 다만 각 기국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회보를 발행하고 있다. 국제협약, 기국회보 및 STW 제43차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Type 

specific 교육은 회사의 책임으로 ISM code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며  교육 시행방법은 제조사 직접시행, 제

조사 지정 agent가 시행, 제조사 지정 교육강사가 시행, 제조사가 제작한 CD/DVD를 통한 시행 그리고  컴

퓨터를 이용한 e-learning등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국회보에서는 언급 하고 있다. 

현 시점에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라 비용 및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제조사가 직접 모든 교육을 시행하는 것 보

다는 제조사가 지정한 교육강사에 의한 시행, 제조사가 제작한 CD/DVD등을 이용한 교육 시행, 또는 e-

learning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Type specific 교육에 대한 지침 개발을 2013년 STW 제44차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논의가 되도록 하여, 

동 교육의 시행에 대한 혼선을 막고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기국은 VIMSAS를 통하여 STCW 협약에 의한 교육제도를 수검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약에

서 요구하는 요건의 만족 여부가  검증 될 것이기 때문에 각 기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의 요건을 

13)   

13)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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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eriod(2.0 hours) 2rd Period(2.0 hours)

Day 1

Elements of ECDIS
1. Course introduction & familiarization  
   plan
2. Purpose of ECDIS
3. Value to navigation
4. Correct & incorrect use

5. Work station start, stop & layout
6. Vessel position
7. Position source

Day 2

11. Chart quality & accuracy 
12. Chart organization 
Watchkeeping with ECDIS
13. Sensors
14. Ports & data feeds

15. Chart selection
16. Chart information

Day 3
20. System & position alarms
21. Depth & contour alarms

ECDIS Route Planning and Monitoring
22. Vessel maneuvering characteris-
tics
23. Route planning by table

Day 4
27. Additional Navigational Information
28. Route schedule
29. User charts in route planning

ECDIS Targets, Charts & System
30. ARPA/Radar overlay
31. AIS functions

Day 5
34. System reset & backup
35. Archiving ECDIS
data and data logging

ECDIS Responsibility & Assessment
36. Responsibility

3st Period(2.0 hours) 4rd Period(2.0 hours)

8. Basic navigation
9. Heading & drift vectors
10. Understanding chart data

Ex.1 Simulator exercise open sea
      (basic integrated navigation)

17. Changing the settings
18. Chart scaling
19. Information layers

Ex.2 Simulator exercise coastal waters  
      (chart display settings)

24. Route planning by chart
25. Track limits
26. Checking plan for safety

Ex.3 Simulator exercise coastal & 
       estricted waters
       (navigation alarms & route  
       scheduling)

32. Procuring & installing chart data
33. Installing chart corrections

Ex.4 Simulator exercise restricted 
       waters 
       (advanced integrated navigation   
       with ECDIS)

37. Effective navigation with ECDIS
Ev.1 Written evaluation

Ev.2 Simulator exercise coastal & 
       restricted waters
       (underway ECDIS navigation
       assessment)

IMO Model course 1.27 Course Timetable 

5 days, 40.0 hours minimum Source : IMO Model Course 1.27 (2012 Edition)

Peri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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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파나마운하 확장 대비, 
한-페루 MOU체결 등 남미 항만건설 시장 개척 박차

 최근 높은 성장률 보이면서 SOC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남미 지역의 항만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남미 지역의 신규 항만개발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해외항만협력단*」을 구성하고 7월 2일(월)부터 7월 9일(월)까지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를 방문하

여 항만분야의 건설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항만협력단 : 국토해양부(항만정책관 외 2명), 관심 업체 등 총 9명

 2014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의 완공이 예정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1만 2천TEU급 이상 대형 선박이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남미 동부 항만의 

허브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와 남미 국가와의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폭 32m, 흘수 12m, 4,500TEU → (개선) 폭 49m, 흘수 15m, 12,000TEU

