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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극지운항선박 안전코드(Polar Code) 개발

• 최근 북극해뿐만 아니라 남극해역에서도 선박 운항의  

증가 및 해상 작업의 증가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코드를  

개발하여 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증가되는 바, 극해 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

(Polar Code)를 제정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논의 사항은 온도정의, 카테고리 C선박의 대빙구조, 적

용시점, 승인 및 채택을 위한 스케줄, 각 장별 초안내용이 논의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이 

도출되었음

• 온도 정의

 - 아르헨티나, 캐나다 제안을 바탕으로, 운항온도(PST1))와 통계최저일일저온도(MLDLT2))를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함 (당국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념인 MLDAT3)를 바탕으로 한 온도 설정에 대해 제안

을 하였으나, 평균개념에 대한 모호함을 들어 최종적으로 MLDLT로 결정됨)

• 회의명 : 제1차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  

(1st Session of the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ub-Committee, SDC 1)

• 일시/장소 : 2014. 1. 20 ~ 1. 24(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Disp.-Ing. Anneliese Jost(독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70)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5), 비정부간 기구(31) 등  

                           630여명 참석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회의결과
IMO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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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방운항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

• 안전한 운항을 위해 A,B 이외의 빙지역을 운항하는 카테고리 C선박도 대빙구조를 갖추도록 구문 

수정됨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MSC93차 및 MEPC66차에서 다루기로 함

2. 1969 톤수협약의 신뢰성 및 통일적 이행 확립을 위한 규정개발 

• 강선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수측정 방법의 명확화

 - 톤수협약 Reg.6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진 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TM.5 Circ.

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 변경·개조를 통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범위의 조정

 - 현행 1% 변경기준 적용의 문제점 및 2%의 조정안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

하므로, TM.5 Circ.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 선원거주구역 감톤제도 도입 방안 개발

 - 본 사항과 관련한 독일의 제출문서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중요성

이 다시 제기됨

 - 이에 작업반은 감톤 요건의 최소한의 기준, 거주구역의 명확한 정의 등 시행방안의 개발 이전에 선행되어

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함 

3. 2세대 비손상복원성기준 개발 

• 파라메트릭 롤 및 순수 복원성 상실, 브로칭 등은 상당히 통일안에 근접하였으나 과도한 가속

도 및 Dead Ship Condition은 현재 기준안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따라서 1, 2단계 기준은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획을 따르기로 함

• 향후 2 세대 복원성 개발은 아래 추진 계획에 따르기로 합의함

 - 파라메트릭 롤, 순수 복원성 상실, 브로칭 1, 2단계 기준 : SDC 2

 - Dead Ship Condition, 과도한 가속도 1, 2단계 기준 : SDC 3

 - 1, 2단계 기준에 대한 설명서 : SDC 3

 - 직접복원성 해석, 운항지침 : SDC 4

 - 잠정안 적용 후 관련 기준 보완 : SDC 6
1)  PST(극지운항온도):Polar Service Temperature
2) MLDLT(통계최저일일저온도): Mean Lowest Daily Low Temperature
3) MLDAT (통계일일평균온도): Mean Lowest Daily Averag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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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C 1 회의 기간 동안 작업반 수에 제한이 있어 별도의 비공식 소규모 전문가 그룹이 결성되어 파라

메트릭 롤, 순수 복원성 상실, 브로칭 1, 2단계 기준에 대한 잠정안 작성.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논의 예정 

• 갑판상 목재적재 운반선의 착빙량 계산과 관련하여, 통신작업반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 IS 

Code Chapter 6에 따른 착빙량 계산값을 착빙량의 최소값으로 적용한다는 데 일반적인 합의를 하였고, 

또한 착빙량의 계산방법이 Chapter 6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갑판상 목재적재 운반선의 착빙량 

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추가 검토를 위해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4. 로로 여객선의 손상 복원성 규정 검토 

• 여객선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는 구획 요구지수 'R'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피 및 탈출 설비의 

검토와 선박의 운영 및 비용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의견 제시함

• 의제 7번,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요건 개정 의제와 중복이 되어 의제 7번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음

5.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요건 개정 

• SOLAS II-1의 각 규칙의 개정에 대해, 이전 SLF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

고, 통신작업반에서 80% 이상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의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SOLAS II-1 각 규칙의 개정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음

• SOLAS II-1 중, 금번 개정에 합의된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음

 - Reg.2.19의 격벽갑판의 정의가 변경(기존의 "화물선에서는 건현갑판을 격벽갑판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됨)되었으며, 따라서 SOLAS II-1의 "격벽갑판"이 "여객선에서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에서의 건

현갑판"으로 변경됨

 - Reg.5-1.5의 Single GM Limit Curve(각 흘수에 따라 복원성을 만족하기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GM값을 Curve로 나타낸 것)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Single GM Limit Curve의 적용이 OSV(해상

지원선)와 같은 일부 선박에서는 너무 제한적이므로 각 Trim별로 적용 할 수 있는 GM Limit Curve

의 사용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못함. 대신에 노르웨이에서 제안한 각 흘수별로 다양한 

Trim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받아들여짐

 - Reg.9의 이중저 요건과 관련하여, Main L.O. Sump Tank의 Other Well의 높이 요건이 기존 h/2에

서 h/2와 500 mm 중 큰 값으로 수정됨

 - Reg.12의 선수 수밀격벽에 설치되어야 하는 밸브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칙에 따르면 이 밸브는 Screw 

Down Valve만 인정 되었으나 금번에 화물선에 대해서는 Butterfly Valve 또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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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됨

6. 여객선의 항구로의 안전한 회항을 위한 지침 개발 

• SOLAS Reg.II-1/8-1, 여객선의 항구로의 안전한 회항의 강제적용이 2014년 1월 1일 이후 건조

되는 여객선에 적용되므로 적하지침기기의 승인을 위한 지침의 개발이 우선항목으로 처리돼야 함

• 본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하기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개정이 필요 함

 - 여객선의 침수사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적하지침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승인과 관련한 

지침이 제공돼야 함

 - 복원성 계산에 추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여야 함(탈출로, 구명설비 등)

 - 손상 후 구조강도 계산이 가능한 육상지원 시스템은 유한해석법(FEM)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실제 선박의 손상은 결정론적 손상이므로 현대화된 적하지침기기를 통하여 선박의 복원성을 평가할 

수 있으나, 특히 손상된 선박이 복원성 측면에서 경계 선상에 있을 때(즉, 복원성 측면에서 여유가 거의 

없으므로, 작은 내/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원성이 부족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점진적 침수, 교차

침수설비, 수밀문의 개방, 해상 및 기상 상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복원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

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Fig.1 Original Single Limit GM Curve Fig.2 채택된 Limit GM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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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FRP 사용 지침의 개발

• 소위원회는 지침의 개발에 앞서 SOLAS Reg.Ⅱ-2/17 규정이 다른 SOLAS Reg.Ⅱ-2의 요건을 대체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함

• FRP의 내화성 및 SOLAS Reg.Ⅱ-2의 요건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좀 더 많은 자료의 활용 및 대체설계에 대한 좀 더 쉬운 평가를 위해서 지침의 논의 범위를 FRP를 

구조용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더하여 모든 선박용 재료로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것까지 확장토록 제안

• 이에 전문위원회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 종료일을 2015년으로 연장하고 통신작업반

의 구성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을 결정함

 - FP 56에서의 위임사항에 대한 결론 도출

·SOLAS Reg.Ⅱ-2를 고려하여 SOLAS Reg.Ⅱ-2/17의 견지에서 FRP 구조용 재료의 사용  

   가능성 결정

·FRP를 구조용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험결과, 연구 및 방법들의 검토

·FRP 구조의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지침(안)의 개발

 - FP 56에서 IACS가 제시한 유조선에서의 FRP grating 사용에 대한 검토

 - SOLAS chapter II-2 part A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8. 해양 산업 선박의 분류 및 해양구조물 지원 선박에 대한 비강제화  

   코드의 필요성 검토

• 해양서비스선박(offshore service crafts(OSC)) 지침(안)

 - 해양서비스선박은 산업인력 및 화물의 수송에 사용하는 

선박이며, 화물은 자재 및 예비품을 포함함에 동의함

 - 지침에 여객 정의를 규정하는 것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향후 

통신작업반에서 다루기로 함

 - 해양서비스선박이 대부분 총톤수 500톤 미만의 비협

약 선박으로 지침 적용 여부는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검

토하기로 함 

 - 논의 결과 반영하여 개정 OSC 지침(안)을 부록 2로 제시함 

• 해양건설선박(offshore construction vessels(OCV)) 지침(안)

 - 이 지침의 주 의도는 MODU Code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승강형 및 다이나믹포지셔닝을 가진 선박형

식 및 자항형식 선박의 새로운 선박설계에 초점을 둔 것임

 - 이 지침은 MODU Code에 따라 설계한 선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SPS Code에 추가하여 적

용하는 것도 아님

 - 전기 케이블설치 선박은 특수한 설계 및 특성의 범주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본 지침에서 검토하지 않

기로 함

 - 논의 결과 반영하여 개정 OCV 지침(안)을 부록 3으로 제시함

9. 위그선(Wing-in-ground craft) 지침 개발 

• 프랑스는 ICAO 안전 규정을 Type B의 WIG 선박(필요시 150 m 이하까지 비행)에 적용하도록 잠정

안을 개정하자는 의제문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이 작업을 별도의 작업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러시아는 DE 57차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추가하여 WIG 선박에 대한 Type별 정의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음. 중국은 WIG 복원성 기준 개발을 제안하였고 아국과 러시아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 의장은 DE 56, 57 및 SDC 1에서 대한민국, 러시아, 프랑스 및 중국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 

잠정안을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회원국으로부터 검토 및 코멘트를 받아 2015년에 잠정안에 대한 수정

안을 확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원국의 동의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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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1.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안전성 평가

• '13. 10. 21 ∼ 25 IMO 본부에서 개최된 ESPH 19차 작업반회의 결과보고서, 새로운 화학물질 및 

탱크세척 첨가제에 대한 평가결과, MEPC.2/Circ.(잠정으로 분류된 유해액체물질 목록) 갱신 및 IBC 

Code 제21장의 선박운송요건 결정기준 개정(안) 등, PPR(BLG)에서 해당 작업반에 위임한 기술

적인 내용을 논의

• 신규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 결정함

 - ESPH 작업반에서 검토한 다음의 신규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에 동의하고, 차기 IBC Code4) 개정 

시 동 화학제품들을 추가하기로 결정

 - 선박운송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모든 유해성 정보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정보에 따라 선박운송요건이 결정되며 제출된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평가가 거절됨

을 통지함

• 일반 탱크세척 제품의 사용(PPR 1/3/10 : IPTA)

 - 현행 MARPOL Annex II, 규정 13. 5. 1에 의하면 일반적인 화학제품(IBC Code 제17장 또는 제18

장 제품)도 IMO 관련규정을 준수할 경우 탱크 세정제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정평가물질목록에 MARPOL 관련 규정을 언급하도록 개정을 제안

• 회의명 : 제1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1)

• 일시/장소 : 2014. 2. 3 ~ 2. 7(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6)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3), 비정부간 기구(35) 등  

                           575여명 참석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결과
IMO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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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R1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 

"IBC Code 제17장, 제18장 또는 잠정평가물질목록 list 1에 수록되어 있는 제품을 탱크 세정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들 제품의 해양배출은 MARPOL Annex II, 규정 13.5.1 적용을 받으며, 잠정평가물질

목록의 탱크 세정제 list(Annex 10)에 등재될 필요가 없다."

