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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 PPR 4)

•	 일시/장소 : 2017. 1. 16 ~ 20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3개국, 41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총 544여 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
(PPR 4*) 결과

01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의 이행 방안 논의 

•	 	(논의내용)	항만국통제	검사시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BWMS)의	정상	작동여부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BWMS	운전기록	및	출력	표준	양식’	개발*	논의

* MEPC 70차에 제출되었으나, 시간 제약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PPR 4로 이관

•	 	(논의결과)	MEPC	70차와	PPR	4차간	시간이	짧아	표준화	양식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추가	검토	후	PPR	5차에서	재논의	예정	

2. 선박용 배기가스 블랙카본 저감을 위한 연구 

•	 	(논의내용)	북극항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관련	정책*	및	저감	기술	연구결과를	소개	

하고,	블랙카본	저감	규제	도입을	논의

* 선박운항효율정책, 북극지역에서의 HFO 사용에 대한 단계적 제한 등

•	 	(논의결과)	북극지방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블랙카본	저감을	위한	작업계획*	수립이	

최종	결정됨

* 2018년까지 블랙카본 측정기술 선정(PPR 5차), 2019년까지 블랙카본 저감 기술 및 규제 마련(PPR 6차) 등

3. 디젤엔진에 장착된 SCR* 관련 지침서 개정
      *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선택적 촉매산화, NOx 저감장치) 

•	 	(논의내용)	NOx	Techinical	code에	따라	Scheme	A*를	적용하여	SCR	장착시	Scheme	B**

와	동일하게	선상	질소산화물	검사	적용	여부	논의

* Scheme A : 디젤엔진 공장시험 시 SCR 장착하여 질소산화물검사 수행

* * Scheme B : 엔진과 별도로 SCR 공급 · 장착하여 선상에서 질소산화물검사 수행

•	 	(논의결과)	Scheme	A와	Scheme	B를	동등한	SCR	검증절차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NOx	

Technical	code	개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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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4)

•	 일시/장소 : 2017. 1. 30 ~ 2. 3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s. Mayte Medina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4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540여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
(HTW 4*) 결과

02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 유효화 

•	 	(논의사항)	사무국에서	정리한	표준훈련과정	개발·개정	우선순위	승인	논의,	9개의	표준훈련

과정에	대한	유효화	작업	진행

•	 	(논의결과)	 9개의	 표준훈련과정	 중	 8개는	 유효화되었고,	 기관유능부원에	 대한	 표준훈련										

과정은	차기	회의에서	검토	후	유효화하기로	함	

2.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	 	(논의사항)	협약의	현재	적용	기준	단위를	미터에서	톤수로	변경	여부	및	미터에	대한	동등					

톤수	결정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협약	적용	기준	단위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차기	회의에	각국의	

어선길이에	대한	톤수	정보를	제출하여	검토	및	논의하기로	함	

9제1장

3. 피로에 관한 지침(MSC/Circ.1014) 개정 

•	 	(논의사항)	선원	피로	완화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모듈	추가에	대한		

논의	및	ILO	등	관련	기구의	규정	참조	여부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기타	이해당사자를	위한	모듈에	대해서는	모듈	추가	없이	기존	것에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구의	규정	참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4.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

•	 	(논의사항)	 NCSR	 4에	코멘트하기	위해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에	대해	인적	요소	및										

사용자	측면에서	검토

•	 	(논의결과)	현	단계에서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에	대한	코멘트	제공은	이르며,	추후	훈련과	

표준훈련과정(Model	Course)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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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선박설계·건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4)

•	 일시/장소 : 2017. 2. 13 ~ 17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evin Hunter (영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0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60여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선박설계·건조전문위원회
(SDC 4*) 결과

03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규정 개정 

•	 	(논의사항)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해설서	개정	및	열에	민감한	파이프의	수밀격벽	

관통	승인을	위한	화재시험	추가시행	필요성	논의

•	 	(논의결과)	SOLAS	II-1	구획	및	손상복원성	해설서	개정*을	완료하였고,	열에	민감한	파이프

에	대한	추가	화재시험은	A-Class	요건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선박에 적용하는 것으로 MSC 98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2. 여객선 손상제어도와 선장 정보제공에 대한 지침 개정 

•	 	(논의사항)	여객선	손상제어도	관련,	화재제어도	기호와	상이한	일부	그래픽	기호	개선	논의

•	 	(논의결과)	신조	여객선	및	중대한	개조를	한	여객선에	적용되는	MSC.1/Circ.1245	(여객선	

손상제어도	지침서)	3항	개정	초안을	완성하였고,	MSC	98차에	승인	요청	결정	

11제1장

3. 2011 ESP Code 개정 

•	 	(논의사항)	 ESP	 Code	통합본의	채택과	발효를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ESP	 Code										

통합본	발효	전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통합본	채택과	발효를	위한	향후	일정에	동의*하고,	통합	ESP	Code가	발효될						

때까지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벌크선,	유조선	선체검사시의	적용	기준**을	결정	

* SDC 6차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MSC 승인 요청하되 발효일과 관련하여 4년의 개정 주기를 따르지 않고     

채택 후 18개월 이후 발효되도록 함

* *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적용 기준에 대한 서면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한 IACS UR Z10을 시행

하기로 함

4. WIG선에 대한 기준 초안 작성 현황 보고

•	 	(논의사항)	WIG선	안전기준	잠정지침서인	MSC/Circ.1054를	최종지침으로	개정하기	위한	

회기간	비공식	협의에	대한	보고

•	 	(논의결과)	선원의	자격,	충돌예방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MSC의	검토를	요청한	사항	관련,			

지침의	통합본을	우선	개발하여	다른	전문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

에	지침	최종화를	위한	통합본(안)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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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4)

•	 일시/장소 : 2017. 3. 6 ~ 10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ingo Lakeman(네덜란드)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0개국, NGO 및 IGO 등 600여 명 참석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
(NCSR 4*) 결과

04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통신장비를 통해 수신된 항해정보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	 	(논의사항)	제출된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및	통신작업반	구성,	임무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초안	완성도	부족으로	통신작업반(의장:노르웨이)에서	차기	회의까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하고,	통합항해시스템(INS)	성능기준에	추가될	‘정보전시’	모듈도	검토하기로	함	

2. GMDSS 현대화 계획 

•	 	(논의사항)	GMDSS	현대화	프로젝트	세부사항	실행계획에	대한	통신작업반	검토	결과	및					

관련된	의견	검토

•	 	(논의결과)	성능검증이	안	된	NAVDAT의	성능표준	개발은	GMDSS	현대화	계획에서	제외				

되고,	모든	현행	GMDSS	무선설비에	대한	IMO	성능기준은	모두	개정대상에	포함됨	

13제1장

3. 추가적인 모바일 위성시스템 수용을 위한 SOLAS 4장과 부록 검토 

•	 	(논의사항)	새로운	이동위성시스템이	GMDS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OLAS	4장	및						

부록(증서	양식	P,	R,	C)	문구	개정	및	A3	해역	정의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문구	개정에	대한	검토를	다음과	같이	완료하여	위원회	승인을	요청하고,	A3	해역	

정의에	대한	자료를	MSC	98차에	제출하도록	제안함

4. IAMSAR 매뉴얼 개정

•	 	(논의사항)	IAMSAR	매뉴얼에	특정시스템인	인마샛트(Inmarsat)	대신	일반적	용어를	사용			

하도록	개정	논의

•	 	(논의결과)	IAMSAR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	‘Inmarsat’을	‘recognized	mobile-	satel-

lite	communication	service’로	변경*하도록	승인하고,	ICAO/IMO	합동작업반에	재검토

를	요청함

* 개정절차 : ICAO/IMO 합동작업반 검토 후 ‘18년 NCSR 5차 및 MSC 99차에서 승인

초안 개정안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a ship earth station providing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ystem ship earth 

station

ship earth station providing recognized mobile satel-

lite service 

III. 기타사항

1. IMO-IHO e-Navigation 표준화 공동작업반에 아국 의장 선출

•	 	e-Navigation	표준화에	대한	 IMO-IHO	공동작업반	구성을	위해	노르웨이,	미국,	호주,								

독일,	IHO	등과	공조하였으며,	아국의	홍순배	e-Navigation	팀장이	의장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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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선박시스템·설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SSE 4)

•	 일시/장소 : 2017. 3. 20 ~ 24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S. Ota(일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11개 회원국, NGO 및 IGO 등 443 명 참석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선박시스템·설비전문위원회
(SSE 4*) 결과

05
*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MODU Code, LSA Code 및 MSC.1/Circ.1206/Rev.1 검토 

•	 	(논의사항)	‘09	MODU	Code*	개정안	및	MSC	결의안	초안	승인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하여,	초안	원안대로	MSC	98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MODU Code : 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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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사항)	안전작업하중(SWL)	적용,	현존	하역설비에	적용되는	기능요건	제외,	매뉴얼	비치,	

기능요건의	적합성	등	세부사항	논의

•	 	(논의결과)	시간	제약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SOLAS	개정안에	대한	초안	마련	후,	통신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진행	예정임	

15제1장

3. 자동위치제어장치 선박에 대한 지침서(MSC/Circ.645) 개정 

•	 	(논의사항)	통신작업반	지침서	승인	여부	논의	및	지침서	제출	방법	논의

•	 	(논의결과)	본회의	및	작업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통신작업반의	지침서를	승인하고,			