 이에 국토해양부는 우리 물류 기업의 남미 진출과 항만분야의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남미 3개국의 주요 발

주처와의 면담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항만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항만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SOC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항만분야에서는 

신항만 건설, 운영권 재입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교통공공사업부와 항만청 관계자를 만나 우리 정부가 '11년 우루과이 정부와 체결한 MOU

에 따라 지원 중인 "우루과이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한국의 항만개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우루과이는 포화상태인 Montevideo항을 대신할 신항으로 Punta de Sayago항의 개발을 계획 중이

며, 본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해외항만개발 협력 사업을 페루로 확대한다. 페루 교통통신부와 "항만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항만도 한류! 부산항 건설 노하우로 남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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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항만 개발 사업을 발굴,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우리 기업의 남미 항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간 MOU 체결 및 기술 협력·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는 사업 타당성조사 또는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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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전략대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방안 논의

 IMO 회의 전략대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국

내 전문가 합동 토론회가 2012년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골든스카이 리조트(인천 영종도)

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주관하에 열린 본 토론

회에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한국선급,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목

포 해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한국선주협회, 조선기자재연구

원,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민간·산업계의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였다.

 IMO 국내 전문가 합동 토론회는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의제를 개발

하고, 현 우리나라의 IMO 대응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토론회 기간 중 아래의 세가지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정·관·산·학 전문가들의 토론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의제 아이템 발굴

 - MSC 90에서 채택된 작업계획(Working Programme)을 중심으로 2013년도 IMO 연구개발과제를 선

정하였고, 또한 현 개발 중인 의제연구과제에 대한 적절성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② 현 IMO 대응체제의 개선방안 발굴 

 -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용역 체제의 개선 방안* 및 IMO 회의 준비 참여 대응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 졌다.

* 용역금액, 참여기관, 용역비 배분방식, 용역 수행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용역수행의 애로사항, 정부지원 필요사

항 등

③ 효과적인 IMO 의제문서 관리 방안

IMO 국내 전문가 합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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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논의 의제의 효과적 관리 방법 및 IMO Korea 등의 사용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상기 논의 사항에 대한 토론 결과는 즉시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용역 점검회의를 통해 現 용역 수행과제및 기관별 조치사항, 역할분담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

불어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IMO 합동 전문가 토론회 실시 후, 이번 토론회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

교 검토하여 내년도 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상기 주요 주제 토의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IMO회의의 주요논의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oal Based Standards, GBS) 및 전자항해시스템(E-navigation)에 대한 특별 

강의를 준비하여 전문가간 정보 공유의 뜻 깊은 장 또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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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독보적 기술 확보

 국토해양부는 7월 18일 삼건세기(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라즈마 방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하

여 형식승인 증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ARA Ballast 선박평형수장치'는 플라즈마의 충격파(shock wave)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미

생물을 살균하는 독보적인 기술로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제품으

로 시험기관에 의해 증명되었다.

 국토해양부는 동 장치의 형식승인을 위하여 학계 및 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른 모든 검사에 합격하여 정부형식승인 증서를 교부하였다.

 삼건세기(주)는 동 장치를 개발하는데 4년 6개월의 개발기간과 약 4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형식승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세계 80조원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

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제품이 조기에 양산되어 세계 선박평형

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험방법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세계 모든 선박이 선박평형수(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탱크에 채우      

    는 물)를 배출하기 전에 미생물을 반드시 살균 소독하고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살균 소독 장치는 전세계 약 25개 제품이 IMO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방식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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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

을 '13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

화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ℓ당 345원, 연간 약 290억)을 지급해 오

고 있으며, '12년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해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고, 정부는 업계의 유

류비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결정으로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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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6월 5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선주협회, 해운조