• IBC Code 제21장 안전유해성 평가기준 개정검토

 - 현행 MARPOL Annex II, 규정 13.5.1에 의하면 일반적인 화학제품(IBC Code 제17장 또는 제18

장 제품)도 IMO 관련규정을 준수할 경우 탱크 세정제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정평가물질목록에 MARPOL 관련 규정을 언급하도록 개정을 제안

 - 현재 IBC Code 제17장의 화학제품별 최소운송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접근방법에 의해 평

가되었음

1) 2004년 이전 화학제품별 운송요건은 MARPOL Annex II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UN  

    GHP 안전유해성 평가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2004년 이후 화학제품은 UN GHP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MARPOL Annex II와 IBC 

    Code 제21장 평가기준을 모두 적용함

 - 따라서 현재 IBC Code 제21장의 안전유해성 평가기준은 2004년 이전에 IBC Code에 수록된 화학제

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이후 동 기준을 2004년 이전 화학제품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동 기준을 적용할 경

우, 많은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이 상향(선형 및 탱크형식 등)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별 제품에 대한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함

2. 해양지원선박에 의한 제한된 양의 위험 및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 및  

    취급에 관한 코드(OSV Chemical Code) 개발

• 의제문서 1/4/1(OSV Chemical Code 개발에 대한 통신작업반 결과보고서) 및 의제문서 1/4 

(해양지원 선박의 손상 복원성 기준에 대한 SLF 55차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OSV 

Chemical Code의 제2장(선박의 생존능력 및 화물탱크의 위치), 제5장(화물의 이송) 및 제8장 

(소화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초안을 관련 전문위원회에 검토하

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 제2장(선박의 생존능력 및 화물탱크의 위치) 및 제5장(화물의 이송)→ SDC 전문위원회6)

 - 제5장(소화요건) → SSE 전문위원회7)

4) IBC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산적 위험화학물 운반선의 건조와 설비에 관한 국제규칙)

5)  GESAMP Hazard Profile
6)  SDC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7)  SSE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 선박 시스템 및 장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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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선박의 설계) 및 제12장(특별요건)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초안을 완성하지 못하

였으며,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제3장(선박의 설계) 및 제12장(특별요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SDC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였음

3. BWM 협약 시행에 대한 추가 지침서 

• 평형수는 선박의 트림, 흘수, 안전성 및 피로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물로 정의(평형수관리협약 1절 

참조)되므로 이덕터를 통해 사용되는 당해 수역 기동수는 평형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덕터를 이용한 평형수 Stripping 운전 시 해당 선박은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함

 - 관리되지 않은 당해 해수역 물을 기동수로 사용 시에는 이덕터 전단에서 평형수를 완전히 처리하여

야 하고 G2 규정에 따라 샘플링을 할 수 있어야함

 - 완전히 관리된 당해수역 물 또는 관리된 평형수를 기동수로 사용 시에는 선외로 배출 전에 G2 규정에 

따라 적절한 샘플링을 할 수 있어야함

 - 배출 전 완벽히 처리가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처리되고 배출 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 평형수

를 기동 수로 사용할 수 있음

 - 평형수를 화학적으로 살균처리 하거나 발라스팅 시에만 평형수를 처리하여 배출시 환경적 영향이 없

음으로 추가적 중화가 필요하지 않는 탱크내에 처리된 잔수는 적합하며 당해 해수역의 기동수로 사용하

여 이덕터를 통해 추가적인 모니터링 없이 배출될 수 있음

 - 청수 사용이 평형수 탱크의 부식 발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공감하지만, 선박 안전에 영향을 줄만큼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의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제 제출국인 노르웨이에게 MSC 및 MEPC에서 재차 제출하여 검토 받

을 것을 요청함

4. "평형수관리-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manual 작성 

• 아국을 포함한 평형수 관련 선도국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세계선주협회에서는 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인 개발이 불필요함을 주장

15｜ 국제해사동향      

5. 국제항해 선박배출 블랙카본에 의한 북극지방 영향에 대한 고려

• 선박배출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블랙카본의 정의, 측정 및 제어

방법에 대한 과학기술적 정보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PPR 1차 작업반 활동을 통해 논의할 것을 아

래와 같이 위임함

 - 선박배출 블랙카본의 기술적 정의 개발

 - 선박배출 블랙카본을 측정 방법 도출

 - 선박배출 블랙카본의 제어 기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선박배출 블랙카본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 eBC(equivalent 

Black Carbon), LAC(Light-Absorbing Carbon)으로 협의점을 도출하였음. 다수의 국가가  

블랙카본의 정의를 LAC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이 LAC에 대하여 작업반 능

력 밖에 일이라는 의견을 개진함

• 작업반에서는 블랙카본의 정의를 eBC 또는 LAC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전문위원회에 제안

하기로 하였으며, 블랙카본 규제 이전에 이에 대한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블랙카본 측정 방법에 대한 추

가적인 조사 및 연구를 제안함

• 선박배출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및 블랙카본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블랙카본의 정의, 측정방법 및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MEPC 67차 및 PPR 2차 회

의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블랙카본의 정의, 측정방법 및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국

내 연구 고도화 필요

6. OPRC 협약, OPRC-HNS 의정서 및 협약 결의서 이행 

• 방제자원 지원, 유처리제 활용, 극지방 방제 및 방제장비 안전에 관한 지침서 4종이 개발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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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활동

I. 개요

■ 블랙카본 정의에 대한 발표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4.2.3(월) / IMO 본부 회의실(2층)

• 참석자 :  

(아국) 해양수산관, IMO연락관, 블랙카본담당 등 19명  

(IMO) 선박평형수과장, IMREST, 조현진과장 등 5명 외 국외 대표자 다수 참석

• 주요내용

 - 블랙카본이란 무엇인가?

 - 블랙카본의 측정 및 제어 기술

 - 블랙카본에 의한 북극권 알베도 감소 효과 및 

기후변화 물질

 - 기후변화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로서의 블

랙카본

 - IMO 유처리제 사용지침서의 1장(유처리제와 그 사용에 관한 기초 정보) 및 2장(유처리

제 사용에 관한 국가 정책 개요) 최종 편집이 완료되었고, 3장(유처리제 살포 지침) 최종화 및 4장 

(해저에서의 유처리제 사용) 개발을 위해 프랑스 주도의 통신작업반 및 PPR2에서 작업반 설립을 

동의함

 - 해양 유류오염사고 대응 시 국가간 지원 요청에 관한 지침서는 회기간중 작업반 구성이 승인되었고, 

지침서 보완 후 PPR2차에 보고하기로 함

• IMO에서 3년 주기의 국제 기름오염학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승인함

 - 유럽의 Interspill, 호주의 Spillcon 및 미국의 국제 기름오염학회가 3년 마다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IMO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음

 - 금년에는 미국에서 국제 기름오염학회가 2014.5.2∼5.8 기간중에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개최되

었음

• 회의명 : IMO 제1차 HTW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 HTW 1)

• 일시/장소 : 2014. 2. 17 ~ 2. 21(5일간),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ley George Groves(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83)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5), 비정부간 기구(27) 등  

                           505여명 참석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회의결과

IMO 제1차

17｜ 국제해사동향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의 유효화

• 개정된 STCW 협약 규정을 반영하여 사무국이 제출한 오일 및 케미컬탱커 기초, 액화가스탱커 기초, 

오일 탱커 향상, 액화가스 탱커 향상, GMDSS GOC(무제한통신사) 및 ROC(제한통신사) 면허 교육 

등에 대한 모델코스 유효화를 위한 개정 논의

 - 오일 및 케미컬탱커 기초, 액화가스탱커 기초, GMDSS GOC 및 ROC 면허 교육 등에 대한 모델코스는 

승인되었으나, 오일 탱커 향상 및 액화가스 향상은 시간이 부족하여 완료하지 못함

• (회의 결과) 완료하지 못한 오일 탱커 향상 교육 및 액화가스탱커 향상 교육은 통신작업반을 구성하

여 수정하고 2015년 HTW 2에 제출하기로 함

* 아국도 동 통신작업반에 참여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오일 탱커 및 케미컬탱커 기초교육 모델코스에 첨부된 그림들이 너무 오래되고 선명하지 않

아 수정이 필요함을 피력함

2. 선박 보안훈련 이행 

• STCW 협약 부속서 VI 규칙*에 대한 이행상의 애로점을 식별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논의

* STCW 협약 부속서 VI 규칙 : 보안훈련 및 소개과정을 위한 강제적 최저요건

< IMO 특별활동 : 블랙카본 정의에 대한 발표회 전경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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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CW 협약 부속서 VI 규칙에서 따라 모든 선원들은 선박보안기초·중급 교육을 2014년 1월 1일

(경과기간)까지 이수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다수 선원들이 이수하지 못함에 따라 경과기간 연장 및 선박보안 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선박보안 기초교육 및 중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논의

• (회의 결과) 경과기간 연장 및 선박보안 책임자교육 이수시 기초·중급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

는 회람서 개발

 - 경과기간은 "Grace Period"*를 적용하여 2015년 7월 1일까지 PSC 점검을 유예하도록 권고

* '02년 STCW 95 개정협약에서 I/10 및 I/14에 대한 적용기간을 5개월 연장한 사례

• 우리나라는 경과기간 연장을 위해 협약을 개정하는 것은 이미 개정기한('14.2.29)이 지났으므로, 

PSCO(항만국통제관)가 점검을 유예하도록 하는 회람서를 개발할 것을 발언함

 - 또한, 협약상 선박보안 책임자 교육요건은 선박보안기초·중급 교육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책임자교

육 이수시 기초·중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피력함 

3. 모델코스 개발, 최신화 및 유효화 지침 개발

• 중국과 미국의 제안 문서를 합쳐 1개의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음

 - 모델코스가 비 강제 사항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이 제안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동 지침

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

 - 더불어 검토그룹(review group)과 유효화그룹(validation group)과 유효화 그룹의 구성에 대해 상

세한 논의가 필요함이 지적됨 

• (회의 결과) 모델코스의 개발, 개정 및 유효화를 위한 지침이 draft paper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당사국

에 회람시켜 동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후 2015년 HTW 2에서 지침을 확정하기로 함

* 제출된 draft 문서를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정 사항을 제안할 필요 있음

• 모델코스 검토그룹 또는 유효화 그룹의 구성에 IMO 당사국 및 Observer 이외에 기타 전문가의 참여

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아국은 그러한 전문가가 현재도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피력함

4. 극지방 운항선박을 위한 강제코드 개발 

• 극지방 운항선박 선원교육에 대한 Polar Code 제13장, STCW 제5장 및 Code A 채택을 위한 초안 

검토

 - Polar Code 제13장, STCW 제5장 및 Code A의 기초·직무교육에 대한 검토 및 Ice advisor 

승선에 대한 논의

• (회의 결과) STCW 협약 제5장의 기초·직무교육 적용대상을 선장 및 항해사로 결정하였으며, Ice 

advisor 규정은 Polar Code Part B에 수용하고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Polar Code에는 안전항해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인원만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STCW 

제2장에 따른 선장 및 항해사에 대해서는 기초·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5. IGF Code가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교육요건 개발 

• IGF Code 적용선박 선원교육에 대한 STCW 협약, 코드 및 임시지침서 채택을 위한 초안 검토

 - 소화훈련 요건을 협약 제5장에 삽입할 것인지, 제6장 상급소화훈련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

• (회의 결과) 개발 검토된 STCW 협약, 코드 및 임시지침서를 MSC 결의서로 승인받기 위해 MSC 94

에 제출하기로 결정

• 우리나라는 IGF Code 적용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화훈련 요건을 제5장에 구체적인 규정으로 삽입

하는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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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의제 논의결과

I. 개요

• 회의명 : IMO 제1차 선박시스템·설비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 SSE 1)

• 일시/장소 : 2014. 3. 10 ~ 3. 14(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Susumu Ota(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66) 및 준회원국(1), 정부간 기구(5), 비정부간 기구(27) 등  

                           400여명 참석

선박시스템·설비 전문위원회(SSE) 회의결과
IMO 제1차

21｜ 국제해사동향        

1.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송하는 선박 요건의 개발

• ICS는 회사(Company)가 모든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독일은 차량 점

검에는 전문적 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노르웨이는 가솔린/디젤 차량운송 목적인 현존선 

으로 수소/압축천연가스 연료차량을 운송하는 것이 안전상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바하마, 그리스

가 동의함

• 작업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MSC에 승인 요청하기로 함

 - 선적회사(Shipper, 수출업체)는 차량 적재 전에 가스누설 점검 등 차량이 운송하기에 적절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서명된 인증서(Signed certificate) 또는 신고서(Declaration)를 제공 