신조선	적용을	위해	MSC/Circ.645	개정이	아닌	새로운	지침으로	MSC	98차에	승인을	요청

하기로	함	

* 용어 삭제, 연차기준일은 DPVAD 증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동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최초 검사일

4. SOLAS 및 관련 기준상 탈출로표지 및 장비위치표시 요건 개정

•	 	(논의사항)	SOLAS	및	관련	기준상	탈출로표지	및	장비위치표시	요건	개정	관련	사무국에서			

마련한	총회결의서(안)	및	표지	설명	문구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

•	 	(논의결과)	총회결의서(안)의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MSC	98차에	승인	요청하기로	하였고,			

중국이	제안한	표지	설명문구	추가	건은	반영되지	않음

*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조 또는 SOLAS II-2 및 III 적용범위 내에서 설비의 수리 개조가 이루어지는 선박

에 적용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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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1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The 41st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FAL 41)

•	 일시/장소 : 2017. 4. 4 ~ 7 (4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Yury Melenas (러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0개국, 30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약 360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1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41*) 
결과

06
*  Facilitation Committee, 41st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해상교통간소화협약의 협약설명서(Explanatory Manual) 개정안 마련 

•	 	(논의내용)	용어정의,	일반규정,	전자전송시스템	사용	의무화	규정	등	전면	개정된	FAL	협약

(FAL	40차,	‘16)과	맞지	않는	현행	협약설명서	개정	논의

•	 	(논의결과)	협약설명서에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고,	협약설명서	작업범위	확대

가	승인되어	향후	추가	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	개설	예정

2. 밀항자 승선장소 세부 기재에 대한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 발행 

•	 	(논의내용)	밀항자	관리를	위해	밀항자	발생시	승선장소를	‘Place	of	Boarding’에서	‘Port,	

Berth,	Terminal’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약부록	보고양식	개정	논의

•	 	(논의결과)	대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밀항자	승선장소	보고양식	개정이	결정되어,	‘Place	of	

Boarding’	용어에	대한	통일해석	회람서를	발행하여	개정함	

17제1장

3. 해상용 싱글윈도우(MSW) 기본모형(Prototype) 개발 논의 

•	 	(논의내용)	 해상용	 싱글윈도우	 프로토타입	 개발	 방식(①기존의	 시스템	 활용하여	 개발																	

②완전히	새로운	프로토타입	개발	③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	논의

•	 	(논의결과)	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옵션②를	지지하였으며,	개발	구체화를	위해	사무국은	

각국의	MSW	시스템의	개발소요예산	등	관련	정보제출을	요청함

4. FAL 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개정안 채택

•	 	(논의내용)	의장에	대한	중성적	용어(Chair)	사용	및	다른	위원회들과	임기제한	규정	통일								

(최대	6년),	위원회	의결	정족수	증원	등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중성적	용어사용	및	임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회원국의	1/4(44개국)으로	합의	증원하였으나,	특별회의개최	규정삭제	여부에	대해

서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18 2017년 IMO 연간활동백서

•	 회의명 : 제104차 법률위원회 

           (The 104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LEG 104)

•	 일시/장소 : 2017. 4. 26 ~ 28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Kofi Mbiah (가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7개국, 21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300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04차 
법률위원회(LEG 104*) 결과07

*  Legal Committee, 10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HNS 협약 발효 및 이행을 위한 총회 결의서 승인 

•	 	(논의사항)	HNS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약	이행에	따른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초안	검토

•	 	(논의결과)	결의서	초안을	일부	보완하여	승인하고,	HNS	워크숍을	‘18년	IOPC	Fund	또는	

LEG회의와	연계하여	본부에서	2일간	개최하기로	결정

2. FAL협약 부록 지위 명확화에 대한 FAL 위원회 요청사항 검토 

•	 	(논의사항)	FAL협약에는	협약	및	부속서	개정	외에	부록만의	개정에	대한	절차가	없어,	부록의	

적절한	개정절차	결정을	위해	LEG에	요청한	부록의	지위	논의

•	 	(논의결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차기	LEG	105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논의	필요사항을	사전에	식별하기로	함	

19제1장

3. LEG 위원회 의사규정(Rules of Procedure) 개정안 채택 

•	 	(논의사항)	의장에	대한	중성적	용어(Chair)	사용	및	다른	위원회들과	임기제한	규정	통일								

(최대	6년),	위원회	의결	정족수	증원,	특별회의	개최국수	등	논의

•	 	(논의결과)	중성적	용어사용	및	임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회원국의	25%로,	특별회의	개최국수는	20개국으로	하였음

4. 연안 탐사·생산활동 기인 월경성 오염피해 배상 및 책임에 대한 양자/지역 

협의 또는 협정 지침 승인 

•	 	(논의사항)	연안	탐사	및	개발활동으로	인한	월경	오염	피해의	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한	IMCA

와	인도네시아/덴마크	안	중	최종개정안	결정	요청

•	 	(논의결과)	인도네시아	및	덴마크의	안이	최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향후	양자	또는				

지역적	협의	및	협정	개발에	참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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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98)

•	 일시/장소 : 2017. 6. 7 ~ 16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Brad Groves (호주)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11개국, 54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840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8*) 결과08

*  Maritime Safety Committee,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강제규정의 조기이행 적용 지침 개발 

•	 	(논의사항)	조약의	임시적용	및	조약의	오류	수정	방법에	대한	논의	및	SOLAS	및	관련	강제			

문서의	자발적	조기이행*	관련	사항	검토

* 기 채택된 규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국의 판단에 따라 발효일 이전에 조기시행을    

권고하는 제도

•	 	(논의결과)	 “1974	SOLAS	및	관련	강제문서	개정의	자발적	조기이행에	관한	지침”과	관련	

MSC	회람서	서식을	개발하여	승인하고,	동	서식을	사용해	SOLAS	II-2/1	및	II-2/10	규칙		

개정에	관한	자발적	조기이행	MSC	회람서를	작성·승인함

2. 사이버보안 등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	 	(논의사항)	선박대상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에	대응하여	사이버	위험성을	선사	및	선박의	안전

관리시스템	위험성	관리	항목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

21제1장

•	 	(논의결과)	ISM	코드의	안전관리시스템상	기능적	요건으로	해상사이버리스크관리(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를	비강제사항으로	포함하고,	 ‘해상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침(‘16.06	발효)’을	ISM코드에	언급된	목록(MSC.1/Cir.1371)*에	포함

* List of codes,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other safety and security-related non-manda-

tory instruments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적합성 승인 

•	 	(논의사항)	 기	 시행된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한	 공통선급규칙의	 신개념선박건조기준

(GBS)*	적합성	검증을	위한	감사에서	식별된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최종	검토

* 2016.7.1. 이후 건조 계약되는 150미터 이상의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적용

•	 	(논의결과)	감사시	식별된	모든	부적합사항들이	GBS에	적합하게	교정되었음을	확인하고,	

IACS	및	회원	RO의	산적화물선과	유조선	구조규칙에	대한	GBS	적합성	검증	감사가	성공적

으로	완료되었음을	공표함

4. 기타 주요 결정사항 

•	 IMO	선박식별번호	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한	결의서	A.1078(28)	개정	승인

(논의결과)	자발적	시행사항인	IMO	선박식별번호의	적용범위	확대에	찬성하여,	동	결의서	

개정초안*을	협약이행위원회(III)	4차(‘17.9)에서	상세	검토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여객선, 이동식시추선 및 100톤 미만의 여객선, 관할수역 밖을 항해하는 전장         

12미터 이상 100톤 미만 동력어선까지 적용

•	 SOLAS	II-1장	개정안	채택

(논의결과)	항해	중	여객선	수밀문	개방가능	여부	판단	주체를	확대*,	여객선	요구구획지수**	

R값	계산식(II-1	6규칙	2.3항)	삽입	등을	반영한	SOLAS	II-1장	개정안	채택

* 주관청→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선주/선박운항자

* * 침수시 여객선의 침몰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획의 개수 및 배치 정도를 지수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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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The 71st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71)

•	 일시/장소 : 2017. 7. 3 ~ 7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Dr. Arsenio Dominguez (파나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09개국, 58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등 총 1,148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1*) 
결과

09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1st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MARPOL 부속서 6 및 부록 5(연료유 공급서 양식) 개정 

•	 	(논의내용)	유럽의	북해	및	발틱해를	Tier	III	NOx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MARPOL	부속서	6장	개정	및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탑재에	따른	고유황	연료유			

수급사항	식별을	위한	부록	5(연료유	공급서	양식)	개정	검토

* Exhaust Gas Cleaning System

•	 	(논의결과)	다수	국가의	동의로	문구	수정작업	후	결의서	Res.MEPC.286(71)로	채택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효	예정

2. 평형수 관련, 선박기반 비상대책방안에 대한 지침 마련 

•	 	(논의내용)	선박에서	배출되는	평형수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비상대책방안에	대한	지침	초안	검토

23제1장

•	 IMO에서	공인하는	전세계전파항해시스템(WWRNS)의	인정범위	명확화

(논의결과)	EGNOS(유럽형	위성기반	위치보정시스템)	등	위성기반	위치측정시스템이	아닌			

위치보정시스템은	WWRNS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

•	황함유량	0.5%	미만	연료유의	인화점	관련	안전성	문제*	논의

(논의결과)	저유황유	사용을	변경	없이	‘20.1.1부터	강제	적용하고,	PPR에서	저유황유	안전성	

문제를	기술적	논의	후	MSC에	보고하도록	결정

* 현 SOLAS 규정은 인화점 60도 이상 연료유만 사용하도록 하나, 저유황유 제조를 위한 연료혼합 과정 중       

규정미달의 연료유 공급 가능성 우려 제기(브라질,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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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식별된	조치,	선박	또는	육상수용설비로	배출	등	상황별	