합, 선박관리업협회 등 관계기관 및 업·

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이력

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은 작년 6월부터 

자동차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

차 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

로「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선

박(9천3백여척)의 등록, 검사, 사고, 말

소 등 라이프타임 이력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 시연회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선박 안전운항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해사안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과 연간 시행계획(2012년) 수립·시행의 원년을 맞이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선박 안전운항 저해요인과 취약분야를 선별적으로 중점 관리하기 위한 것이

라고 그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현행 "PSC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으

로 기능을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해운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 및 여객 운송

에 종사는 3천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9천3백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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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선 용선제한 강화, 자사선 확보기준도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화물운송사업 선령제한 완화,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 자사선 확보기준 마

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개정 내용】

① 선령제한 규제완화(「내항화물선 선

령제한에 관한 고시」개정)

(현 행) 연안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

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

은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

록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선사가 영업유지 차원

에서 등록된 선박을 폐선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으

로 선령을 제한함에 따라 영세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유조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중선체"가 의무화 되었으나, 선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중선체로 

교체에 어려움 발생

(개 정) 이미 등록된 연안화물선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아래 예외사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15년 이상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연안화물선으로 등록가능

②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개정)

(현 행) 국적 연안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

* (용선절차) ①용선신청(투입예정일 20일전) → ②적합국적선박 조회(적합선박이 있는 경우 심의 없이 용선 불허) → 

③용선심의위원회 심의 → ④허가

 - 그러나, 용선신청시기가 촉박*할 뿐만 아니라 용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국적선 용선허

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되어 본래의 국적화물선 보호·육성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

* 투입 20일전에 용선신청이 이루어져 국적적합선박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

(개 정) 외국적선 용선시 신청서 제출시기를 조정(20일→40일)하고 미준수시 신청반려규정을 명시

 - 아울러, 외국적선 용선 심의시 무분별한 용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강화

③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내항해운에 관한 고시」개정)

(현 행)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

기준이 없음

 - 이로 인해 선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

퍼니로 인한 불공정 사례 발생 및 확대 추세

(개 정) 연안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보유톤수인 500톤의 50%인 250톤 이상을 자사선으로 확보

 -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선령제한 규제완화, 자사선 확보기준은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외국적선 용선제

한 강화는 화주기업들의 일시적 선박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연안선사가 선박대체가 쉬워져 안정적인 영업유지가 가능해지

고,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용선제한을 통해 국적 선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령제한 완화로 연안화물선 선박대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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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 예외 인정사항≫

①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인 경우

②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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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침몰(각 13건), 조난(15건)사고는 주로 태풍 등 기상 악화시 발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8월 24일 '8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8월중 해양사고가 

총 312건(371척, 인명피해 8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8월에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소형선박 전복·침몰, 계류선박의 표류 등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

으로 보인다며 8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기상 악화시 소형선 운항자제로 전복사고 예방!, 계류선박 관리 

철저!, 항해선박은 황천항해 준비(적재물 고박 등)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

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8월에 발생한 총 312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 113건(36.2%) ▲

충돌 52건(16.7%) ▲좌초 25건(8.0%) ▲안전저해 24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물선은 선저폐수·선박평형수 등 배출전 배출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와 탱크내 유성혼합물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양오염물질이 해상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유조선에서는 저녁시간(20-24시)에 초임 항해사가 당직을 설 경우 선장이 조선을 지휘하고 주변 견시

원을 추가 배치하여 경계소홀 또는 항법 오판에 따른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은 주로 과도한 장력이 걸린 계류줄·예인줄·어망줄의 절단에 따른 사고와 선

박 사이를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 후 실종되거나, 작업시 보호용구 미착용에 따른 감전 및 크레인 안전사

고 등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인명피해 : 총 89명(사망·실종 36명, 부상 53명) ⇒ ▲충돌 36명(40.4%) ▲인명사상 29명(32.6%) ▲