하여야 하며, 선원은 적재 중에 선적회사가 제공한 차량의 표시사항(Marking)을 확인하여야 함

 - 현존선은 SOLAS II-2장 20-1규칙 및 IMDG Code SP 961, 962를 고려하여 '당국의 만족을 얻

은(Satisfaction to the Administration)' 선박만이 해당 차량을 운송할 수 있도록 MSC/Circ. 초

안에 명시함

• 노르웨이, 바하마 및 파나마는 '당국의 만족을 얻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독일은 IMDG Code 상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언급함

2. 전기설비의 일반요건(SOLAS II-1장 40.2규칙)의 개정 개발

• 페로제도가 FP 53('09.2)에서 최초로 제기한 의제로, 페로제도 국적의 어선이 조명 고정장치의 결함

으로 불꽃이 발생하여 재질이 플라스틱인 형광등 덮개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소개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SOLAS 전기설비 요건 중 II-1장 40규칙 중 주석으로 언급된 국제전기기술위원

회(IEC) 60092의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IMarEst8)은 승인된 설비만 설치되고 검사되는 사항으로 IEC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안함

• 다수의 회원국들이 전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SOLAS에 각주로 언급되고 있고 ISM 및 선급규칙

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니 추가적인 규정을 개발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한 선박의 사고를 바

탕으로 모든 선박에 규정을 강제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방대한 양의 IEC 규정을 협약본

문에 삽입하여 강제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아국은 통상적으로 IEC 규정은 SOLAS 협약에 각주로 삽입됨으로써 권고적 성격으로 언급되고 있음

을 고려하여 이러한 산업계 표준을 협약 본문에 삽입하는 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여야 하

고, MSC 86 및 DE 56에서 논의된 대로 동 규칙의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 규칙인 II-1장 3.1규칙(유지보

수) 및 I장 6~8규칙(검사)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SOLAS 적용 선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적용 예가 

필요함을 발언하였으며 중국의 지지가 있었음

• 상기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설비 관련사항은 현행 규칙들에 의해 충분히 커버되고 있으므로 추가

적인 논의 없이 동 의제를 종결하기로 함

3. 폐위된 차량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환기를 위한 공기의 질 

   (Air Quality) 관리에 대한 개정안 개발 

• 폐위된 차량구역 등은 SOLAS II-2장 20규칙에 따라 여객선은 시간당 10회, 화물선은 시간

당 6회만큼 환기시켜야 하나, 이를 CO, NO2 및 가연성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환기

횟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선원의 안전 관련 사항 및 가스측정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추가 논의를 위해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였고 결과보고서가 SSE 1/6로 제출됨

• 일본과 독일은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SOLAS II-2장 20-1규칙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언급하

였으며, 독일과 ICS는 환기횟수 감소 시 선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음

• 작업반과 본 회의장에서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SOLAS II-2장 20규칙은 옵션 1과 2를 혼합한 형태로 개정하여 3.1.2.4규칙을 신설하며, SOLAS 

II-2장 20.3규칙에 의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선박은 모든 여객선과 화물선(For all 

8)  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 Technology(해양 엔지니어링 과학 기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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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and cargo ships)임을 명시함

 -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은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 차량 운송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음

 - MSC/Circ.729 중 CO, NO2의 농도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논

의 후 SSE 2에서 완료하기로 결정함

• 통신작업반에서는 MSC/Circ.729 전면 개정안 개발과 함께 가스의 허용농도, 경보장치의 위치와 선원

의 대응절차, 가스탐지설비의 사양 등을 논의키로 함

• 스페인은 "공기의 질 관리 시스템(Air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

해야 함을 언급함

4. 방수복 보온 성능에 대한 구명설비 코드(LSA)의 개정 개발 

• DE 54('10.10) 회의 시 방수복의 보온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 시험장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

해서 동의하였으며, 일본에서 제시한 고유의 단열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된 방수복의 표준 시험 

장비 사양이 보온성 시험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평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미국 및 영국에

서 요청함

• 본 의제의 중요한 사항은 적절한 열저항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DE 57/9의 5항과 6항 및 DE57/9/3

의 8항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열저항 기준과 관련하여 통신작업반은 ISO 15027-2 "방수복-제2부 비상구명복, 안전을  

포함한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음

 - 클로값9)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열저항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

해 동의함

 - 시험 방법의 세부 사항에 따라 결과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 방법의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저항값을 결정하기 어려움

• 2012년 12월에 ISO 15027-210)가 개정('12.12.)되면서 열저항 기준이 삭제되었고, 기준값에 대해 개

정중에 있음. 따라서 적절한 열저항 값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시험 방법에 대한 유

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산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고, 현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

함. 다만, 열저항 기준을 결정하고, 시험방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필

9) Clo Value : 의복의 보온력의 단위
10) ISO 15027-2 : Immersion Suits·Part 2: Abandonment Suits, Requirements Including Safety

요한 상황임

• DE 53('10.2) 회의 이후 계속 진행이 되어온 중요한 업무이므로, 의제 공동개발자들은 진행중인 작업을 

완료하고 2017년도를 목표로 본 의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 될 때 새롭게 제안해 줄 것을 결정함

5. 자유 낙하식 구명정의 자유 부양능력에 대한 구명설비 코드(LSA)의 개정 개발 

• DE 47('04.3)에서 논의와 제조자들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자유부양 

능력에 대한 성능기준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전문위원회에 개발 

중단을 요청하였음

 -  자유낙하식 구명정은 황천운항중에도 본선 

에서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박

되어 있고 로프, 대빗 와이어 및 대빗암  

등으로 엮여 있으므로 선박이 침몰시 자유부양

능력 확보가 어려움

 -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자유부양능력 확보를 위

해서는 탑승원들이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데 행동 예측이 어려움 

 - 선박에 비치된 구명뗏목이 자유부양 가능하므로 구명정까지 자유부양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ILAMA가 제안한 구명정의 자유부양능력 개발 중단에 동의함

• 동 의제를 작업반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함

6. 구명정훈련에 관한 2009 MODU(이동식시추선) Code 개정안 개발 

• MODU Code 2009에서 규정하여 최소 3개월마다 시행해야 하는 구명정 진수훈련이 많은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논의하는 의제임

• WG2 논의에 앞서 Plenary에서는 본 의제와 관련한 다음의 의견을 나타냄 

 -  MOUs 이외 다른 선박에 대한 대체절차로 까지 관련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관련 적용확대는 현행 planned output이 아님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구명정훈련 대체절차는 선상 구명설비에 대한 선원들의 친숙성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이어야 함을 강



24 「해사안전소식」봄호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25｜ 국제해사동향 

조함

 - 2009 MODU Code 이전 코드(MODU 1989 & 1979)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함

 - 대체절차는 현재 요건과 동등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함

 - "좋은 기후"와 "나쁜 기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함 

• WG2에서는 본 회기에 제출된 SSE 1/11(브라질) 및 SSE 1/11/1(마샬 아일랜드)의 제안을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1/11/1의 부속서에서 제안한 형식으로 2009 MODU 코드 개정안 및 관련 

Guideline 개발을 완료함

• WG2에서는 또한 1979 MODU Code의 10.6.3규정 및 1989 MODU Code 14.12규정에 관련 선상 

훈련 및 교육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음에 주목함

• 최종 본회의장에서 WP가 소개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승인되었으며 MSC 94승인을 위해 최종 제출

될 예정임

7.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관의 승인 조건에 대한 권고 개정 (Res.A.761(18))

• SOLAS III장 20.8.3규칙에 따르면 구명뗏목의 정비주기는 12개월에서 17개월로 되어 있고, Res. 

A.761(18) 5.11항은 차기 정비 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의장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

다고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정비주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장품이 6개월~11개월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ILAMA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장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Res. A.761(18) 

5.11항을 MSC.1/Circ.1328의 6.1.511)항과 같이 차기 정비주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의

장품을 교체하도록 제안함

• 대부분 ILAMA가 제안한 본 의제에 지지를 표명함. 다만 모든 구명 설비는 구조정 요구사항과 일치해

야 하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장품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 방법이 필요

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

• 이에 의장은 본 의제 문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Res. A.761(18) 5.11항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MSC 

94에 승인 요청할 것을 결정함

8.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의 요건 개발 

11)  6.1.5항 요약 : 모든 의장품은 구명뗏목 차기정비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교체할 것

• 선박에 설치된 하역설비는 그동안 국제적인 강제 검사 기준 없이 기국의 국내법 또는 선급 규칙에 따라 검

사를 받거나 강제규정이 아님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도 많았으며, 또한 선박에 설치된 하역설

비와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음

• MSC 83('07.10)에서 뉴질랜드는 MSC 83/20/2를 통하여 자국항내에서 하역작업 중 하역장치에  

발생하는 심각한 손상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며 IMO 차원에서 강제요건을 개발

할 것을 제안함

• 아국은 뉴질랜드에서 제안한 하역설비 지침 초안의 적용범위, 하역설비의 정밀검사 및 시험을 담당

할 자격 있는 자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발언하였으며, 많은 회원국들

이 아국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음

• 다음과 같이 작업반에서 제출한 논의결과를 승인함 :

 - 개발될 조치(potential measures)의 형태(요건 또는 지침) 및 성격(강제사항 또는 권고사항)은 SSE 

2('15.3)에서 초안을 개발한 후 결정하기로 함

 - 개발될 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물용 하역설비로 한정하지 않고 선박의 

모든 하역설비 및 윈치로 확대하기로 함

 - 개인용/여객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LSA Code와 같은 강제 규정에 의해 시험되고 승인된 설비 중에 다목적 또는 이중 목적으로 사용되

는 설비가 있음. 이러한 다목적 또는 이중 목적의 설비가 강제 규정에 의해 적용받지 않는 대안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발될 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이외에 LSA Code에 의해 규제되고 있

는 설비는 포함하지 않을 것

 - 개발될 조치는 모든 SOLAS 적용선박에 적용하며 MODU Code에 따른 증서를 소지한 MOUs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현재로서는 어선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향후 어선도 적용범위에 언급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고조사 및 사고 주요원인에 대한 검토를 위한 통신작업반 및 SSE 2 작업반을 개설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작업완료시점을 2017년으로 연장함

9. 원유 운반선에 설치된 기관 연료분사시스템의 이중(double sheathed)  

   저압 연료관에 관한 검토사항 

• 본 의제에 대하여 제출된 문서는 없으며, 덴마크는 MEPC 58에서 제출한 문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으며, 본 의제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함

• 본 회의장에서 도출된 논의사항 및 기국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래의 

논의된 내용을 SSE 2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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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O 9는 SSE 2에서 좀 더 고려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비용효율분석과 의제의 도입배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성 제기

 - 위해도 관리옵션에 대하여 유조선 이외의 기타 선종의 기관실로 확대 적용

 - 공식안전성평가(FSA)로부터 식별된 화재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기타 옵션에 대한 고려

 - RCO의 적용사항에 대하여 새로 건조되는 유조선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Unplanned Out에 대

한 정의 및 본 의제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얻기 위해 상위 위원회로 의제 의견에 대한 문서를 제출

할 예정임

10. 화물탱크 통풍장치의 2차 과부압 방지수단과 관련한 SOLAS II-2장  

     개정안 개발

• 라이베리아, 파나마, IACS, INTERTANKO, IPTA 및 OCIMF에서 제출된 문서는 SOLAS II-2장의 

11.6.2.3 규칙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정지밸브 또는 차단장치가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화물 및 평형수 작

업 중에는 화물탱크안에서 발생한 증기가 자유롭게 2차 과부압 방지 수단으로 입출입이 가능해야 함을 

협약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SOLAS II-2장 4.5.3.2.2, 11.6.1, 11.6.2 및 11.6.3.2 규칙 개정안임 

• 그러나, 일본은 동 개정안은 협약의 적용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라이베리아 및 기타기

관에서 제출한 SOLAS II-2장 11.6.2 및 11.6.3.2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함

• 본 회의에서 대부분의 기국은 일본이 제출한 SOLAS II-2장의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이번 회

기에 WG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WG에 포함하지 않고 일본의 개정안을 반영한 SSE 1/15 문서

를 MSC 94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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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S 기준에 따라 대행기관(RO)으로 지정된 선급 또는 정부의 산적화물운반선 및 유조선 건조규칙