항만국이	이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방안	지침*	마련

* 항만국이 인정한 평형수관리 방안, 교환수역에서의 평형수 교환, 운전조치(항해 변경, 선박평형수 배출 일정, 

평형수 선내 이동, 선내 평형수 유지 등) 등을 포함하였음

3.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4규칙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	 	(논의내용)	B-4.1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이	불가능한	해역에서	선박과	항만당국이	대체수단	

사용을	협의하고,	불가	시	평형수	배출을	허용하는	지침	개발	논의

•	 	(논의결과)	B-4.1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이	불가능한	해역에서	운전하는	선박에		D-2	이행

시기	이전까지는	설비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회람문이	승인됨

4.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3규칙 적용시기 타협안 승인 

•	 	(논의내용)	BWMS(평형수처리장치)	설치에	병목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설치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이행일정을	조절하는	B-3규칙	타협안	제안

•	 	(논의결과)	 선박평형수	배출기준(D-2규칙)	 이행시기인	 BWMS	 설치시기에	관한	 B-3규칙					

타협안*을	승인하였으며,	협약	발효	즉시	적용됨

* ① 협약 발효 이후 건조되는 선박 : 협약 발효 이후 즉시 설치

  ② 협약 발효 이전에 건조된 선박

    - 협약 발효 전 IOPP 정기검사 완료일에 따라 발효일자 이후 첫번째 또는 두번째 정기검사 시로 구분하여 설치

    - IOPP 미적용 소형선박 : 2024년 이전 주관청에서 지정한 일까지 설치

5.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IMO 초기전략 개요 마련 

•	 	(논의내용)	회기간	작업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IMO	초기

전략	개요	개발	논의

•	 	(논의결과)	비전,	국가에	미치는	영향,	장애요소	및	지원방안,	정기적	재검토	등을	포함한	개요

초안	개발	완료

6. Ro-Ro선 EEDI 기준 완화 

•	 	(논의내용)	Ro-Ro	화물선	및	Ro-Ro	여객선의	기준선	설정에	사용된	매개변수	보정	및	대형

선박	실적선	부족에	따른	EEDI	기준	완화*를	제안

* 기준선 20% 상승 및 대형선박의 기준선 수평이동

•	 	(논의결과)	EEDI	Phase	2	적기	이행을	위해	Ro-Ro	화물선	및	Ro-Ro	여객선의	EEDI	기준선

의	상승을	제안한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Ro-Ro	화물선	17,000	DWT,	Ro-Ro	여객선	10,000	

DWT	이상	선박의	EEDI	허용값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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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67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67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 67)

•	 일시/장소 : 2017. 7. 17 ~ 19 (3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Zulkurnain Ayub (말레이시아)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84개국, 21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총 332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67차 
기술협력위원회(TC 67*) 결과10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7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ITCP 재정보고 중 GISIS(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 유료화 논의 

•	 	(논의사항)	 ITCP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	개선	및	TC	자금	확충	방안으로	일반이용자

(Public	users)에	대한	GISIS	유료화	제안	검토

•	 	(논의결과)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이용자	분석,	사업방향,	법률적인					

부분	등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2. 국제 해사훈련 기관 

•	 	(논의사항)	‘16년	세계해사대학(WMU)	및	국제해상법연구소(IMLI)의	주요	활동현황을	보고

하고,	WMU	분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	논의

•	 	(논의결과)	현재	WMU	분교의	운영	및	활동을	중단하고,	‘WMU	분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다른	교육훈련기관들과의	파트너쉽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TC	68)

에	제출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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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	 	(논의사항)	국가해상교통정책(NMTPs)	관련	교육	패키지	및	국가해사프로파일(CMP)	현황,	

2030	지속가능한	개발(SDGs)과	ITCP	연계방안	논의

•	 	(논의결과)	사무국의	교육패키지	적극적	전파	및	회원국의	지속적	CMP	최신화를	요청하고	

2030	SDGs와	ITCP	연계에	관한	총회결의서	승인

4. 대륙별 ITCP 교육· 훈련 지역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논의사항)	ITCP	중	교육·훈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륙별	ITCP	교육·훈련	지역센터	

구축필요성	제기

•	 	(논의결과)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활용,	자금	조달,	지역센터의	접근성	및	다자신탁펀드	이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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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118차 이사회 

           (The 118th Session of the Council, C 118)

•	 일시/장소 : 2017. 7. 24 ~ 28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Jeffrey Lantz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 40개국, 옵저버 회원국 44개국 등 등 약 300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118차 
이사회(C 118*) 결과11

*  Council, 118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웹기반 공동 작업공간 개발 논의 

•	 	(논의사항)	이메일로	운영되는	통신작업반	등	작업반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웹기반	

작업공간	개발을	위한	논의

•	 	(논의결과)	인터넷	작업공간	운영시의	보안위험,	비용·행정부담	등	우려가	제기되어	사무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제출하고,	논의하기로	결정

2. 비정부간 단체(NGO)의 신규 IMO 자문지위 신청 검토 

•	 	(논의사항)	한·중·일	3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조선연합회(ASEF)*를	포함한	8개	비정부

간	단체의	신규	IMO	NGO	자문지위	부여	여부	검토

*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 세계 10개국 조선협회 또는 대표 조선사가 기술협력, 구제규정·

표준 대응 및 주도를 위해 설립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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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ASEF	 등	 2개	 단체에	자문지위를	부여였고,	 기타	 6개	 단체는	 IMO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타	NGO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자문지위	부여가	부결되었음

3. 이사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임기 제한 논의 

•	 	(논의사항)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제한되고	있는	반면,	이사회	의장단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음을	고려하여	임기제한	규정	제정	논의

* 임기는 1년으로, 추가로 4년까지 연임(총 5년)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1년 추가 연임 가능

•	 	(논의결과)	이사회	의장단은	2년마다	선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임기를	총	6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의사규칙	개정안*을	승인

* 임기 2년, 추가로 4년까지 연임(총 6년)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2년 추가 연임 가능

4. ‘16년 국제해사상(International Maritime Prize) 수상자 결정 

•	 	(논의사항)	 단일후보로	 추천된	 전임	 사무총장	

Koji	Sekimizu의	‘16년	국제해사상	수여	여부	

검토	및	’17년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	정보	제공

•	 	(논의결과)	 전임	 사무총장	 Koji	 Sekimizu를		

‘16년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이견	없이	결정함

5. ‘17년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결정 

•	 	(논의사항)	아국	추천	4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후보를	심사위원단에서	검토하여	‘17년	IMO	

바다의	의인상	최종	수상자를	결정

•	 	(논의결과)	세계도선사협회(IMPA)가	추천한	휴스턴	도선사	Michael	C.	McGee	및	Michael	

C.	Phillips가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2015	보령호	이광희	기관장은	감사장(Certificates	of	

Commendation)	수상자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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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컨테이너·화물운송전문위원회 

           (The 4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4)

•	 일시/장소 : 2017. 9. 11 ~ 15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Xie Hui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71개국, 33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41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컨테이너·화물운송전문위원회
(CCC 4*) 결과

12
*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IGF Code) 개정 및 저인화점연료유 지침서 개발 

•	 	(논의사항)	IGF	Code	중	연료전지	관련	개정안	개발	및	저인화점연료(메틸	또는	에틸알콜)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술요건	개발

•	 	(논의결과)	연료전지	사용선박의	기술요건에	대한	IGF	Code	개정	초안	작업은	통신작업반에서	

추후	논의	예정이며,	저인화점연료	선박의	기술요건은	통신작업반	논의	후	차기	회의(CCC	5)

에서	완료	예정

2. 고망간강의 극저온 적합성 검토 

•	 	(논의사항)	고망간강의	극저온용	소재	적합성에	대한	통신작업반	논의	결과	검토	및	극저온			

적합성	시험항목·시험방법·합격기준	개발	논의

•	 	(논의결과)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기술검토	 예정이며,	 적합성이	 검증되면	 고망간강	 소재										

적용을	위한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s)을	개발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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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크사이트(Bauxite)의 액상화 위험성 논의 

•	 	(논의사항)	 보크사이트의	 액상화가	 복원성	 상실의	 원인으로	 추정되어,	 현재	 Group	 C																		

(비위험성)로	지정된	것의	변경	논의

•	 	(논의결과)	Group	A(액상화	위험성)와	Group	C(비위험성)로	나누어	개별화물일람표에	반영

하고,	보크사이트의	운송허용	수분치	측정을	취한	신규	시험방법을	IMSBC	Code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액상화	위험에	대한	회람문서를	개정·승인함

4. 질산암모늄계 비료(비위험성)(AMMONIUM NITRATE BASED 

FERTILIZER(non-hazardous))의 개별화물 일람표 개정

•	 	(논의사항)	질산암모늄계	비료(비위험성)에	대한	개별화물일람표를	개정하자는	독일의	제안에	

대한	의견	검토

•	 	(논의결과)	질산암모늄계	비료의	Group	B(화학적	위험성)	지정은	회원국간	의견	차이로	합의	

하지	못했으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여,	화학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회람문서를	개발·승인함