접촉 9명(10.1%) ▲침몰 8명(9.0%) 등의 순

8월, 
기상악화시 소형선 운항자제, 계류선박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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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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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주요법령제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12.6.26] 
[국토해양부령 제481호, 2012.6.26, 일부개정]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받은 자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

는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 시 요구되는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함

선박의 최대 속도가 25노트 이상인 경우에는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

의 잘 보이는 곳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톤수 50톤 미만인 선박"을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으로 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압류권자ㆍ공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을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

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나목 중 "압류권자ㆍ공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인"을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I. 개정사유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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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 제3조 또는 제 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비고 :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의 게양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 

        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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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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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6.27]
[국토해양부령 제483호, 2012.6.27, 일부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23호, 2012.6.29, 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

11321호, 2012. 2. 17. 공포, 2012. 7. 1. 시행)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박관리산업 인증

센터의 지원업무 범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8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인증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서류

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도모함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4, 별표 20 및 별지 제51호서식)

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 중 승양기 장비 보유 대수를 3대에서 1대로 감축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인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근무경력도 전공 분

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정 수수료 폐지(안 별표 32 제2호 삭제, 별지 제55호서식,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

2서식)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각각 폐지하여 민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처리기간 단축(별지 제51호서식)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를 21일에서 14일로 단축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제2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중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추진계획,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및 제5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

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 한국선주

협회의 장,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하도록 함.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구체화(안 제7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는 인증신청의 접수 및 인증심사 업무 외에 인증기준에 대

한 개발ㆍ연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ㆍ조사 및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인증

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안 제10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자료의 관리,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

한 상담ㆍ지도,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I. 개정사유 I. 개정사유

II.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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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2.7.1] 
 [국토해양부령 제482호, 2012.6.26,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3897호, 2012.6.29, 일부개정]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화물선이 발급받는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및 화물선안전설

비증서를 하나의 화물선안전증서로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수면비행선박(WIG)의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및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 용어

를 명확화하기 위함

제5조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함

제23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제69조제1호 중 "공기부양선"을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으로 함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4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간란 변경

선박용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1일

로, 그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함

바다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에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

는 다른 도서 간 해역을 포함하여 바다목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의 요건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유선ㆍ도선사업자가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를 정하는 경우 그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

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함

유선사업의 경우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유선ㆍ도선사업 중간 기착

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선ㆍ도선 및 비상구조선의 인명구조용 장비에 드로우 백(throw bag) 추가(안 제17조 및 제18조)

물에 빠진 승객 등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유선ㆍ도선에는 구명줄뿐만 아니라 드로우 백

을 갖추도록 함

비상구조선에는 구명줄 대신 드로우 백을 갖추어 두도록 함.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 신설(안 별표)

유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

액을 100만원으로 정함

I. 개정사유 I. 개정사유

II.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 라목의 개 

        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우수사 

        업장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 

        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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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병주)은 오는 6월 22일 스마트폰 기반 DGPS

해양정보 시험서비스를 군산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항법보정시스템)

란 GPS의 30m 위치오차를 1m 내외로 보정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어민들을 포함하여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은 해양

DGP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 구입 및 주기적인 전자해도를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스마트폰 DGPS 해양정보 서비스'는 이용자가 DGPS 단말기와 블루투

스 통신으로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를 해도상에 무료로 누구나 손쉽게 사

용할 수가 있다. 

 주요 기능은 해도상에 자신의 위치를 DGPS 기반으로 볼 수 있고, 이동 경로 관리, POI(관심지점, Point of In-

terest) 설정, 긴급구조 요청 기능 및 증강현실(增强現實, augmented reality) 기능을 통해 쉽게 해양 정보서비

스를 볼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시험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해양사고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문자(SMS)로 보내 신속한 대처가 되

도록 하여 해양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김영복)에서는 부산북항에 크루즈 부두와 국제여객부두를 축조하는 

공사를 2012년 5월 18일 착공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의 부산북항 3부두와 4부두를 연장하여 국제여객부두 718m와 크루즈 부두 360m