은「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합인증 지침서」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해사안전위(MSC)는 제87차('10년) 회의에서 산적화물운반선 및 유조선에 대한 GBS에 관한 규정(SOLAS 

Reg. II-1/3-10)을 채택했고, 

'12.1.1 발효된 동 규정은 길이 150m 이상의 유조선 및 산적화물운반선이 '16.7.1 이후 건조 계약시 GBS 기

준(Res. MSC287(87))의 기능요건에 따른 구조요건을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선급의 동 건조규칙을 인증하기 위하여 IMO 심사팀이 발족할 예정임

 - 심사결과는 '16.5월에 개최되는 MSC 회의에 제출되며, MSC가 이들 규칙을 승인하면  '16.7.1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되게 됨

* MSC 87시 채택 일정에 따라 인증요청 기한은 '13.12.31로 경과됨

IMO, 목표기반건조기준(GBS) 인증절차 추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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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즈 운하청은 수에즈 운하를 산업·물류 허

브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4

개 콘소시엄이 입찰하였으며, 3개월 내 사업

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선정된 콘소시엄은 '14.7월 내 홍해- 

지중해간 수로 개발을 위한 세부 제안서를 제

출하고, '14.11월 중 투자자 모집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2015년 기반시

설 작업을 개시할 계획임  

* 이집트는 운하 인근 76천 입방km의 부지에 항

만건설 및 준설작업을 통하여 국제 산업 및 물류 

허브로 개발하고자 함

 - 수에즈 운하는 연간 50억 달러의 수입을 주는 이집트의 주요 세입처

 - 그러나 컨테이너 통항량은 38.6백만teu(2011) → 37.7백만teu(2012)로 감소 추세

 - 또한 2013년 9월까지 선박의 총 통항척수는 12,236척으로 2012년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해운업계 기국정부 성과표"를 발표*함

* ICS 성과표는 항만국통제, 협약비준 현황 등 6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기국에 안전, 환경 및 근로조건 

등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 가능

 - '13. 8월 ILO 해사노동협약(MLC)이 발효됨에 따라, 동 항목 추가

* 아국은 성과표 발간('14.1.7) 이후 국회 비준을 거쳐 ILO에 기탁을 완료('14.1.9)

• ICS는 동 성과표상 양호지표(녹색표시)가 몇 개 없더라도 해당 기국을 심각한 상태로 인식해서

는 안 된다고 부연함

 - 다만, 다수의 양호지표가 없는 국가는 선주사의 주시 필요

* 아국은 18개 항목 중 1개 항목(MLC 비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지표 획득

수에즈 운하, 물류허브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1.6)

국제해운회의소, 기국정부 성과표 발간 (1.7)

• '13년에 총 1,119척의 선박이 폐선 되면서, 

선박재활용업계는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12년에 비해 선박척수가 16%, 재활용 철

재톤수가 20% 감소하였지만, 선박 폐선

량이 공표된 2006년 이래 두 번째 높은 

수치임

• 이 중 아시아 5대 폐선처리 국가(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터기, 파키스탄)가 전체 폐선의 92%(1,029척)를 처리하였음

 - 척수·톤수 측면에서 인도가 가장 큰 비중(26%)을 차지하였으며, 척수에서 대부분 10%씩 감소하

였으나 중국은 오히려 15% 증가함

• 약 60%인 667척은 출항 정지된 기준 미달선박으로 항만국통제가 세계선대 정화에 크게 기

여한 것으로 분석됨

2013년도 선박폐선은 총 1,119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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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는 아시아 항만 중 처음으로 2015년부터 국제항해선박이 항만에 접안시에는 저유황연료

로 전환하도록 강제화 하기로 함

 - 환경당국은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법제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동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및 유럽 항만에 이어 아시아지역 항만에서는 최초로 벙커유 유황 함유율

(0.5% 이하)을 제한하는 항만이 될 것임

• 홍콩 해운계는 지난 3년간 홍콩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법제화 할 것을요구해왔으며, 홍콩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왔음

 - '11.1월, 홍콩정기선사협회, 홍콩선주협회 및 Civic Exchange(공공정책연구소)는 일명 'Fair Winds 

Charter(FWC)'를 제정하였으며, 일부 선사들은 자발적으로 홍콩항 접안 중 저유황연료로 전환할 것

을 약속함

 - '13.9월, 홍콩 정부는 FWC 참여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절반 감액해주는 프로그램을 수립함 (청정연

료 사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35~50% 수준)

홍콩, '15년부터 항만내 저유황연료 전환 강제화 (1.16)

33｜ 국제해사동향      

• 국제해사국(IMB) 통계에 따르면, '13년에는 세계적으로 264건의 해적 공격이 발생하여, 소말

리아 해적이 정점을 이뤘던 2011년 이래 40% 감소하면서 6년 중 최저치에 도달함

* 해적공격 유형: 나포 12건, 승선 202건, 총격 22건 및 시도 28건이 보고됨

• 소말리아 연안은 '12년(75건) 및 '11년

(237건)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15건이 

보고되었으며, '06년(10건)이래 가장 

적은 수치에 해당함

• 서아프리카는 전체 해적공격 사고중 

19%(51건)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나이지라아에서 31건이 발생함

• 아시아지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및 방글라데시)은 심각한 해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승선사고의 50%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4년 연속 무장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파나마 운하는 회계 연도 1분기('13.9∼'13.12)에 미국 곡물 수확량 증가의 영향으로 87.7백만톤

을 운송함

* 기존 최고기록은 2012년 회계연도 1분기의 86.2백만톤 이였음

 - 회계연도 ('13.10월~'14.9월) 1분기 중에 3,450 척의 선박이 통과하면서 예상보다 4.8% 더 높

은 통항톤수 기록을 달성함 

 - 이는 주로 미국 곡물 수확량 증가의 영향과 또한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곡물화물 수송량 

증가에 기인함

• 이에 따라 파나마운하청은 운하확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음

* '15년 4분기부터 기존 4,000teu에서 12,500teu의 '컨'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13년 해적공격, 최근 6년내 최저 (1.16)

파나마, 美 곡물량 증가로 통항톤수 최고치 기록 (1.23)

• 일본 조선업계는 '13년 중 286척(12.7백만 총

톤수)의 신조 발주를 수주함으로써 '12년 177

척(8.1백만 총톤수)에 비해 57% 신장함

 - 주 원인은 엔저로 인해 신조 단가가 저하되면

서 외국 선사들의 일본 조선소 신조발주, 특히 친

환경 산적화물선 발주 확대에 따름

* 외국선사의 산적화물선 신조 발주 물량은 2012년 147

척(5.8백만 총톤수)에서 2013년에 251척(11.1백만 총

톤수)으로 증가함 

日本 조선소, 신조선 수주 57% 증가 (1.23)

• '14. 1월 마지막 주에 유조선 2척이 마샬 아일랜드에 등록하면서 총 등록톤수가 1억톤에 달함

 - 마샬 아일랜드의 등록 선박은 1990년 약 2만톤(39척)이었음

 - 이후 2004년 52.3백만톤(약 2,100척)으로 3위로 올라섬

마샬아일랜드, 등록 총톤수 1억톤 달성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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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은 '14년 1월 북극내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항만건설, 해빙예보 개선 및 운송규칙 개발

에 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함

 - 미 국방부는 위성 발사 및 분석방법 개선을 통해 빙하상태를 예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노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임

 - 상무부는 미 북극 수역내 항해를 지원하고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로 조

사 및 서지발간을 주도할 계획임

 - 국무부는 캐나다와 뷰포트 해역 해상경계(Beaufort Sea maritime boundary)에 관한 합의

서를 체결하고, 국토안보부는 북극수역내 선박운항에 관한 국제규정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

• 기온상승으로 더 오랜 기간 북극항로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북극내 오일 채취, 미네랄 개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반면, 극한의 기상환경은 북극 수역내 운항과 개발에 지장을 초래 

美 백악관 북극항해 안전계획 발표 (1.30)

35｜ 국제해사동향       

• '13년 말 기준 세계컨테이너 선대는 '12년 대비 

30척 증가한 5,043척이었으나, 대형선의 

증가로 운송능력은 1백만톤이 늘어 17백만

톤에 이르고 있음

 - 2013년에는 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2.8%인 

296척(484,468톤)이 휴항함

• 최근 선사들은 서비스 합리화를 표방하며  

운송동맹운항을 꾀하고 있어 컨테이너 시장은 

P3, G6 및 CKYH 동맹에 의해 분할될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많은 선박이 휴항 또는 폐선처리 될 

것으로 보임

* 해운 얼라이언스 : P3(머스크, MSC, CMA-CGM), G6(현대상선, 하팍로이드, NYK, OOCL, APL, MOL), 

CKYH(한진해운, K-라인, 양밍, 코스코)

 - '14년 컨테이너 시장은 신조 선박 1.7백만톤이 인도될 예정이어서, 선복량 초과로 인한 운임하락 현

상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현직 선원수가 3년 연속 5%씩 감소하면서, 지난 2013년에 22,830명인 것으로 집계됨

 - 현직 해기사 수는 7년 연속 감소추세이며, 2012년보다 1% 감소한 10,840명으로 계산되었

는데, 이는 STCW 95협약이 완전 발효되어, 새로운 증서가 적용되는 2007년 6월을 기점으로 급

격히 감소한 것임

 - 기관사 수는 2005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면, 작년엔 2012년 보다 4% 감소한 4,910

명인 반면, 항해사 수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 증가한 5,930명이었고, 부원은 2년 연속 8%

씩 감소하여 8,590명임

• 다만,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990명의 예비해기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선원

수 증가 여지 있음

최신 세계 컨테이너 선대 현황 (1.31)

영국 선원수, 3년 연속 감소 (2.4)

• 수에즈운하통항규정 개정으로 13,000 TEU 컨테이너선의 2차 남향(홍해向) 호송 허용에 따라 통항

시간이 반나절 이상 단축 가능

* 수에즈운하 남향 호송은 1차 (00-05시 출발) 및 2차(07-09시 출발)로 구분됨

• 다만, 대형선은 2차 호송에 참여시 8~12%의 추가 요금을 납부

대형 컨테이너선 수에즈통과 일정 단축 (2.13)

• 필리핀 의회는 2월 10일 해양관련 행정부를 완전 탈바꿈하기 위해 해사관청을 단일화하는 Marina 

개편안을 승인함 

 - 동 개혁안은 해사산업청하에 필리핀해사학교에 대한 교육품질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대부분의 해사감

독권의 통합을 골자로 함 

• 이번 개편은 유럽해사안전청(EMSA)이 필리핀의 해기교육 품질을 우려하여 해기사자격증 인정

을 철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임 

 - 필리핀은 2011년 이후 몇 개 학교를 폐교하고 Marina 청장을 교체하였지만, 작년 4월에 실시한 

EMSA의 추가감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바 있음 

필리핀 의회, 해사관청 직제 개편안 승인 (2.11)



36 「해사안전소식」봄호

국제해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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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수로국 (UKHO)은 Aegean Sea, the Sea of Marmara 및 the Black Sea 사이의 해역에 관한 

수로정보를 담은 터키해협 수로안내서(Mariners' Routeing Guides) 2권을 발간함

* 터키해협은 연간 백만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관문

英 수로국, 터키해협 수로안내서 발간 (2.18)

• 국제연료유산업협회 (IBLA)는 해상연료유공급체인의 연료유품질 개선을 위해, 해상연료유 공급업

체에게 ISO 2010 채택을 촉구함

 - IBIA는 친환경 기관을 탑재한 선박들의 증가에 따라 품질개선 필요 주장

* 현재 약 1/4정도의 업체만 ISO 2010 사양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IBIA는 연료유공급체인의 투명성을 위해 IMO에 관련문서를 제출

 - 연료유공급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부적합사항의 보고를 위한 기관 및 점검에 관한 절차를 제안하고, 

 - 또한, 연료혼합에 따른 부적합연료의 위험성 최소화, 연료공급업체에 대한 신뢰보장 절차와 연료품

질문제의 근본원인 분석을 위한 연료공급자, 연료 시험기관 및 선사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을 제안함