5. 니켈-금속 수소화물 버튼셀의 운송규정 면제를 위한 문구 수정 

•	 	(논의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규정이	면제되는	UN3496(니켈-금속	수소화물	배터리)에			

대한	특별규정	SP963의	문구가	사용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문구의	명확화가	논의됨

•	 	(논의결과)	문구수정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세부논의를	위해	본	의제문서를	

차기	E&T(편집기술작업반)로	회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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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4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 

           (The 4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4)

•	 일시/장소 : 2017. 9. 25 ~ 29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Aji Vasudevan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90개국, 35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497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4차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4*) 결과13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4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전자해도(ECDI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일자(‘17.8.31까지) 유예 

•	 	(논의사항)	일부	ECDIS	제조·서비스	업체의	인력	부족	또는	업데이트	후	표시	불량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특정조건	만족시	ECDI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일자	유예	여부					

논의

•	 	(논의결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일자	유예를	결정하였으며,	명확한	일자	지정	및	PSC			

검사유예는	기술적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NCSR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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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IS 모듈 중 RO 관련 정보 입력절차 개선 논의 

•	 	(논의사항)	IMO에	통보해야	하는	“RO의	상세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RO가	직접	GISIS

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논의

•	 	(논의결과)	RO가	직접	관련	정보를	GISIS에	입력하고,	주관청이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주관청과	 RO간	정부대행	검사권	협정서업로드는	자발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함	

3. 회원국의 IMO 선박식별번호 자발적 적용 확대에 대한 결의서 검토 

•	 	(논의사항)	불법어업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IMO	선박식별번호	대상이	아닌	어선	등에	대한					

회원국의	IMO번호	자발적	확대	적용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	검토

•	 	(논의결과)	회원국이	 IMO	선박식별번호	비대상	어선	등에도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총회	결의서	초안	및	부속서	검토	완료

* 기국의 자국 관할 해역 밖에서 운항하기 위해 권한을 받은 100톤 미만의 여객선, 쾌속여객선 · SOLAS 규정 

V/19-1에 적용받는 이동시추선 · 비강선인 어선을 포함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길이 12미터의 제한

을 가진 총통수 100톤 미만의 모든 동력 어선

4.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 문제에 대한 FAO/IMO 회의 결과 검토

•	 	(논의사항)	 IUU	 어업의	정의,	 IUU	 어업	관련	

FAO/IMO간	 JWG	회의의	안건	논의	결과	검

토,	어구의	표시에	대한	FAO의	가이드라인	채택				

관련	논의

•	 	(논의결과)	해양오염	및	항행위험	방지를	위해		

어구에	특정표시를	권고하고,	차기	 JWG	회의		

주기를	매	4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방지를	위해	ILO를	회의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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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29차 특별이사회 

           (The 29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 29)

•	 일시/장소 : 2017. 11. 23 ~ 24 (2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J. G. Lantz (미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이사국 40개국, 옵저버 회원국 22개국 등 약 300명

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I. 회의개요

제29차 
특별이사회(C/ES 29*) 결과14

*  Council extraordinary, 29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전략, 계획 및 개선 논의 

•	 	(논의사항)	지난	2년간(’16~’17)의	작업계획	처리현황*,	사무국의	사업계획	이행경과보고	및	

차기	2년간(’18~’19)사업계획	및	신탁기금사항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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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관련	회의체에	연기된	‘16∼’17년	작업계획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사무국에	

69개	다자신탁기금(Voyage	Together기금	포함)의	활용계획을	차기	이사회(C	120,	'18.7)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2. 자원 관리 검토 

•	 	(논의내용)	제70차	UN	총회에서	결정된	직원보상체계(기본급	인상	등)	이행결과,	인적자원			

현황*,	분담금	연체	및	운영기금	이체현황	등	검토

* 전문직과 고위직중 여성비율은 최근 0.31% 감소 ; 43.57(‘17.6.30) →43.26%(‘17.10.31)

•	 	(논의결과)	사무국에	전문직과	고위직에	대한	성별	·	지역별	안배를	위한	개선조치를	지속

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회원국들에	분담금	적기납부를	촉구하는	결의서(안)*을	제30차	총회

('17.11)에	제출하고	채택을	제안함	

* 코모로연합, 도미니카연방 공화국, 소말리아 연방 공화국은 해당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미납에 

따른 투표권 박탈을 유보하여 줄 것을 제안

3. 2018∼2019 결과기반 예산 검토

•	 	(논의내용)	2016∼2017년	총액	대비	4.9%	인상한	2018년∼2019년	기구의	예산안(약	£69백만,	

총	1,406억원*),	직원	채용계획,	회의주간	및	재정규정	개정안	검토

* 2018년 3.3% 인상(약 £34백만, 695억원), 2019년 2.4% 인상(약 £35백만, 711억원)

•	 	(논의결과)	증액된	예산안	및	재정규정	개정안을	승인	및	제30차	총회('17.11)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직원	채용계획	및	회의주간	조정안에	동의함

4. IMO 명예대사제도

•	 	(논의내용)	 2015년부터	회원국	등이	자발적으로	임명	 ·	운영하고	있는	 IMO	명예대사*의						

임명현황을	보고하고,	회원국의	명예대사	임명	및	지원	촉구

* 해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미래 인력의 해사분야 진출 독려를 위해 2015년부터 IMO명예대사제도(Maritime 

Ambassador Scheme)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 10월 기준 23개 회원국 및 7개 NGO/IGO에서 49명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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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논의결과)	명예대사간	활동수준의	차이가	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들에	활동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IMO	명예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임명을	촉구함

5.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IMO 필요 조치 검토

•	 	(논의내용)	북한의	반복적인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기	위하여	아국	등	15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를	검토

•	 	(논의결과)	 대다수	 이사국*이	 국제	 해상수송로의	 항행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이	관련규정(MSC.1/	Circ.1551*)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30차	총회에	결정사항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	및	중국은	결정사항에	유보

의사를	표하였음

* MSC.1/Circ.1551 : 항해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항행경보 지침

•	 회의명 : 제30차 총회 

          (The 30th Session of the Assembly, A 30)

•	 일시/장소 : 2017. 11. 27 ~ 12.6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의장 : Mr. Rolando Drago (칠레)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168개국, 52개 NGO 및 IGO 대표기구 등 약 1,300명

I. 회의개요

제30차 
총회(A 30*) 결과15

*  Assembly, 30th Session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차기(18∼19년, 2개년) IMO 이사국 선출 

•	 	차기	이사국	선출	결과,	아국은	A그룹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어,	2001년부터	9연임
						- 160개 유효표 중 148표 득표(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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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 선출 국명(득표수)

A그룹(10개)

중국(155), 일본(155), 이탈리아(152), 파나마(152), 그리스(151), 대한민국(148), 러시아(147), 
영국(144), 노르웨이(143), 미국(143)

* 입후보한 기존 10개국 모두 과반수이상 득표로 재선출

B그룹(10개)

독일(146), 인도(144), 호주(143), 프랑스(140), 캐나다(138), 스페인(137), 브라질(131), 
스웨덴(129), 네덜란드(124), UAE(115), 아르헨티나(113), 방글라데시(84)

* 호주 및 UAE가 신규 선출되고 기존 이사국인 아르헨티나 및 방글라데시는 재선 실패

C그룹(20개)

싱가포르(142), 터키(138), 사이프러스(136), 몰타(136), 모로코(134), 이집트(133), 멕시코(133), 
인도네시아(132), 말레이시아(131), 페루(129), 벨기에(128), 칠레(126), 필리핀(124), 덴마크(123), 
남아공(121), 자메이카(120), 케냐(120), 태국(120), 라이베리아(116), 바하마(110), 
사우디아라비아(105), 앤티가바부다(103), 나이지리아(98), 알제리(94)

* 자메이카가 신규 선출되고 기존 이사국인 사우디가 재선에 실패하였으며, 앤티가바부다, 알제리 및 
나이지리아는 신규 진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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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 

•	 	(논의사항)	IMO	협약	제61조(분담금	미납국가	투표권	상실)적용과	관련된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현황	검토	및	유보신청	회원국의	승인	검토

•	 	(논의결과)	유보신청	3개국(코모로,	도미니카	및	소말리아)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국가현황	및	 IMO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유보를	승인하였고,	분담금을	미납한	7개국													

(잠비아,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말라위,	상투메프린시페,	시리아,	솔로몬제도)은	투표권을	

상실함

3. 전략, 계획 및 개선 논의 

•	 	(논의사항)	 2018∼2023년	 IMO	 新전략계획(미션-비전-일반원칙-전략방향-성과지표)	 및					

적용지침에	대한	총회결의서	채택	검토

•	 	(논의결과)	일부	문구	수정	후	新전략계획	및	적용지침에	대한	총회결의서	채택

4. 2017년 IMO 바다의 의인상 전수 

•	 	제118차	 이사회에서	 Michael	 G.	 Mc-

Gee	선장과	Michael	C.	Phillips	선장	등

을	2017년	 IMO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

로	선정하여,	2017년	11월	27일	제30차				

총회에서	수여식을	진행함

* IMO 바다의 의인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

로 구분

•	 	아국은	국제	운수노동자	연맹(ITF)에서										

추천한	어선	‘2015	보령호’	이광희	기관장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음

39제1장

수상자	Michael	G.	McGee	선장과	

Michael	C.	Phillips	선장

III. 기타사항

1. 아국 리셉션 주최 및 특별신탁기금 전달식 개최(11.27)

•	 	IMO	회원국	참석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국의	A그룹	이사국	9연임	지지	교섭,	홍보