를 축조하는 공사로 566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30개월로서 2014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10만톤급 크루즈선 1척과 여객선 2만톤급 5척, 500톤급 8척이 동

시에 접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선은 영도 동

삼동에 있는 8만톤급 규모의 크루즈부두를 이용하였으

나, 앞으로는 도심지인 부산역 전면에 크루즈부두가 들

어섬으로서 대형 크루즈선이 부산북항에 바로 접안하

게 될 것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그간 부산항은 컨테이너 선

박이 주로 접안(2010년 기준 73%)하는 항만이었으나 

앞으로는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과 더불어 초대형 크루즈선박이 접안함으로써 

부산항의 달라진 위상과 함께 새로운 볼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1 : 10만톤급 크루즈선은 전체 길이가 300m이고 배의 폭은 40m 규모의 대형선박이며, 이 선박이 접 

       안하는 크루즈부두는 연장이 360m이고 전면수심은 (-)12m이다. 

주2 : 2만톤급 여객선의 규모는 전장이 180m이고, 선폭은 25.7m 규모의 선박이며, 1선석이 차지하는 여 

       객부두는 연장이 240m, 전면수심은 (-)9m이다. 

주3 : 500톤급 여객선은 기존 3부두 내측에 4척이 접안하고, 새로 만드는 부유식 접안시설에 4척이 접 

       안하게 된다. 

해양위치정보 스마트폰 이용 더욱 정확해 진다. “부산 북항에 10만톤급 크루즈선 접안”

◆ 22일 시험서비스 시작... 어업,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기대 ◆ 크루즈부두 및 국제여객부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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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6월 20

일(수)부터 6월 21일(목)까지 이틀간 관내 사

업장에 대한 현장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2분기 선원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진행

되는 이번 현장근로감독은 2분기 선원근로감독 

대상인 28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을 선정하

여 이루어지게 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현장 선원근로감

독을 통하여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선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선원근로감독을 통하여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대표를 검찰송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선원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분기 1회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조사

와 현장 근로감독의 병행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노종)은 SK3부두의 대형선박 입·출항시 소형선박을 포함한 제2항로 항해선박의 통

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통항신호등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SK가스(주)에서는 저장시설 확충에 따라 SK3부두를 최대 5만톤급 액체화물선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난 3월 증

대시켰다. 그러나 SK3부두 대형선 입항시 제2항로 입구가 20~30분 정도 막힘에 따라 해상교통 혼잡 및 출항선박

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생포항 내 정박된 유조선 및 소형 선박들의 출항시기를 알려주는 

통항신호등을 2기 설치하기로 하였다.

  통항신호등은 세로로 배열된 3개 등화와 LED 전광판이 설치된 철탑 구조로 SK2부두 및 항무선부두에 설치되

었다. 국제기준에 의한 7개 통항신호 중 3가지 신호로 간소화 하여, SK3부두에 대형선이 접안할 때에만 해상교통

관제센터에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원격 제어한다. 육지의 신호등과 같이 녹색 신호와 함께 통항가능(영문으로는 

PASS) 표시가 나타나면 출항해도 좋으나, 적색 신호와 함께 통항금지 또는 긴급상황(영문으로는 STOP) 표시가 

나타나면 제2항로 입구가 막혀있다는 신호이므로 기다렸다가 출항하여야 한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통항신호등의 조기정착 및 이용선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

새포항 내 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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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체불 근절 노력 울산항, 국내 최초로 통항신호등 운영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현장 선원근로감독 실시 ◆ 제2항로 항해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통항신호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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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내 해사동향

 팔미도 도선사 대기지 마련으로 인천항 입항 선박에게 신속하고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도선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도선서비스 : 해상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변화무쌍한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도선사가 탑승하여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선서비스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7월 18일(수)