• 2014년 2월 20일, 컨소시엄 그룹(Grupo Unidos Por el Canal)과 파나마 운하청(ACP)이 160

억 달러의 초과비용에 대해 협상하면서 (동 컨소시엄은 공사추진을 보장, ACP는 체납대금을 지

불) 세번째 갑문설치 공사가 재개됨

• 컨소시엄그룹과 파나마운하청은 합의서 체결을 위해 협상 지속 예정

IBIA, ISO 연료유기준 채택 촉구 (2.18)

파나마 운하 공사재개 (2.21)

•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 연료공급 허브항 역할을 위

하여 두번째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호주 같은 생산국과 중

국, 인도 및 태국과 같은 소비국 사이에서 LNG 

무역허브 역할을 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작년 5월 초기 공급량 3.5백만톤/년 

규모의 첫 번째 LNG 터미널 운영을 개시한 바 있음

• EU 대해적 파견해군(Operation Atalanta)과 민간 주관 해상보안역량 강화기관 (EUCAP 

Nestor*)은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당국의 해경 및 해군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대해

적 훈련을 개최함

* '12. 9월부터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및 서인도양 지역 국가에 상주하며 자체 해상보안능력 개발 및 강화를 지원 (

탄자니아는 '13.12월 상주 시작)

 - 훈련목적은 아프리카 대륙북동부 (the Horn of Africa)와 서인도양 지역에서 대해적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

 - EU 함정 FS Siroco호에서 해적관련 사례별 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의심선박 점검, 해적혐의자 

체포 및 기소증거 확보 방법 등을 교육함

•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및 서인도양 수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EU의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당국과 훈련 및 경험공유를 통한 해상 보안역량 강화는 대해적 활동의 핵심요소로 추진되고 있음 

싱가포르, 제2 LNG 터미널 건설 추진 (2.24)

EU, 2.24일 탄자니아 해양기관 대상 대해적 훈련 실시 (2.25)

•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선원이 없는 무인화물선을 설계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소재 건물내에 360

도 조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모형을 설치함

 - EU가 해상무인항법 연구에 3.5백만유로(4.8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한 가상 시운전 시제품을 제작중임

• 그러나, 무인선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규정 마련과 업계의 관심 유도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은 서아프리카 수역의 해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수

역 운항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 특히 IMB는 년차 해적보고서에서 특히 나이지리아, 베닌과 토고 수역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아프

리카 수역에서 해적 경계를 촉구함

* 13년 동 수역에서 51건 (세계 해적사고 19%) 발생, 이중 31건은 나이지리아 해적사고

롤스로이스, 선박무인화 원격조작기술 실험 (2.25)

국제해사국(IMB), 西아프리카 해적위협 경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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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4.5%  

증가하면서, 아시아-유럽 간 시장 강세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수송량은 2013년 4/4분기 중 

약 7%의 성장률에 힘입어 5년 전에  

비해 거의 40%를 상회하며, 회복세를 보

임

 - 북미 수입량은 2012년 4/4분기부터 2013년 4/4분기까지 약 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

• 다만 서비스라인 취소 및 통합에도 불구하고 선복량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 운임

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세계컨테이너수송량 5% 증가 (3.10)

• 지난 2월초 수에즈운하청은 2012년(3%) 및 2014년(5%)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건화물 및 유조선에 대한 통항료를 4%이상 인상한다고 밝힘

• 국제해운회의소(ICS), 발틱국제해사협회(BIMCO), 국제유조선주협회(Intertanko) 및 국제건화물선

주협회(Intercargo)는 비용 부담에 따른 거북한 입장을 수에즈 운하청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함

 - 특히, 해운업계는 3년 연속 급격한 통항료의 인상과 3개월만의 짧은 통지기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함

국제 해운단체, 수에즈운하 통항료 인상 불만 (3.7)

• EU는 국제해사기구(IMO)와 아프리카/캐리비안/태평양국가그룹(ACP)간 체결한 1.2백만유로 무상

지원협약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함

 -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국가의 해사행정의 발전 및 IMO 감사제도에 대비한 기국준수 및 항만국통

제 대응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동 무상지원 협약은 지난 3.10일, IMO, ACP 사무국 및 유럽위원회(EC)가 서명하였으며, 2014

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

EU, 서/중앙 아프리카에 1.2백만유로 지원 약속 (3.18)

• 노르웨이와 마샬아일랜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NOx 배출감소 적용일자에 관한 의견대립

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함 

 - (내용) 현행 NOx 배출제한구역은 Tier Ⅲ 규정을 유지하되, 차후 지정될 NOx 배출제한구역은 

202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 적용하자고 제안함

* 현재 NOx Tier Ⅲ 규정은 북미와 캐리비안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음

• 지난해 러시아는 NOx 배출규정 Tier Ⅲ의 적용을 5년 유예하여 2021년에 시행하자고 제안하였

으며, 지지와 반대가 거의 반반이었음

 - 러시아는 Tier Ⅲ에 적합한 기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충분한 확신이 없다고 2016년 적용을 

우려함

* 당시 규정(안)은 2016.1.1 이후 건조되고 NOx 배출제한 구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Tier Ⅲ를 적용받아 선

박 건조 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치 필요

노르웨이 및 마샬아일랜드, NOx 절충안 제안 (3.24)

• 인도선급(IRClass)은 정기운항 선박의 평형수를 처리해 주는 항만 기반 평형수처리선박 (BWT-

Boat) 도입을 제안함

 - BWTBoat은 지역수질에 특화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한 다목적 시설이며, 이용선

박은 상호 연결배출구를 통해 평형수 처리

• 동 선급은 해운경기의 둔화로 비용절감이 절실한 업계에 도움이 되며, 예인선과 유조부선 업계

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인도선급, 평형수처리선박 도입 제안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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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협력 강화

선박소음, 줄이고 가실게요

"소말리아 해적 꼼짝마!" 실전같은 진압훈련

소말리아 해적활동 급감, 서아프리카는 증가

해양사고심판 무료변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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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정 체결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으로 나

선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월  

13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수행,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

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수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

축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친환경 선박기술로 녹색성장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협력 강화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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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 (근거)「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관리업체)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 기준 이상인 업체

구 분

온실가스배출량
(kilotonnes CO2e)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2011. 12. 31까지 125 이상 25 이상 500 이상 100 이상

2012. 1. 1부터 87.5 이상 20 이상 350 이상 90 이상

2014. 1. 1부터 50 이상 15 이상 200 이상 80 이상

* TJ(테라줄) : 23.88 TOE(Ton of Oil Equivalent,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 

• 연안해운 부문 해당 관리업체는 '13.12월까지 없으며, '14년도에 관리업체지정(예상)이 되는 

쌍용해운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중

◆ (운영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해당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 

    하고, 이행계획 제출 및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

◆ (추진절차) 관리대상업체의 명세서 제출, 관리업체 지정고시, 감축  목표설정, 이행 

    계획서 작성, 실적제출 및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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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선박소음협약의 국내도입 추진방안 간담회 열려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선원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국제적

으로 발효되는 '국제 선박소음협약(이하 소음기준)'의 국내 수용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

리에는 관련 업계 및 단체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음기준은 선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작업조건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된다.

소음기준에 따라 선박소음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 단계에서부터 구조와 재질을 제대로 검토해

야 한다. 또 운항 전에 소음수준을 측정해 고(高) 소음이 발생하면 청각보호기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

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건조발주자, 조선소, 선박운항자, 소음계측자 등에게 소음기준에 따른 의무사

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관련 업·단체와도 기준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선박소음, 줄이고 가실게요

해사안전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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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거제해상서 민관군 합동훈련…구축함·상선 등 참여, 
구출역량 강화

해양수산부와 해군, 민간업체 등이 함께 하는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이 1월 7일 오전 경남 거제

도 인근 해상에서 열렸다.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해 구출작전 수행역량 강화와 비상연락·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해 열리는 이번 훈련

에는 해양수산부와 해군, 장금상선(주) 등의 훈련요원 350여명이 참가하고 장금상선 소속 상선 1척과 1

월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호를 비롯해 링스헬기 및 고속단정 등이 투입됐다.

이날 훈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선원이 해적에 피랍된 가상 상황에서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해적의 본선 공격과 침입, 구조요청, 피랍상황 확인, 청해부대의 해적진압 및 상황종

료 등 실제상항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훈련내용을 종합상황실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해양수산부는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그동안에도 해적위험해역 진입선박

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선원대피처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세계 해적사고 동향 분석·전파, 해적대응

요령 동영상·교재 배포 등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주효한 덕분에 지난 2011

년 5월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우리나라 선박·선원이 해적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

다"고 설명했다.

"소말리아 해적 꼼짝마!" 실전같은 진압훈련



46 「해사안전소식」봄호

해사안전정책동향

47  ｜ 국내해사동향   

1.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모습(과거 자료 사진) 2.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개요

해적대응 비상통신 훈련 저격수 배치

대잠헬기 출격

고속단정(RIB) 출격

◆ (목적) 선원대피처 설치 및 보안요원 탑승 등의 '해양수산부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해역의 범위를 지정

•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최소건현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은 기본적으로 위험해역 밖으

로 항행하도록 권고

◆ (범위) 홍해,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인도 서부 연안 등은 제외)

• 해적 발생빈도 및 해운업계 요청(우회통항을 위한 인도서안 제외) 등을 고려 설정

* 약 890만㎢으로 한반도 면적(22만㎢)의 약 40배, 인도 면적(328만㎢)의 약 3배 

* IMO 위험해역 :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북단, 위도 10°S 및 경도 78°E가 이루는 해역 

(현행) 위험해역 좌표

· A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0도30분        · B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8도00분

· C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50도00분        · D지점 : 남위02도00분, 동경073도00분

· E지점 : 북위11도00분, 동경073도00분        · F지점 : 북위22도00분, 동경065도00분

· G지점: 북위22도00분, 동경059도40분         · H지점: 북위17도00분, 동경042도33분

· I지점: 북위17도00분, 동경039도02분 

한국 지정

IMO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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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4. 삼호주얼리호 해적피랍 및 청해부대 구출 개요

◆ 선박제원

◆ 한국선원 승선현황

◆ 피랍 및 구출 경위

• 1.15 17시경 소말리아해적에 피랍

• 1.16 00시경 청해부대 최영함, 삼호주얼리호 추적 개시, 1.18 04시경 삼호주얼리호에 근접

• 1.21 04:50 구출작전("아덴만 여명작전") 개시, 16:56 해적 13명 제압(8명 사살, 5명 생포) 

및 선원 21명 전원 구조

◆ 소말리아해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우리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 불가피하게 해적위험해역 통항시, 우리부 및 IMO 해적대응요령을 준수하고, 특히 아래 단계

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  오만만 입구, 인도 서안 해역에서도 해적대응요령을 준수 할 것

◆ 말라카·싱가폴 해협 및 남중국해(특히 Anambas, Natuna, Mangkai 섬 부근해역)에서  

    해적경계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보고체계를 유지할 것

* 피랍위치 : 22°N, 064°E(소말리아 북단에서 약 1,000마일 해상)
<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

< 사건개요 >

< 해적위험해역 통항중 조치 >

<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

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관리실에 통항보고(진입 3일전 또는 EU함대 통항보고 위치선   

   통과시점 중 빠른 시기에)

* 이와 별도로 UKMTO 및 MSC-HOA에 진입 및 통항 보고할 것

2.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3.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 확인 등

* 해적모선 활동정보(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4. 취약선박의 경우, 반드시 보안요원을 탑승 조치할 것

* 최대속력 15노트이하이면서 건현 8M이하의 선박

아랍에미레이트(UAE)를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항해 중, '11.1.15 17시경 아라비아해에서 소

말리아해적에 피랍되었다 6일 만인 1.21 16:56 청해부대 군사작전으로 선원 21명(한국인 

8명) 전원 구출

5.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6. 최대속력으로 운항할 것

7.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전원을 차단할 것(해적 공격시 'on')

8. 해양수산부 종합상황관리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9. SSAS 신호 발신 및 신고(→우리부 종합상황관리실)

10.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11. 선원대피처로 대피시 청해부대(또는 선사)에 연락

선명·국적 총톤수 선종 승선원 선사

삼호주얼리호

(몰 타)
11,566톤 케미칼선

총 21명

(한국인 8

미얀마 11

인도네시아 2)