활동	전개	및	한국인	사무총장의	공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신탁기금	전달식	개최

2. 제119차 이사회 참석

•	 2018∼2019년	 의장단*	 선출,	 2018년	 이사회	 잠정의제	 채택	 및	 제120차	 이사회	 일정

(2018.7.2	∼	7.6)	확정

* 의장인 Mr. Jeffrey G. Lantz(미국)가 사의를 표하여 Mr. Xiaojie Zhang(중국, 전 부의장)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신임 부의장은 후보자가 없어 제120차 이사회에서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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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01
I. 제7차 협의회 개요

◆ (일자/장소) 2017. 3. 15(수) ~ 17(금) / 탐라스테이 제주

◆ (참석자)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51명

* KST, KR, KIOST, 해양수산연수원, 해사위험물검사원, 목포해양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현대오션해양서비스, 선주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케이엘넷 등

◆ 주요 내용 

•	 	기관별 국제해사업무 소개(각 기관별 발표자)

	- 해사분야	주요	기관*별	‘17년	국제해사업무계획	공유를	통한	기관	간	협력	도모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목포해양대학교, 해양환경 

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L-NET 등 10개기관 발표

•	 	’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통한 과제진행방안 논의

	- 의제개발(16건)	및	기타(7건)	등	총	23개	과제에	대한	연구	착수	및	향후	진행계획	발표	및			

효과적	연구	수행을	위한	논의

•	 	국제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소양교육 시행

	- (교육1)	전달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대화기술	교육(제이컴스㈜	김정아	대표)

* 원활하게 대화를 끌어가는 1문2답 대화기술,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국제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

	- (교육2)	중국	해양정책	및	문화	이해	교육(국립외교원	전임강사)

* 중국의 해양정책 현황 및 수립 배경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국과 한국의 역사·지리·문화 비교 교육

•	 	2017년 IMO ITCP 사업 제안(아국 제안 4건 외 총 9건) 아이템 검토 및 평가지표 논의

	- IMO	ITCP	사업아이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	실시	예정

* 만족도, 글로벌 산업계에 대한 기여도, TCC의 분석보고서 반영, 기간의 적정성, HLAP과 연계성, IMO annual 

theme과 연계성, 사업결정 경위 순으로 중요성이 결정됨

•	 	IMO 회의결과 공유 대상 확대 및 IMO 참가 정부대표단 대상 교육과정 개설 논의

	- (IMO	회의결과	공유확대)	해양대	및	해사고와	발표회	협의	및	시범추진	예정

	- (IMO	교육과정)	교육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시수	확대	및	초급/고급	교육과정	분류	등							

개선방향을	논의함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IMO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해사협의회를	201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3회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9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제해사	분야	역량강화와	해사산업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바다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수부	고시	제2014-140호)에	

따라	2015년	초	발족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운	·	조선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내외	해사안전,	해양환경기술	및	IMO	

국제정책	등	분야별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여	IMO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	및	우리나라가	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의	공동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제개발,	국제회의	참석,	회의	참석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협의체로서	산·학·관	20개	기관의	50~6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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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제해사협의회 주요 행사사진

해사안전국장 인사 장관 표창 전수

IMO회의 간사 임명장 수여 기념사진 (교육1) 회의 대화기술 교육

(교육2) 중국 해양정책 및 문화 이해 교육 국제해사업무 개선안건 논의

결과발표 및 총평 단체 기념사진

◆ (일자/장소) 2017. 08. 29(화) ~ 30(수) / 한옥호텔 영산재(전남 영암)

◆ (참석자)  IMO 회의 담당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61명

*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해양과학기술원, 해사위험물검사원, 해양환경

관리공단, 선주협회, 목포해대 등

◆ 주요 내용

•	 	IMO 한국전문가위윈회(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

	- IMO	회의별	간사	및	전문가	등	핵심인력으로	구성된	‘IMO	한국전문가위원회(가칭)를	설립*

하고,	향후	운영방안	검토

* (논의결과) 現 IMO 간사 11명, IMO 전문가 4명, 고문(한국·목포해대 각 2명) 등 총19명으로 구성하고, ‘17.9월 

중 제1차 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위원, 규정 등 논의 예정

•	 	IMO 전략대응 연구 신규의제 개발 논의

	- 온실가스감축,	 BWM	협약	등	 IMO	주요이슈	대응을	위한	총	 15건(환경	 4건,	안전	 9건,										

기타	2건)의	신규제안	과제	검토

* (논의결과) 신규제안과제에 대한 의제설명 후 질의응답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9차 협의회에서 최종       

개발여부 결정

•	 	 ‘17년 IMO 전략연구 주요과제 현황 점검(중간보고)

	- 의제문서	제출완료,	연구	중간결과	공유	및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주요과제	7건에	대한	중간

보고	시행*

* ‘17년 IMO 전략대응 연구로 총23건의 과제가 수행중이며, 주요과제 7건외 16건(의제개발과제 13건, 기타    

과제 3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체

•	 	 국제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소양교육 시행

	- IMO	전략계획	및	문서작성	방법(해수부	김석훈	事),	일본	해사정책	및	해양문화	이해(국립			

외교원	신은아	강사),	IMO/ISO	협업	및	연계방안(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신일섭	팀장)

Ⅱ. 제8차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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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제해사협의회 행사 주요사진
◆ (일자/장소) 2017. 12. 18(월) ~ 19(화) / 부산 롯데호텔 (부산 서면)

◆ (참석자)  IMO 회의 담당자, 해운·조선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등 170여명

* 국제해사 정책 현장 설명회(170여명, 12.18), 국제해사협의회(60여명, 12.19)

◆ 주요 내용

•	 	IMO 주요 정책·동향 및 항만국통제(PSC) 주요 동향 발표회

	- IMO의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정책	동향,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주요	동향을	전파하여	조기대응	체제마련	지원

	- 항만국통제	관련	주요	정책,	출항정지	발생현황,	주요	국가(미국,	유럽,	호주	등)	항만국통제	

관련	주요	동향	및	대응방안	전파

•	 	’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

	- ’17년	과제(의제개발	16건,	기타	7건)에	대한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검토

•	 	 IMO 회의 대응 개선방안 논의

	- 대표단	사전대응	방식	개선,	각	회의별	작성	양식(훈령안,	전문	등)	및	사전대책회의(런던						

포함)	진행방식	등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발굴

•	 	 한국 IMO 전문가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초안	검토	및	’18년도	활동계획	수립

Ⅲ. 제9차 협의회 개요

해사안전정책과장 인사 단체기념 사진

IMO 전략계획 및 문서작성법 IMO연계 국제표준화(ISO) 동향

IMO 전략대응 연구 신규과제 개발 ‘17년 IMO 전략연구 주요과제 현황 보고

일본 해사정책 및 해양문화 이해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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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02

		1959년	설립된	UN	산하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	조선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제	·	

개정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현재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인명의	손실과	엄청난	환경적	재난	및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대형	해난사고와	같은	내	·	외부적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

들이	모이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해상안전과	선박설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제	·	개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여객선	및	화물선의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어선	및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상기의	IMO의	결정사항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1962년	

IMO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주요	해운	선진국으로	구성된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계속	

(2013년	재선	이후	현재	9회	연임)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및	각	전문위원회	통신작업반	내에서	의장직	수행	및	임기택	IMO	

사무총장	(2015년	당선)을	배출	하는	등	아국의	위상	증대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IMO의	향후	정책은	IMO의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된	협약의	효과적인	시행과	집행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IMO	회원국	감사	제도의	이행을	

통한	각	회원국의	협약	이행	여부	감독이다.

		이와	같은	IMO	내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IMO	A그룹	이사국의	면모에	부합하고	또한	해운·조선

분야	선진국으로서	IMO	국제해사협약	및	기준	제	·	개정과	IMO	운영에	대한	국제해사분야	정책	

리더가	되기	위해	“IMO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IMO	대응	체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I. 연구개발의 필요성

2017 국제해사 정책 현장 설명회 전경 IMO의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정책 동향발표

해사안전위원회 주요동향 발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주요동향 발표

항만국통제(PSC) 주요동향 발표 ‘17년 IMO 전략연구 최종 보고

IMO 회의 대응 개선방향 논의 IMO 회의 대응 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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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및	IMO에	제출할	우리나라	의제문서	개발(16개)

나.	IMO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속과제

Ⅱ. 연구의 범위

구분 연구과제

1 평형수처리장치 실제 운용상 INDICATIVE 및 DETAILED TEST 결과 평가

2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비상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3 염분영향을 고려한 총잔류산화제(TRO) 측정 표준화 방법 제안

4 현존선 주요 개조시 에너지 효율지수(EEDI) 적용 감축율에 대한 연구

5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E-1.1.5 규칙 개정제안

6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VGM)시행에 따른 효과성 검증

7 사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기반 선상사고 대응지원 체계개발

8 구조정 진수설비의 수동조작 인정 제안 (LSA Code 6.1.1.3항 개정 제안)

9 구명설비 점검주기의 HSSC 증서조화제도와의 일치제안

10 중소형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의 위험도 분석에 대한 연구

11 VR(가상현실)을 이용한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 소개

12 RO Code 및 RO 관련 표준협정서 분석을 통한 표준협정서 개정 연구

13 리튬배터리 운송규정의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연구

14 e-Navigation 지원을 위한 통합항해시스템(INS)의 성능기준 개정 연구

15 통신장비로 수신한 정보의 조화로운 화면표시를 위한 지침 개발

16 선박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 개정 연구

구분 연구과제

1 GISIS 및 CMP 등 IMO 데이터 시스템 분석을 통한 아국 대응방안 수립

2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3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4 IMO Guide Book 신규 제작