부터 팔미도에 도선사 대기지를 마련하고 도선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인천항 도선지점 인근에 위치한 팔미도에 도선사와 도선선을 24시간 대기시킴에 따라 인천항 입항선박에 도선사

가 5분내로 승선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도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선선의 운항거리가 짧아짐

에 따라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도선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기존에는 도선사 승선에 30분이 소요되었으

며, 2011년의 경우 풍랑 등 기상악화로 연안부두에서 

팔미도 인근 도선지점까지 도선선이 운항하지 못해 약 

300여척의 선박이 입항을 못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팔미도에서의 도선서

비스 제공이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편의 증진은 물

론 더 나아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 있어 인천

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7월 26일 (주)JH페리에 인천-백령항로 신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교부함에 

따라 7월 27일부터 「하모니플라워호」가 인천에서 첫 출항을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 인천-백령항로에 대하여 선박 계류시설과 여객 편의시설의 확보를 조

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교부한 바 있다. 해상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선박 접이안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면허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본 면허를 교부하였다. 

 여객 564명과 차량(승용차 기준 68대)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초쾌속 카페리 선박인「하모니플라워호(총톤수 

2,071톤)」는 매일 오전 8시 50분 인천을 출발하여 소청도·대청도·백령도까지 총 123해리(약 228Km)의 항로를 

36노트(Knots)의 속력으로 운항(약 3시간 40분 소요)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운임은 인천-백

령구간 편도가 일반인 65,000원(인천항 터미널 이용료 제외시), 차량의 경우 218,000원(중형승용차 기준)이다. 

 현재 인천-백령항로에는 프린세스호(312톤, 여객정원 362명), 데모크라시5호(464톤, 여객정원 358명), 마린브

릿지호(299톤, 여객정원 360명) 등 3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취항과 동시에 마린브릿지호

를 운항 중단할 예정이어서 총 운항선박은 3척으로 선박 운항척수에는 변동이 없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하모니플라워호는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 대상(2,000톤 미만선박)에서 제외됨에 따

라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일수 감소로 도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차량과 주요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함으로

써 물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의 취항이 선박의 대형화와 카페리화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천항 도선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다!인천~백령항로 7월 27일부터 대형여객선 시대 열려

◆ 팔미도에 도선사 대기지 설치 … 신속성↑, 전천후 서비스 제공◆ 인천항만청, 여객운송면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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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http://www.imokorea.org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

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월 12일 여

수세계박람회 폐막식에 맞추어 8월 11

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Mr. Koji 

Sekimizu)을 초청했다.

 IMO는 세계 17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의 인명안전과 해양오염예방

을 위한 각종 국제기준을 정하는 UN산하 

전문기구이며, IMO 사무총장 코지 세키미

즈씨는 올해 1월 1일부로 제7대 IMO 사무

총장에 취임했다.

 이번 방한을 통해 IMO 사무총장은 여수엑스포 폐막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축하

하고, "여수선언포럼"에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UN해양

법협약(UNCLOS) 제정 30주년 행사"에 참여해 국제 협약을 통한 해양의 성공적 관리와 국제해운의 안정적 발전

을 축하였다.

 또한, 코지 사무총장은 8월 13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를 방문하여, 실습선 한바다호 세미나실에서 학생

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의 미래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코지 사무총장은 이날 특강에 이어 국내 유일의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양대의 해사산업 및 관련 교육 인프라를 둘

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총장의 한국해양대학교 방문은 전임 윌리엄 오닐 

사무총장이 2002년, 미트로폴로스 사무총장이 2004

년과 2010년 두 번 찾은 데 이어 역대 네 번째 이뤄지

는 것이였다. 

87

IMO 사무총장, 
여수엑스포 방문 및 한국해양대 특강
◆ 韓-IMO간 해사분야 협력 강화 및 고급 해양교육 인프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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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032-260-2265 / 이메일: msrc@kst.or.kr

문의사항
전화 : 032-260-2281

*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

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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