선주사 : GSH1 CHEM  PROD 

CARRIER Ⅱ 

(노르웨이)

운영선사 : 삼호해운

번 호 직 책 성 명 나이(생년월일)

1 선 장 석해균 59세('53.00.00)

2 기관장 정만기 59세('53.00.00)

3 1항사 이기용 47세('65.00.00)

4 1기사 손재호 54세('58.00.00)

5 2기사 최일민 29세('83.00.00)

6 3항사 최진경 26세('86.00.00)

7 갑판장 김두찬 62세('50.00.00)

8 조리장 정상현 58세('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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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아프리카 해적 피랍자 3.6배 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감소세 뚜렷

지난 2년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된 선박 수가 직전 4년간(2008~2011년)보다 5.3배 늘어났

고 피랍 선원은 최근 3년 동안 3.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을 포함한 전 세

계 해적활동 감소추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벌어진 해적공격 건수는 264건으로 2011년의 439건보다 40% 줄었다. 선박피랍

도 2011년의 45척에서 지난해에는 12척으로 73%나 감소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2011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3년간 해적공격 건수는 237건

(2011년) → 75건(2012년) → 15건(2013년)으로 16분의 1로 줄었고, 피랍 선박도 28척(2011

년) → 14척(2012년) → 2건(2013년)으로 14분의 1로 감소했다.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크게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해운국들이 아덴만에 해군함정(18개국 43척)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5월 이후 선박과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해적의 선박승선

이나 해적에 의한 피랍, 교전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인공위성으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감시했고 선박에 대해 해적피

해방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해적위험해역을 운항 중인 선박은 이 지침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설치하고 해상보안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한편, 2013년에는 모두 36명의 선원이 해적에게 납치되었는데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인질, 납치, 사망 등 전 세계 선원피해의 49%(183명)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서아프리카 해

적이 과거의 단순 화물탈취에서 벗어나 선원납치에 따른 석방금 요구 형태로 해적행위 방식을 변경했다

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질 폭행·살해 등 대담·흉포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을 위

소말리아 해적활동 급감, 서아프리카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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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지역 선박운항지침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서아프리카 해적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IMO 등 국제회의에서 서아프리카 해적의 심각성을 적극 제기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효과적인 해적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려면 해적예방·대응에 관한 종합적인 법

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적위험해역 지정, 선원대피처 설치 등 기존규정을 포괄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

이다.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전 세계 해적활동은 감소 추세이지만 해적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예방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선박피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운선사 및 선박은 해적피해 방지지침을 계속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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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1. 해적사고 발생현황

◆ (개요) 해군함정, 무장보안요원 승선 등으로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서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다소 약세

• (전 세계) '13년 해적공격 건수는 264건으로 '12년(297건) 동기 대비 11.1% 감소함(선박 피랍

건수 : 28척 → 12척, 57.1% 감소)

 - (소말리아) '13년 소말리아 해적공격 건수는 15건으로 '12년(75건) 동기 대비 80% 감소

함(선박 피랍건수 : 14척 → 2척, 85.7% 감소)

 - (서아프리카) '13년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는 51건으로 '12년(62건) 동기 대비 소폭 

감소(선박 피랍건수 : 9척 → 7척, 소폭 감소)

 - (인도네시아) 최근 5년간 해적공격 및 무장강도 건수는 7배 증가하였으나, 선박의 피랍 

건수는 없음

2. 해적사고 동향분석

◆ (인명 피해) 전체 선원피해 숫자는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선원 피랍과  

    석방금 요구는 최근 3년간 3.6배 증가함

• 선원납치는 '11년(소말리아 10명)을 제외하고 '10년, '12년, '13년 대부분 서아프리카에

서 발생함

* '10년(나이지리아 17건, 카메룬3), '11년(소말리아 10건), '12년(나이지리아 26건), '13년(나이지리

아 34건, 토고 2건)

• 서아프리카 해적 형태는 선원납치에 따른 석방금 요구로 변화됨

• 반면, 선원의 사망자수는 1명으로 '12년 동기(6명) 대비 83% 감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

(선박피랍 건수)

293

(49)

410

(49)

445

(53)

439

(45)

297

(28)

264

(12)

소말리아
해적공격 건수

(선박피랍 건수)

111

(42)

218

(47)

219

(49)

237

(28)

75

(14)

15

(2)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

(선박피랍 건수)

55

(3)

47

(1)

39

(0)

52

(2)

62

(9)

51

(7)

인도네시아
해적·무장강도  

공격건수
28 15 40 46 81 106

단위: 건〈 연도별 해적피해 발생현황(2008~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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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 상 32 69 37 42 28 21

사 망 11 10 8 8 6 1

인 질 889 1,050 1,174 802 585 304

선원피랍/

석방금 요구
42 12 27 10 26 36

기 타 37 26 24 33 17 11

합 계 1,011 1,167 1,270 895 662 373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기 류 139 243 243 245 113 71

도 검 류 68 71 88 69 73 81

기      타

(비무장포함)
86 96 114 125 111 112

합      계 199 306 289 352 233 264

선 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적화물선 48 109 80 100 66 53

유 조 선 30 41 43 61 32 39

화학제품운반선 55 69 96 100 76 56

컨테이너선 49 64 74 62 39 30

예 인 선 16 17 20 32 23 14

기    타 95 110 132 84 61 72

합    계 293 410 445 439 297 264

〈 선원피해현황(2008-2013) 〉

〈 무기류 사용현황(2008-2013) 〉

〈 선종별 피해현황(2008-2013) 〉

◆ (선박 국적별) 선박등록 척수가 많은 편의치적국 소속 선박들에 대한 해적 공격 횟수가 

    많음

• 2013년 우리나라 선박에는 해적에 의한 선박승선이나 피랍, 교전 등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

음

* 해적의 우리나라 국적선박 공격건수 : '10년(4건), '11년(1), '12년(1), '13년(0)

* * 국적별 해적공격 순위 : 라이베리아(43건) → 싱가포르(39건) → 파나마(32건)  

   → 마샬아일랜드(31건) → 홍콩(20건)

◆ (선박관리회사 국적별) 해적 공격이 많았던 관리회사의 국적은 싱가포르(79), 독일(34),  

    그리스(20), 홍콩(16), 영국(13)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우리나라 선박관리회사 소속의 선박은  해적에 의한 선박승선이나 피랍, 교전 등이 한건

도 발생하지 않음

* 아국 선박관리회사 선박 공격건수 : '10년(12건), '11년(5), '12년(4), '13년(0)

◆ (무기류 사용) 총기·도검으로 무장한 해적이 57%로 흉포(凶暴)화 추세는 지속됨

• 총 264건의 해적사고 중 총기류 사용이 27%(71건), 도검류 사용이 31%(81건)임

◆ (공격 대상) 공격대상 선박이 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 지속

• 해적은 높은 석방금을 노리고 화학제품운반선(56척), 산적화물선(53척), 유조선(39척), 컨테

이너(30척) 등을 주 공격대상으로 함

2. 지역별 해적사고 세부동향

1. 소말리아 해역

• 최근 3년간 해적공격 건수는 약 16배, 선박피랍 건수는 14배 줄어 들었고, 금년도 전 세계 해적

공격의 5.7%만이 소말리아에서 발생함

 - 선원 인질은 총 34명이나 선원의 피랍·석방금 지불은 없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말리아 

해적공격

아덴만 92 117 53 37 13 6

홍해 - 15 25 39 13 2

소말리아 연안 19 80 139 160 49 7

인도양 - 6 2 1 - -

합    계
(선박피랍)

111
(42)

218
(47)

219
(49)

237
(28)

75
(14)

15
(2)

〈 소말리아 해적 피해현황(2008-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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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덴만 연합해군(18개국 43척)의 해적소탕 활동과 국제사회의 지원, 소말리아 중앙정부의 안정

화 기조 등으로 해적사고 급감

 - 또한 선사 및 선박은 무장보안요원 승선, 철저한 해적피해 대응요령 이행 등 다각적인 해적퇴

치 노력 

• 하지만 아직까지 무장한 해적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해적대응이 취약

한 선박은 피랍의 위험성이 높음

* 주의 해역 : 아덴만, 홍해 남부, 예멘 연안, 오만/아랍해 연안, 케냐·탄자니아·시실리스·마다카스카르·모잠비크 

연안, 인도양, 인도양 서부연안, 몰디브 서쪽 연안

2. 서아프리카 해역

• 전 세계 해적공격(264건)의 19.3%(51건), 선박피랍(12건)의 58.3%(7건)가 서아프리카 해

역에서 발생

 - 전세계 선원피해의 49%(183명*), 선원피랍의 100%(36명, 나이지리아 34, 토고2)가 서아

프리카지역에서 발생

* 선원피해(183명) : 인질 133, 부상11, 사망1, 납치36, 기타2

* 서아프리카 해역 : 주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베닝, 콩고공화국,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콩고, 토고 

국가 인근 해역

• 해적은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활동하던 과거와 비교하여 조직이 발전되면서 모선을 이용, 해안

에서 150마일 이상까지 영역 확대

 - 가봉, 코트디부아르, 토고 해역까지 활동 영역 확대하여 동 지역에서 5척을 피랍하고 2척은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피랍

• 과거 단순 화물탈취에서 벗어나 최근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다양한 선종을 공격, 석방금

을 노린 선원납치 급증

• 인질들에 대한 폭행·살해 등 대담·흉포화 추세 지속

3. 동남아시아 지역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아프리카 

해적

나이지리아 40 29 19 10 27 31

코트디부아르 3 2 4 1 5 4

콩고 1 0 1 3 4 3

토고 1 2 0 6 15 7

기타 12 16 17 35 11 6

합    계
(선박피랍)

57
(3)

49
(1)

41
(0)

55
(2)

62
(9)

51
(7)

〈 서아프리카 해적 피해현황(2008-2013) 〉

◎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지역 해적사고는 7배 증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방글라데시 12 18 23 10 11 12

인도네시아 28 15 40 46 81 106

말라카해협 2 2 2 1 2 1

싱가포르해협 6 9 3 11 6 9

말레이시아 10 16 18 16 12 9

남지나해역 - 13 31 13 12 4

베트남 11 9 12 8 4 9

합 계 69 82 129 105 128 150

〈 동남아시아 지역 해적피해 현황(2008-2013)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묘박지 및 연안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무장강도 및 좀도둑이 전세계 사고건수의 

40% 차지하며, 5년 연속 증가 추세

• 주로 정박 중 야간에 총기, 도검류로 무장한 해적(강도)들이 침입하여 계류용 로프 등 선용품

을 탈취하고 있음

• 특히 예부선 등 소형선박을 절도, 다른 선박으로 변조·처분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고가 발생하

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은 전통적 해적우범지역으로 주의가 요구되며, 대부분의 해적행위가 

연안 또는 정박지에서 발생

 - '05.6월 이후 ReCAAP을 통한 국제공조, 연안국 순찰 강화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의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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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66명 선정…
영세 어민·선원 권익보호 기대 

영세 어민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조사·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

변론인 예정자가 확정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1월 29일 66명의 올해 국선 심판  변론

인 예정자를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

kmst.go.kr)에 게시된 명부를 참조하면 된다. 