5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6 모의 IMO 총회

7 한국해사주간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1. 연구 용역 추진 체계 (총괄)

◆ 주관기관(KST)

	- 업무	총괄	(용역	총괄	업무	등	업무	추진)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	지원

	- 총	16개	의제문서개발	과제	중	7개	과제	수행

	- 총	7개	기타연구	과제	중	4개	과제	수행
* 의제문서개발 세부과제에 대해 4개 기관(현대해양서비스, KOMDI, KTR, KOMERI) 협동연구 수행

◆ 협동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선급(KR)

	- 총	16개	의제문서개발	과제	중	5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지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 총	16개	의제문서개발	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총	7개	기타연구	과제	중	2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지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총	7개	기타연구	과제	중	1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지원

•	목포해양대(MMU)

	- 총	16개	의제문서개발	과제	중	3개	과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	지원

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KST)

협동연구기관

(사)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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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해사주간 개최03
	2.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추진 내역

2.1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계약
2.1.1		2017년	2월	28일	용역	계약

(1)		용역	명칭	: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2)		용역	계약	금액	:	일금	5억	7천	4백	8십만원

(3)		용역	기간	:	2017.	2.	28	~	2017.	12.	24	(10개월)

2.1.2		2017년	2월	28일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계	제출

2.2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장소	:	2017년	3월	16일	/	탐라스테이	제주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필요성	및	연구계획	보고

2.3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장소	:	2017년	8월	30일	/	한옥호텔	영산재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추진성과,	현황점검	및	향후	연구계획	보고

2.4  2017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	/	부산	롯데호텔

•	참가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추가	검토사항	토론

•	 (기간/장소)	'17.6.27(화)～30(금)/해운대	그랜드호텔,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	차관(개회사),	부산시	경제부시장(환영사),	국제기구(IMO,	ISO,	INTERTANKO),	외국	

정부,	유관	업·단체,	학계	등	약	580여명

I. 행사 개요

Ⅱ. 주요 행사내용

•	 	(개회사)	한국해사주간	발전방향,	환경문제	관련	정부	대응방안	소개	등	

•	 	(환영사)	해사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	표명	등	

•	 	(정책포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VI)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구(IMO,	ISO,	INTERTANKO)	전략,	국가별(홍콩,	미국,	요르단,	

덴마크)	정책	및	선급(DNV·GL,	KR,	BV)	대처방안	소개

•	 	(산업포럼)	선박평형수협약(BWM)	이행	

	- 선박평형수	협약	이행도전(IMO,	GloBal	TestNet),	미국의	평형수관리	정책(미국,	MERC),	

국내	기술홍보,	종합토론	및	마케팅

•	 	(학술포럼)	국제기구의	역할과	미래의	해사정책	

	- 국제기구와	기국의	역할,	항해관련	현안사항,	해양환경	보호와	행정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모의IMO총회)	본선	진출팀(11개팀	33명)별	발표,	질의응답	및	시상	
* 붙임4 참조

•	 	(SEAS 편집위원회의)	추진경과	보고,	출판	계획	및	홍보전략	논의	등	

일자 6.27(화) 6.28(수) 6.29(목) 6.30(금)

행사(참석)
정책포럼
(200여명)

산업포럼
(180여명)

학술포럼
(100여명)

모의 IMO총회
(100여명)

장소 해운대 그랜드 호텔 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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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정책포럼 세부내용

◆ (1세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전략

•	 	(1-1)	IMO	방향	및	전략(IMO	PPR	부의장,	Dr.	Flavio	da	Costa	Fernandes)

	-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적조,	녹조,	해양	산성화	등)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CO2,	

NO2,	SO2	등)의	악영향(지구온난화	등)	소개

	- IMO	관련	규정(MARPOL	부속서	VI,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등)	및	선박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IMO	자료수집	시스템	소개

•	 	(1-2)	ISO	표준화와	개정(ISO	대표,	Mr.	Fan	Wei)

	- ISO는	 IMO	규정개발	지원,	 요구사항	이행촉진	등을	지원하며,	 대기오염방지	관련	 ISO								

관련	기준	소개

	- 해상연료유	분류(ISO	8216-1)를	설명하고,	온실가스	및	황산화물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Bio-diesel)	등	소개

•	 (1-3)	선주	협회의	시각과	활동(INTERTANKO	국장,	Mr.	Tim	Wikins)

	- ’20년까지	연료유	내	황함유량을	0.5%미만으로	감축해야	하나	수급이	불확실하므로	오염물질	

저감기술,	대체연료(LNG,	메탄올	등)	등	필요

	- 연료유	품질*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안전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연료유	품질에	대한	

규제	필요	
* 10만개의 연료유 샘플 중 1,468개는 품질에 문제 발생(회원사 보고)

◆ (2세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가별 정책

•	 	(2-1)	홍콩	정책(홍콩	해양부	선임검사관,	Mr.	Nelson	CW	Ho)

	- 홍콩항만에	기항하거나	경유하는	외항선박은	항내에서	연료	전환(’15년부터	저유황유	사용	

강제화),	연료유	샘플링	조사*,	MARPOL	부속서	VI와	IMO	관련	요건에	따른	항만국	통제	

실시
* ’17.1월까지 166척에서 연료유 샘플링 조사한 결과, 선주 4명이 위반(벌금)

	- 국내배출통제구역(DECA)*에	따라	’19년까지	동	구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군함,	어선,	레저선박	

제외)은	황함유량	0.5%이하인	연료유로	전환	필요
* Domestic Emission Control Area(Pearl River Delta, Yangtze River Delta, Bohai Rim)

•	 	(2-2)	미국	정책(미국	해안경비대	대령,	Capt.	John	Mauger)

	- ’16년	MARPOL	부속서	VI	관련	결함사항*	소개	및	USCG와	환경보호청(EPA)은	협약서에	

서명하여	발견된	결함사항을	공유
* 소각기(40), IAPP 증서(8), 배출통제구역(ECA) 진입 전 연료유 미전환(5) 등

	- EPA와	함께한	연료유	샘플링	조사결과(74개	샘플	중	9개가	기준미달(황함유량	기준초과))	및	

인센티브(QUALSHIP	21	및	E-ZERO)	소개

•	 	(2-3)	요르단	정책(요르단	해사위원회	PSC팀장,	Mr.	Walid	Ismail	Al	Hannini)

	- Aqaba항	기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IAPP,	EIAA,	IEE	증서	및	관련	기록을	점검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세점검	요구

	- 오존	감소	물질	 제한을	위하여	육상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물질을	사용하고,	 해상에서는	

MARPOL	부속서	VI를	엄격히	적용

•	 (2-4)	덴마크	정책(덴마크	해사청	과장,	Mr.	Per	Sonderstrup)

	- ’20년	시행예정인	황함유량	규제(0.5%)를	’25년으로	늦춘다면	사람의	암	발생률이	심각하게	

증가한다는	보건예측	통계수치	소개

	- 대기감시시스템	사용결과	선박의	90%	이상이	규제를	잘	이행하고	있으며,	IMO	정책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기술(배터리	추진선박,	풍력에너지,	LNG	연료사용,	선박	유해물질	감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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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포럼 세부 내용

◆ (1세션) 선박평형수 협약 이행도전(좌장 : 충남대 최근형 교수)

•	 	(1-1)	협약이행을	위한	IMO	현재와	미래(IMO	PPR	부의장,	Dr.	Flavio	da	Costa	Fernandes)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선박평형수	관리계획,	기록부,	보고양식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소개

	- 평형수	교환,	샘플링	시	문제점	등	협약	이행	시	고려사항	공유

•	 	(1-2)	D-2	검사·분석법	조화(GloBal	TestNet	회장,	Dr.	Guillaume	Drillet)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D-2	표준)	소개	및		D-2	적합성	검사·분석법	등	형식승인					

관련	실무	소개

	- 선박평형수	관리상태에	대한	항만국통제	지침,	적합성	검증	절차	및	IMO의	경험	축적기	등	

소개

◆ (2세션) 미국의 평형수관리 정책(좌장 : 부경대 김종명 교수)

•	 	(2-1)	미국	정책	및	연장프로그램(미국	해안경비대	대령,	Capt.	John	Mauger)

	- USCG	내	선박평형수	관련	책임부서,	USCG	형식승인	절차	및		미국정부가	인정한	독립시험

기관	현황	소개

	- 미국	입항선박에	대한	적합성	인정규정,	연장	프로그램	안내	및	항만국통제	결함현황(’12년	

이후)	발표

•	 	(2-2)	형식승인	시험과	적합성(MERC	교수,	Dr.	Mario	Tamburii)

	- IMO,	USCG	등	평형수	처리요건	비교,	처리설비	시험	절차	및	IMO의	형식승인	기술기준(G8	

가이드라인)과	미국	기준	비교

	- 미국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승인시험	부적합	사례	소개	및	처리설비	기능의	주기적	점검사항	

등	소개

◆ (3세션) 국내 평형수 처리설비 기술 소개(좌장 : 테크로스 이종욱 상무)

•	 	국내	4개사(NK-BMS,	Panasia,	SSI,	Techross)	평형수	처리설비	및	개발사	별	글로벌	서비스	

◆ (3세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선급의 대책방안

•	 	(3-1)	노르웨이·독일	선급(DNV·GL선급	팀장,	정문화)

	- CO2	배출보고	방법으로	IMO	자료수집	시스템(DCS,	MEPC	70	결정),	EU	측정보고검증

(MRV)	시스템	소개

	- 황산화물	스크러버	설치에	따른	선박의	고려사항(설치	공간,	중량	증가,	구조	변경,	시스템				

변경,	복원성	변경,	선적량	감소	등)	소개

•	 	(3-2)	한국	선급(KR선급	팀장,	문건필)

	- 선박기인	대기오염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EU는	IMO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중국은	중국					

해안을	따라	3지역에	대한	DECA	설정

	- 질소산화물(NOx)	저감기술(선택적	촉매저감	기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등),	황산화물(SOx)	

저감기술(연료유	전환,	스크러버	사용	등)	및	KR	저감연구(시험인증센터,	엔진	테스트베드	

설치	등)	소개

•	 	(3-3)	프랑스	선급(BV선급	팀장,	조윤제)

	- NOx	Tier	III은	NECA	지역에	적용,	’16.1.1.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엔진(130kW)

에	적용

	- NOx	저감방법(천연가스	사용,	EU	MRV	적합성	인증·이행,	매년	선박	CO2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을	인증기관에	평가필요)	소개	등

구축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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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션) 패널 토론(좌장 : 경희대 이기태 교수)

•	 	협약	및	USCG	이행	관련	질의	·	답변	및	발표자	토론	진행

	- 현존선	평형수처리설비	설치시기	관련	IMO	동향	및	전망,	미래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	

전망	및	IMO의	시료채취	절차	등

◆ (5세션) 평형수처리설비 개발사 마케팅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사	별	홍보	부스*에서	국내	·	외	산업포럼	참석자	및	바이어(선주사)

를	대상	제품	소개	·	홍보
* 삼성중공업, 삼건세기, 현대중공업, 한라IMS, NKBMS, 파나시아, 테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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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학술포럼 세부 내용

◆ (1세션) 국제기구와 기국의 역할(좌장 : 매니토바 대학 교수, Dr. Adolf)

•	 	(1-1)	IMO관련	WMU	역할·기능(세계해사대학	교수,	문성혁)

	- IMO가	설립(’83)한	최초의	해사교육	대학으로	스웨덴	말뫼(본교),	상하이·다롄(분교)에		위치			

하며,	학생(50여개국	100여명),	교직원(60~70명)으로	구성되며	원격교육프로그램도	제공

	- 스웨덴	정부,	말뫼시,	일본	재단	등에서	후원하며,	’05년부터	박사과정	도입(현재	25명	재학),	

연구프로그램	운영,	발간물	출간	등

•	 	(1-2)	해기교육·훈련	향상(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	교수,	Dr.	G.Reza	EMAD)

	- 해기교육이	진행되지만	인적요소로	인한	해양사고는	지속	발생,	현	교육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피교육생	특성	고려	및	선박에서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이론교육	필요

	-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

•	 	(1-3)	기국역량	강화(세계해사대학	교수,	Dr.	Jens-Uwe	Schroder)

	- 국제해운회의소(ICS)에서	기국의	운영역량	평가표를	개발하였고,	항만국통제,	협약	비준,				

사고율	등의	항목으로	평가	가능

	- 항만국통제,	사고율	등	행정역량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부자료				

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애로사항	상존

◆ (2세션) 항해관련 현안사항(좌장 :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 교수)

•	 	(2-1)	북극운항·운송	현안(캐나다	매니토바	대학	교수,	Dr.	Adokf	K.	Y.	Ng)

	- 북극해는	운송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발굴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Polar	코드	도입에	따른	북극

항로	해상운송	적용범위	논의	필요

	- 러시아,	캐나다,	북극해	통과	항로가	있으며,	이용기간에	제한(1년에	9~12주)이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가	녹고	있어	해빙이	떠다니는	등	위험성	상존

•	 	(2-2)	한국	연안항로의	PARK	모델	적용(한국해양대	박영수	교수)

	- 한국	연안	수역에는	많은	섬과	통항로가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해양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	평가모델	필요

	- 교차지점이	많아	조우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수역별로	선박	종류	및	운항방향도	다양하여					

잠재적	위험성	평가(PARK)	모델	개발·적용

		를	대상	제품	소개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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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통신장비	항해정보의	조화로운	표시	지침상	사용자	요구사항	고려(목포해양대	안광	교수)

	- 분리된	여러	화면에서	표출된	해사안전정보(MSI)는	 항해사가	쉽게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e-Nav.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표시	필요

	- IMO	통신작업반의	지침서	초안개발	작업이	NCSR	5(’18)까지	진행예정이며,	e-Nav.개발을	

통해	선박-육상간	서비스가	제공,	조화롭게	표시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예정

◆ (3세션) 해양환경보호와 행정(좌장 : 세계해사대학 문성혁 교수)

•	 	(3-1)	선박의	환경영향(플리머스	해양연구소	교수,	Dr.	Stephen	de	Mora)

	- 선박	운항으로	인한	기름	유출,	선박평형수	등	오염원	배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유발,	

소음	및	파울링	현상	등	환경영향	발생

	- 해양	포유류,	어류,	무척추동물들에	많은	영향을	주며,	고래의	경우	선박소음에	매우	민감하여				

‘어쿠스틱	마스킹’	발생

•	 	(3-2)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소(캐나다	델루지대학	교수,	Dr.	Aldo	Chircop)

	- IMO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하여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적용제외	선박에	대해서는	국가

별로	자발적인	규제	필요

	- 국제해운	업계	탄소	제거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IMO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적	해결책(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	등	필요

•	 	(3-3)	베트남의	해사분야	강화와	효율성	증대(베트남	해양대학	부총장,	Dr.	Le	Quoc	Tien)

	- 베트남은	선진	해운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음과	동시에	개발될	영역이	많으며,	해기인력	

교육과	강의시설	등	부족

	- 해운·조선업	발전,	해운산업	자본투자	발전,	해사산업	인력양성	해법	연구	필요	및	베트남				

해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기교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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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한국해사주간 일정 및 참고자료

◆ 정책포럼

일자 시간 내용 비고

6.27(화)
정책포럼

09:30 ~ 09:55 등록 및 차관님 귀빈 환담 환담: Studio 1(본관 2층)

09:55 ~ 10:00 귀빈 입장 및 소개
사회자

그랜드 볼룸(본관 2층)

10:00 ~ 10:10 개회사 차관님

10:10 ~ 10:20 환영사 부산시 경제부시장

10:20 ~ 10:30 기념촬영 국내외 귀빈

10:30 ~ 12:00 세션 1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전략
IMO PPR 부의장

ISO 대표
INTERTANKO 국장

12:00 ~ 13:30 오찬(차관 주재)

13:30 ~ 15:30 세션 2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가별 정책

홍콩 선임검사관
미국 USCG 대령
요르단 PSC팀장

덴마크 해사청 과장

15:30 ~ 16:00 커피 브레이크

16:00 ~ 17:30 세션 3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선급의 대책방안
DNV·GL 팀장

KR 팀장
BV 선임검사원

18:00 ~ 20:00 만찬(해사안전국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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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IMO 총회 - 일정◆ 산업포럼

◆ 학술포럼

일자 시간 내용 비고

6.28(수)
산업포럼

10:00 ~ 10:05 개회사(해사안전국장) 그랜드 볼룸(본관 2층)

10:05 ~ 10:10 기념촬영

10:10 ~ 11:20
세션 1 : 선박평형수 협약 이행도전
* 좌장 : 충남대 최근형 교수

IMO PPR부의장
GloBal TestNet 회장

11:20 ~ 12:30
세션 2 : 미국의 평형수관리 정책
* 좌장 : 부경대 김종명 교수

미국 USCG 대령
MERC 교수

12:30 ~ 14:00 오찬(해사안전국장 주재)

14:00 ~ 15:15
세션 3 : 국내 기술홍보
* 좌장 : 한국선박평형수관리협회

한국선박평형수관리협회

15:15 ~ 15:40 커피 브레이크

15:40 ~ 16:50
세션 4 : 종합 토론
* 좌장 : 경희대 이기태 교수

16:50 ~ 18:00 세션 5 : 마케팅
한국선박평형수관리협회

및 선주

18:00 ~ 20:00 만찬(해사산업기술과장 주재)

일자 시간 내용 비고

6.29(목)
학술포럼

10:00 ~ 10:20 기조연설(해양환경안전학회장) 그랜드 볼룸(본관 2층)

10:20 ~ 10:30 기념촬영

10:30 ~ 12:00
세션 1 : 국제기구와 기국의 역할
* 좌장 : 캐나다 매니토바대학 교수

세계해사대학 교수(문성혁)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교수

세계해사대학 교수

12:00 ~ 13:30 오찬

13:30 ~ 15:00
세션 2 : 항해관련 현안사항
* 좌장 :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 교수
한국해양대 교수(박영수)
목포해양대 교수(안광)

15:00 ~ 15:30 커피 브레이크

15:30 ~ 17:00
세션 3 : 해양환경보호와 행정
* 좌장 : 세계해사대학 교수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
캐나다 델루지대학 교수
베트남 해양대학 부총장

17:00 ~ 18:00 (비공식) SEAS 편집위원회 회의 Studio 3(본관 2층)

18:00 ~ 20:00 만찬(해사안전정책과장 주재)