2012년부터 도입된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

선원들에게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66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에서 무료 변론을 자원한 사람들

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37건의 심판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6건의 국선 심

판변론이 이뤄져 전년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심

판 197건 중 34%를 차지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착되면 해양사고 조사·심판에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사고심판 무료변론 이용하세요
3. 해적관련 국제 동향

◆ 제92차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개최(6.12~21)

* 장소/참석 : 영국 런던/115개 회원국, 56개 기구등 586명

• 우리나라, 그리스 등은 최근 서아프리카의 해적 급증과 흉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구체적

인 국제협력 방안을 촉구함

 - 서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신뢰성 있는 Local Guard 제공, 무장보안요원 선박승선 허용, 소말리

아 해역과 동등 수준의 예방대책 마련 등

◆ 제110차 IMO 이사회 개최(7.15~19)

• 우리나라는 아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IMO 등을 통한 

동 지역 해적피해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

◆ 제8차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 개최(9.9)

* 장소/참석 : 런던/우리나라, 미국 등 30여개국ㆍ국제기구ㆍ업계대표 등

• 선주와 기국이 해적대응지침(BMP)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13.11월 CGPCS 총회에서 우리

나라(외교부)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키로 함

◆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서·중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6.24~25)

• 11개국 정상 및 UN 등 3개 국제기구 참여, 서아프리카 기니만의 해적활동 대응을 위한 MOU 

체결 및 행동강령 채택

 - 우리나라(외교부)는 영국측 주도의 기니만 역내국 해양안보역량 강화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

동행동선언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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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개요 2. 심판변론인 자격 및 선임 제도

◆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작성

• (목적)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심

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 제고

• (명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심판변론인(395명)을 대상으로 본인

의 희망의사에 따라 예정자 명부 작성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 (선정)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

서 국선심판변론인 선정(법 제30조) 

 - (직권)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

심이 있는 경우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양사고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 (청구)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운영) 해양사고관련자의 빈곤,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예

산범위에서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 (수당) 국선 심판변론인이 변론을 한 때는 1일 수당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출석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매 1회마다 2분의 1에 해당 금액 지급

◆ 심판변론인의 자격(법 제28조)

◆ 심판변론인의 직무

◆ 심판변론인의 등록

경력구분 자  격  요  건

해 기 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교    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공 무 원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법 조 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

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심  판  전 심  판  시 결정·재결후

·제1회 심판이전의 선박·기타

장소 검사 입회

·심판기일 지정통지 접수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복사

·증거물의 조사 신청

·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기피 신청

·심판기일변경 신청

·심판정에서의 속기사 사용

·심판관계인 신문

·조사관의 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최후진술

·증거조사 입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 등본 청구

·제2심 청구

자 격 자

등록신청

등 록 자

개업신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검  토

·등록증 교부
·등록부 등재
·관계기관 등에 통지

·신청서

·자격증

·자격, 결격사유 및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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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재난안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해양수산부, 스웨덴·덴마크와 세계최초 'e-Navigation' 실해역 공동 시범사업 실시

제8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4월 12일(목) 14시경 거제 인근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소말리아 해

적대응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10진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4월말)에 앞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해

적피랍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피랍시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그 동안의 해적대응 경험을 훈련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하고 

해적피랍 취약선박 (LNG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중 훈련을 실시하였다. 가상의 해적공격을 받은 선박에

서 해적피습 비상신호를 발신하고, 국토해양부와 청해부대에 신고한 후 선박내 선원대피처 (Citadel)로 

피신하는 비상대응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토해양부(해양항만종합상황실)에서 선박의 해적피습 

상황을 청해부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청해부대 특수요원이 대잠헬기와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선박에 

침투 후 해적을 진압하고 선원대피처에 대피한 선원을 구출하면서 이번 훈련이 마무리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공격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선박·선사의 자구책 강화 및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의 철저한 

이행 등 해운선사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시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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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연합뉴스와 해상에서의 재난안전 정보와 생활뉴스 

제공, e-Navigation 기술 협력을 위한 '해양재난안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 종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태풍·기상 등 재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 언론사가 생산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e-Navigation 사업성과에 따라 향후 육-해상간 통신장벽의 해소와 선

박에 해양재난안전정보가 상호 교환 되도록 하는 데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분야 기

술협력을 통해 다양한 안전관련 콘텐츠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Navigation은 해양안전을 위한 육상기반 정보 서비스가 해양으로 원활히 전달되도록 해양에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박과 육상이 소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신속한 안전정보 전달이 가능해져 해양사고를 미리 막

을 수 있고, 민·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e-Navigation 기반의 해상 디지털콘텐츠 산업 창출 기반

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두 기관의 협력이 바다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연합뉴스는 지난 2005년 해양재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협력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

양종사자에 대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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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재난안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 안전정보 제공, e-Navigation 기술협력 약속

해양수산부, 스웨덴·덴마크와 세계최초 
'e-Navigation' 실해역 공동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스웨덴 및 덴마크와 공동으로 첫 번째 e-Navigation*  

실해역 국제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발 예정인 기술과 서비스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선박에는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상에서는 관제·모

니터링을 통해 선박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상무선통신환경을 개선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지난 1월 세 나라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체결한 e-Navigation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의 구체적 조치의 하나인 공동 시범사업은 올해 우리 연안에서 모두 세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실해역시험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의 연안 항해 

중에 실시됐다. 세 나라 연구진은 이들 배 위에서 현재 개발 중인 e-Navigation관련 서비스와 앞으로 개

발 예정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사업에서 선보인 시험 대상 서비스로는 선박에서 출발지·목적지를 입력하면 육상 관제센터가 선박의 크

기·속력·화물 등 선박 특성에 맞는 최적 항로를 분석해 선박에 제공하는 항로지원 서비스, 선박 간 충

돌위험 상황에서 충돌회피 예정 동작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는 선박충돌예방 지

원서비스 등이다.

또 전자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형어선과 레저보트용 휴대e-Navigation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전자해도

상 항법·항해안전 정보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와 함

께, 선박에서 3G나 LTE 등 첨단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e-Navigation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해상 클라

우드 서비스도 시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e-Navigation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통신장벽으로 인해 정보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선박이 육상으로

부터 분석된 항로정보를 지원받아 항해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여 해양안전을 제고하고 항

해시간과 운항경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최초로 대륙 간 여러 나라가 합동으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세계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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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고 있다. 특히 e-Navigation 분야의 기술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와 조선·정보통신기술 강국인 한국

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업무협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세 나라는 이번 시험 결과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각국 연구진은 시험을 통해 공

동 기술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세계최초로 실시되는 대륙 간 공동사업인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

라에서 실시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은 e-Navigation 이행을 위한 국제공동 시범사업과 

시험인증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

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e-Navigation 개발사업을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명명하고 2015년부터  

5년간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평

가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5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배경

• 향후 개발예정인 e-Navigation 서비스에 대한 유효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해역 실선 

시험을 3국간에 공동으로 수행

* 한-덴마크/스웨덴 3국간 e-Navigation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협력에 관한 MOU('14.1.28)에 따라 '14

년에 3회(4·7·10월)에 걸쳐 우리 연안에서 실선 시험 추진

◆ 실해역 공동시험 개요

• 기간/장소 : '14.4.15(화)~16(수) / 국내연안(부산-여수/목포-여수)

• 대상선박 : 한국해대 실습선(한바다호) 및 목포해대 실습선(새누리호)

• 시험참가 : 7개 기관 36명 

* 참가기관 : 해양수산부, KRISO,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스웨덴 해사청, 덴마크 해사청, 스

웨덴 샤머스 공대

• 시험대상항목 : 기 개발중인 서비스 및 향후 개발예정인 e-Navigation 서비스

* ①항로지원서비스, ②선박입출항지원서비스, ③선박충돌예방 지원서비스, ④한국형 e-Navigation서비

스 및 해상 클라우드 서비스

1차 e-Navigation 국제공동 실해역 시범사업(Test bed)

◆ 선박제원 및 항로정보

【선박제원】

【항로정보】

선       명

 

새누리호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건조일자 '03.3.24 '05.12.08

전       장 103 m 117.20 m

전       폭 15.6 m 17.80 m

총  톤  수 4,701 톤 6,686 톤

속      력 16.8 knot(상용속력) 17.5 knot(상용속력)

기관출력 디젤기관 6,060마력 디젤기관 8,130 마력

정      원 208 명 246 명

항해구역 원양항해 원양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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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국제해사기구(IMO)에 1차 시험결과 의제문서 제출 : 4월중 

• 한국형 e-Navigation 기본구상에 시험결과 및 사용자 의견수렴 내용 반영 : '14.4~11

• 실해역 공동시범 사업 추진 : 2차('14.7 예정), 3차('14.10 예정)

◆ 시험현장

◆ 선박충돌회피 지원 서비스(목포해대-한국해대 실습선 실제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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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오전 서울에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해사 분야의 국제적 현안인 

e-Navigation*을 주제로 한 제8회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개최했다.

* e-Navigation : 기존의 선박운항·조선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각종 해양정보를 차세대 디지털 통신네

트워크를 통해 선박내부, 타선박 또는 육상과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하는 차세대 선박 운항체계

이번 포럼에는 IALA,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등 해사 분야 국제기구의 수장을 비롯해 유

럽해사안전청장 등 외국 정부의 해사안전기관 대표와 국내외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했

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e-Navigation 동향과 전망, 기술요건, 국제협력 상황 등을 참가자들과 공유하

고 e-Navigation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회의 결과를 IMO에 보고해 IMO의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개회사 : 차관

◆ 축사 1 : Robert Ward, IHO 의장

◆ 축사 2 : Gary Prosser, IALA 사무총장

◆ 축사 3 : Ashok Mahapatra, IMO 부국장

• 세월호 사고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 보내준 애도에 감
사드림

• 국제 해양안전 정보, 시설 및 기준관련 성과를 상호 연계하
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
다임 창출이 필요

• 관계자들의 이익과 요구사항이 고려된 실질적인  
e-Navigation 구현을 위해 본 포럼에서 충분한 의견이 공
유되기를 희망

• e-Navigation에 의해 해양환경의 디지털 혁명이 도래할 
것임

• e-Navigation은 단순히 육해상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개
념을 넘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세월호 사고는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e-Navigation의 필요성을 재상기시킴

• e-Navigation은 지속가능한 해양교통안전시스템  
구축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

• IMO는 2006년 e-Nav 논의 시작 후, 2008년  
e-Navigation 전략이행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이행 일정을 승인

• e-Navigation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새로운 솔루션이 계속 개발되기를 기대

제8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 e-내비게이션 본격실행 대비, 4월 23일 서울서 각국 전문가와 동향·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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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요지

제1세션 (e-Navigation 동향 및 전망)

- 좌장 : 국제수로기구 의장 (Mr. Robert Edward Ward)

1-1 발표 : IMO's Trends and Prospects

(Mr. Ashok Mahapatra, IMO 해사안전국 부국장)

• IMO는 IALA, IHO의 지원하에 e-Navigation 정의 및 목적을 비롯한 전략과 비전을 완성
하고 전문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며, 통신작업반을 통하여 SIP를 작성중이고, 향후 제1
차 NCSR 승인을 거쳐 제94차 MSC 추인을 기대함

• e-Navigation은 육해상간 원활한 전자 형태 데이터 전송을 통해 항해사업무 지원 및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수 데이터 정보의 효율적 제공 및 인적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또한, SIP 작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각 회원국은 신규작업을 제안하기 보다는 SIP 승인 
이후 식별된 과업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함을 제시함

1-2 발표 : Benefits of e-Navigation

(Mr. John Murray, 국제선주협회 국장)

• 지난 제59차 항해안전전문위원회(NAV)의 논의에서 e-Nav 전략이행계획(SIP)의 해상
서비스목록(MSP)이 논의되었으나, 국제선주협회 및 해운 단체 등의 반발로 현재 삭제된 
MSP(선박원격모니터링)은 e-Nav가 아님을 제시함

• 새로운 신규 장비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 장비와의 호환, 조화, 통합 등이 고려하여야 할 e-
Nav risk를 제시함

• IHO의 S-100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장비와 시스템의 운용을 정의하는 프로토
콜과 표준)에 해운산업과 제조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e-Nav에 대한 추가적인 정
의 필요성을 제시함

1-3 발표 : Korea's strategy of e-Navigation

(안광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해양위기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GICOMS)을 구축·운영중에 있음

• GICOMS 개념은 e-Nav의 아키텍쳐와 매우 유사하여 e-Navigation의 선행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정부에서는 GICOMS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어선, 연안선박,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e-Nav(SMARTNav)을 구축하고자 함

• 2013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SMART-Nav 추진전략이 국가계획으로 채택함
• 2015~2020년까지 핵심요소기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주도 대규모 R&D사업을 추진예

정임
• 또한, 국제공동 시범사업 수행 등 e-Nav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계획임

제1세션 패널토론(6명)

좌장, Ashok Mahapatra(IMO 해사안전국 부국장), John Murray(국제선주협회 국장),

안광(해수부 e-Nav팀장), Micheal Bergmann(CIRM 회장), 박진형(KRISO 선임연구원)

• (Mr. John Murray, ICS) 선박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장비설치를 의무화  
할 때에는 현존선박은 적용을 면제하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하며, e-Navigation  
도입시 선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함

• (Ashok Mahapatra, IMO) 산업계나 국제기구에서 너무 규정에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
하고 솔루션에 집중하여야 함. 효율성 및 기대효과가 인정된다면 자연스럽게 업계가 수용
할 것임

• (Michael Bergmann, CIRM) 한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비협약 선박을 주요 
대상을 다루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함. 전자장비의 최신화는 필연적인 흐름이므로 협약에
서 다루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도입할 것임. 다양한 선박에 제공하
기 위한 표준화와 조화가 뒷받침 되어야함

• (안광, 해수부) e-Nav 필요성은 (1) 해상에 통신장벽해소 (2) 육해상간 정보격차 해소로 
항해자의 의사결정 지원 (3) 소형선박 및 어선 등 전기공급이 안 되는 선박에서도 항법정
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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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e-Navigation 핵심전략)

- 좌장 : IMO 부국장 (Mr. Ashok Mahapatra)

2-1 발표 : Example of MSPs

(Capt. Ben van Scherpenzeel, 국제하버마스터협회)

• 'AVANTI 프로젝트'(네덜란드-영국) 사례를 통하여 문서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항만의 정보
를 선박 운항자에게 표준화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운항의  
효율성 등의 이점이 있었음을 설명함

• e-Navigation의 목적이 선박의 항해완성(berth to berth)과 관련 서비스의  
향상인 점을 고려하여 상기 사례와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음

2-2 발표 : Core technologies and solutions

(Lee Alexsander, Research Affiliate Professor of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핵심 기술로 e-Navigation의 주요 성과와 기대효과와 관련된 ECDIS,  
ASM(AIS 메시지) 등의 선박항해시스템과 통신 인프라를 제시함

• 선원들은 솔루션이 해결책이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요구함
• 사용자 요구와 작업을 고려한 정보 요구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 개발 필요함
• e-Navigation 장비, 시스템과 서비스의 현실성을 고려한 개발 필요함
• 선원들은 현존 선상 장비와 시스템 표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

를 조화하여 한계 극복을 제시하는 우수사례 개발이 필요함

2-3 발표 : Use of benefits of e-Navigation for

Non-SOLAS ships

(정중식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 국제협약을 적용 받지 않은 비협약선박에 e-Navigation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와 안전문화에 기초한 기술, 기본 통신 인프라,  
선박통항에 정밀한 이해 등의 필요성을 제시함

2-4 발표 :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SIP

(Mr. John Erik Hagen, IMO e-Nav 통신작업반 의장)

• 현재까지 논의된 IMO의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SIP) 개발현황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e-Navigation 이행을 위하여 회원국 및 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함

• 향후, IMO 절차에 따라 전략이행계획 수립을 진행할 것이고, 각각의 SIP의 TASK는 가능하
고 필요한 변화를 포함한 완료시점과 이행날짜가 제시될 것임

제2세션 패널토론 (6명)

좌장, Capt. Ben van Scherpenzeel, Lee Alexsander 교수, 정중식 교수,

Mr. John Erik Hagen, 김건웅 교수

• (김건웅 교수, 목포해양대) 선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며, 유효한지 고려하여야 함. 정부, 특정기관의 소유정보에 대한 공유 시스템
이 필요함

• (Ashok Mahapatra, IMO) IMO에서는 협약대상선박에 적용가능한 e-Nav만  
고려함. 비협약 선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MO에 신규작업을 상정하여 
재논의를 하여야 함. 각 개별 국가의 비협약 선박의 적용여부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임

• (John Erik Hagen, 노르웨이) 비협약선박 논의를 상정하는 시기는 e-Nav 솔루션이 협약
대상선박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비협약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함

• (Lee Alexsander, 뉴햄프셔 대학) 비규제적 성격이라 할지라도 e-Nav의 이점이 크다
면 비협약선박에도 자연스레 도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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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e-Navigation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좌장 : IALA 사무총장 (Mr. Gary Prosser)

3-1 발표 : Capacity building (developing of

training program)

(Mr. David Patraiko, 영국항해연구소 국장)

• ECDIS(전자해도표시시스템)는 항해의 성격을 변화시킨 혁명적인 변화로써,  
항해사들이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 수 있고 주변 경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편 복잡성의 증가로 새로운 능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항해연구소는 ECDIS 체크리스트 무료 제공으로 프로세스를 통해 ECDIS와  
친숙해지는 일종의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e-Nav 도 이러한 친숙화 교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Fisher Report'에 따르면 어선은 항해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원의 전문성과 강사의 질의 향상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항해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e-Nav 교육 부분에 ①규제 정책 환경 개선  
②파트너쉽 강화 ③MET 품질 개선 ④정보공유 강화 중심 교육의 필요성 등 새로운 기술 
훈련을 파악하여 투자 또한 필요성을 제시함

3-2 발표 : Region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haring e-Navigation information

(Markku Mylly, 유럽해사안전청 청장)

• 현재까지, 논의된 IMO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SIP) 개발현황과 성공적인 e-
Navigation 이행을 위하여 회원국 및 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 해운의 측
면에서도 일반 사용자와의 공동 작업 등 전 세계와 지역 간 개발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
시함

• 따라서, 유럽해사안전청은 해상교통 모니터링과 선박의 해사안전, 보안과 환경에 대한 위
험정도 검토, 해운의 효율성 향상에 관련한 해사 정보의 사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나갈 
예정임

3-3 발표 : Standardization of e-Navigation

technologies and Test-bed platform

(Mr. Francis Zachariae, 덴마크 해사청(DMA) 부청장)

• 전 세계 e-Navigation 서비스가 모든 선박에 적합하고 유용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서비스들이 전달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표준화임을 제시함

• 국제 공동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고 다양한 
e-Navigation 솔루션의 실제 기대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e-Navigation  
테스트베드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요함

제3세션 패널토론 (7명)

좌장, David Patriko(영국항해연구소 국장), Markku Mylly(유럽해사안전청 청장),

Francis Zachariae(덴마크해사청 부청장), Peter Fyrby(스웨덴해사청 국장),

송태봉(해양수산부 사무관), 서상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 (송태봉, 해수부 사무관) e-Navigation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와 통합을 거쳐 2018년 이후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확보 등 시행 준비 중에 있음. 특히 비협약 선박에 대한 SMART-
navigation을 추진할 예정임

• (Markku Mylly, 유럽해사안전청장) 현재 개발된 SafetyNet의 경우 EU 회원국만  
이용 가능 하지만, 다른 인접국에서 유사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스템 연동을 확대할 의사
가 있음

• (서상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선진국과 개도국가의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며, 국제
해사포럼과 같은 행사를 개도국에도 확대 필요함

• (Gary Prosser, 국제항로표지협회 사무총장) 테스트베드 시험결과를 홍보하여,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e-Navigation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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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Gary Prosser, 국제항로표지협회 사무총장

• 한국정부와 IALA가 공동 개최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통해 e-Nav 현실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e-Navigation 관련 표준을 구상하고,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한 만큼 
IALA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임

안광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e-Navigation 도입은 육해상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토록 하며, 이를 통해  
선박에서는 실시간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정부는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e-Navigation 조기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5년부터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e-Navigation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지역간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
제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함

• 한국정부는 e-내비게이션의 조기이행을 위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국제협력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함

이름 : John Murray
소속 : 국제선주협회
직위 : 국장
국적 : 영국
발제 1-2

이름 : 임현철
소속 : 해양수산부
직위 : 해사안전국장
국적 : 대한민국
발제 1-3
* 안 광事대리발표

이름 : Gary Prosser
소속 : 국제항로표지협회
직위 : 사무총장
국적 : 호주
* 축사 2 / 세션3 좌장

이름 : 정중식
소속 : 목포해양대학교
직위 : 교수
국적 : 대한민국
발제 2-3

이름 : John Erik Hagen
소속 : 국제해사기구 
          e-Navigation CG
직위 : 의장
국적 : 노르웨이
발제 2-4

이름 : Michael Bergmann
소속 : CIRM / Jeppesen
직위 : 사장 / 해양산업 국장
국적 : 독일
패널

이름 : Robert Edward Ward
소속 : 국제수로기구
직위 : 의장
국적 : 호주
* 축사 1 / 세션1 좌장

이름 : Ashok Mahapatra 
소속 :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국
직위 : 부국장
국적 : 인도
* 축사 3 / 세션1 연사/ 세션2 좌장

이름 : 박진형  
소속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직
위 : 선임연구원 
국적 : 대한민국
패널

이름 : 김건웅
소속 : 목포해양대학교
직위 : 교수
국적 : 대한민국
패널

이름 : Ben van Scherpenzeel
소속 : 국제도선사협회
직위 : 국장
국적 : 네덜란드
발제 2-1

이름 : Lee Alexander
소속 : 뉴햄프셔주립대학교 
직위 : 연구소속교수
국적 : 미국
발제 2-2

이름 : David Patraiko
소속 : 영국항해연구소
직위 : 국장
국적 : 미국
발제 3-1

이름 : Markku Olavi Mylly 
소속 : 유럽해사안전청
직위 : 청장
국적 : 핀란드
발제 3-2

이름 : Francis Zachariae
소속 : 덴마크 해사청
직위 : 부청장
국적 : 덴마크
발제 3-3

이름 : 황의선
소속 : 해양수산부
직위 : 해사산업기술과장
국적 : 대한민국
패널 * 송태봉事 대리참여

이름 : Peter Fryby
소속 : 스웨덴 해사청
직위 : 국장
국적 : 스웨덴
패널

이름 : 서상현
소속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위 : 소장
국적 : 대한민국
패널

2. 포럼 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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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제개정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법[시행 2014.4.8]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 2014.4.8]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4.8] 

선박법[시행 2014.9.25] 



해사안전법[시행 2014.4.8]
법률 제12221호, 2014.1.7, 일부개정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함.

⊙ 법률 제12221호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를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섬광"을 "단음"으로 한다.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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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이유

II. 개정문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 2014.4.8]
대통령령 제25299호, 2014.4.8, 일부개정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221호, 2014. 1. 7. 공포, 4. 8.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에 관

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규제 강화(제14조 및 별표 5 제2호머목)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의 운항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한 경우의 최고 과태료 금액과 같이 200만원으로 인

상함.

나.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제21조제1항 및 제2항)

항행장애물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면비행선박 인증

심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면비행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수면비행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권한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환원하는 등 권한의 위임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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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92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진단    

    대행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 대통령령 제25299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업무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제2항제2호에 따른 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II. 개정문



③ 선박교통관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2. 혼잡한 교통상황을 예방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조언·권고 또는 지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 정보 제공의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중 "0.05퍼센트"를 "0.05퍼센트(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0.03퍼센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까지 및 제8호는"을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8호의2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 

         한다)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머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법령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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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는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1조제2항(제28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및 해당 사

업장의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서가 제출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9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및 해당 사업장이 

최초·갱신·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연

장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그 효력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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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4.8]
해양수산부령 제78호, 2014.4.8, 일부개정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진단

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지 제4호서식)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서 

제출 부수를 25부에서 17부로 줄이고, 안전진단서 작성을 대행시킨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던 안전진

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사항 등록(안 제16조 및 별표 8)

안전진단대행업자가 기술인력 또는 장비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

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변경등록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위

반횟수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안 별표 9)

원활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전남동부연안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의 호출부호, 통신시설 및 주

파수 등 관제통신의 제원을 규정함.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령 제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25부"를 "17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III. 개정문



별표 4의 인천항 출입항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법령제개정

86 「해사안전소식」봄호 87｜ 국내해사동향      

인천항

출입항로

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제1항로, 동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

항로(제2항로, 서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항항로 및 출항

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 해

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안전하게 항행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제2호에 따라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낮에는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

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별표 8 제2호가목,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선박법[시행 2014.9.25]
법률 제12537호, 2014.3.24, 일부개정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선박의 국기게양에 관한 국제해운관례를 반영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임

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기관을 확대하여 선박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 제12537호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

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호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를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로 한다.

I. 개정이유

II.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제3항"을 "제9조제2항·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 

    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부 칙 >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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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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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mokorea.org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110콜센터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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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로 12(송도동)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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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전화 : 032-26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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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