일자 시간 내용 비고

6.30(금)
모의총회

09:30 ~ 09:35 개회사(해사안전정책과장) 연수원 1층 다목적강의실

09:35 ~ 09:40 환영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09:40 ~ 09:50 행사진행 안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종주 교수

09:50 ~ 10:00 기념촬영

10:00 ~ 12:05

케이모드(K-Mode)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시코리아(SEAKOREA)

닻얼(Anchor Spirit)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페리어 킴(PERRIER KIM)

12:05 ~ 13:30 오찬

13:30 ~ 14:45

트리플 엔즈(Tripple Ns)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스트레인저스(Strangers)

인명구조대(Life Savior)

14:45 ~ 15:05 커피 브레이크

15:05 ~ 16:20

해평화(Sea-PeAce)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이머전씨(EmergenSea)

더마린캐쳐(The Marinecatchers)

16:20 ~ 17:20 심사결과 취합 및 리셉션

17:20 ~ 17:25 심사총평(심사위원장)
세계해사대학
문성혁 교수

17:25 ~ 17:55 시상

17:55 ~ 18:00 마무리 인사말(운영위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상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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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주요 사진

구분 팀명 성명 학교 학과

대상
(장관상)

시코리아
(SEAKOREA)

김후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임정빈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이준섭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최우수상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장상)

더마린캐쳐
(The Marinecatchers)

이재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최지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창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우수상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장상)

인명구조대
(Life Savior)

이건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김동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김유선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상

해평화
(Sea-PeAce)

황재형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정현욱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성익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선급회장상
닻얼

(Anchor Spirit)

성혜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박리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이경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장상

이머전씨
(EmergenSea)

이동규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권은현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홍주혜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한국해양산업
협회장상

스트레인저스
(Strangers)

인재광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

한예지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용학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선박안전기술
공단이사장상

트리플 엔즈
(Tripple Ns)

안민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하수진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최지원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한국도선사
협회장상

케이모드
(K-Mode)

이한상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송영근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임정주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학

한국선주
협회장상

페리어 킴
(PERRIER KIM)

손경찬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국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지수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해사안전국제협력
센터이사장상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김가영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박승연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장길상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개회사(해양수산부 차관) 축사(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책포럼 단체사진 개회사(해사안전국장)

산업포럼 단체사진 학술포럼 단체사진

모의 IMO 총회 대상팀 모의 IMO 총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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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 및 항만국통제 동향 화물선 안전 동향01 02

•	 최근	각종	환경규제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연안경비대(USCG)가	포틀랜드의	

Willamette	River에서	선박평형수를	무단	배출한	일본	선적의	벌크선에	대해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라이베리아	선적의	2만7천톤	급	벌크선	선주(독일)와	선장은	최근	USCG	임시검사에서				

기름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폐유	등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Tanker	Scrapping	캠페인이	시작되고,	수년간	지속적인	선복량	과잉				

과운임	하락에	시달려온	선주들이	올해를	폐선의	적기로	보고	있음

•	전세계	유조선의	18%(59.3백만	DWT)에	달하는	선령	15년	이상	유조선이	우선	대상이	될	것

이며,	올해	선박평형수협약의	발효가	노후	유조선	폐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하고	있음

유조선 폐선 (Tanker Scrapping) 캠페인 개시 

(Lloyd's List, 1.20)

미국 USCG, 평형수 무단배출 선박에 5천달러 벌금 부과

(Lloyd's List, 8.23)
01 01

•	주요	선적국	가운데	하나인	사이프러스의	해사당국이	9월부터	자국	등록	선박에	대해	elec-

tronic	oil	record	book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힘

•	MARPOL	협약에	따라	 150톤	이상	유조선	및	 400톤	이상	화물선	등은	기름(폐유	포함)의											

수급,	이송,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기름기록부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최근	USCG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름기록부	오류·허위기록	등으로	USCG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선박이	약	100척에	달함

•	사이프러스의	해사당국	관계자는	전자	기름기록부(electronic	oil	record	book)	도입을	통해	

선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항만당국의	제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사이프러스, 등록선박에 전자 기름기록부 사용 허용

(Green4sea, 9.6)
02

•	터키-리비아	항로를	운항하는	소형	컨테이너선(선명	“Tinaztepe	S”,	터키	국적,	터키선원	13명	

승선)이	리비아	연안에서	침몰하여	선원	7명이	실종됨

•	 1979년	건조된	동	선박은	황천	항해	중	전복	후	침몰하였으며,	정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리비아	등	연안국	5개의	구조팀이	수색구조	중임

지중해에서 38년된 노후 화물선 침몰, 선원 7명 실종 

(Lloyd's List, 3.17)
02

•	글로벌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14,828건의	해상보험	클레임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선박사고로	인한	손실률이	45%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	또한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박보험사고의	최소	75%가	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며,	확대				

해석할	경우	96%가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보험업계, 10년전 대비 선박손실 45% 감소

(Lloyd's List, 4.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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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2일,	니켈광석을	싣고	인도네시아를	출발하여	중국으로	향하던	벌크선(Emerald	

Star,	홍콩선적,	’10년	건조,	57천	톤급,	선원	10명	실종)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은	

니켈광석의	액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니켈광석은	액화	방지를	위해	습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탄광	및	항만의	경우	선적	전	화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습기가	높은	상태로	선적되어	운송		

중	액화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니켈광석 화물, 최근 벌크선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

(10.25)
04

해양환경보호 동향03
3

•	 EU	의회가	2017년	3월	16일	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질유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이	조치가	MARPOL협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와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촉구함

•	 2017년	2월	1일	EU의	외교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회원국	선박들이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한	바	있음

•	동	결의안은	MARPOL	협약	및	Polar	Code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는	7월	

MEPC	회의에서	동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EU의회,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금지 결의안 승인

(Lloyd's List, 3.16)
01

•	 IMO와	별개로	평형수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강화기준을	요구하는	미	연안경비대(USCG)는					

평형수관리장치의	설치유예를	개별	선박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유	등을	검토하여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이를	불허할	방침	임을	밝힘

•	따라서,	설치	유예가	되는	기간은	최대	2021년까지이며,	2022년부터는	USCG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평형수관리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미국	항만에	입항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USCG는	현재까지	3개의	설비(스웨덴의	AlfaLaval,	노르웨이의	Optimarin,	OceanSaver)에	

대해	형식승인을	한	바	있으며,	추가로	1개	설비가	형식승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짐

USCG, 2021년까지는 평형수관리장치 설치 요구

(Lloyd's List, 3.22)
02



72 2017년 IMO 연간활동백서

2017년 IMO 국제해사동향

73제3장

•	 선박엔진	제조사인	독일의	MAN사가	재래식	bunker	연료를	사용하는	현존	컨테이너선의	엔진을	

LNG/Bunker	duel	엔진으로	개조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함

•	동	작업은	프랑스선급(BV)	검사	하에	독일의	한	수리조선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4만	척에						

이르는	현존	화물선들에	각종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독일 MAN사, LNG/Bunker duel 엔진 개조 성공(9.20)05

•	 IMO의	0.5%미만	저유황	연료유	사용	규제가	2020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협약	발효일이	다가오면	저유황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MEPC	71차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	및	NGO	등이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정유사의	생산능력과	해운시장의	연료유	수요를	비교해	

볼	때,	공급부족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함

2020년 저유황 연료유 가격 급등 전망

(Lloyd's List, 9.13)
04

•	접안시설	길이가	 1.1km에	달하는	밴쿠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접안한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육상전원공급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스위스의	 ABB사가					

사업자로	선정됨

•	이는	도심	속에	있는	터미널의	접안	선박이	발전기	가동을	통해	질소·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	 ABB사	관계자는	대형	크루즈여객선이	8시간	동안	선박	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배출하는	질소	산화

물은,	취리히에서	런던까지	1만대의	자동차가	달리면서	배출하는	양에	해당하여,	이러한	육상전원

시설을	터미널에	설치할	경우	항만도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캐나다 밴쿠버 컨테이너 터미널,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추진(Hellenic news 8.24)
03

•	 나이지리아	21마일	해상에서	일반화물선	선원	6명이	해적에	피랍되어,	나이지리아	해군	당국이	

조사	중임

•	 한편,	2017년	1분기까지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해적에	피랍된	선원은	총	17명이며,	1분기	중	전세계	선원

피랍사고의	63%가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발생하여,	인근	항해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선원 6명 해적에 피랍

(Lloyd's List, 5.18)
01

•	 2017년	6월	해커	공격을	받아	일부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프로그램	손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세계	최대	선사	Maersk가	유사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Cyber	insurance	가입방안을	여러	보험

사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힘

•	Maersk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익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에서	나온다

면서,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으나,	해운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

Maersk, 해운업계도 'Cyber insurance' 필요 주장

(10.25)
02

선박보안 동향04



74 2017년 IMO 연간활동백서

2017년 IMO 국제해사동향

75제3장

기타 해사안전 관련 동향05

•	 EU가	후원하고	IMO가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해사기술	협력센터	(MTCCs:	Maritime	Tech-

nology	Cooperation	Centres)가	해운분야	기후	변화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

•	 IMO-GHG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0억톤에	달하며,	전체				

산업분야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분야	배출량이	2050년까지	최대	250%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MTCCs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교육훈련	등을	위한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로서,	

EU가	1천만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며,	▲아시아(중국	상하이해양대학),	▲중남미(파나마	해양대학),		

▲캐리비안	(트리니다	토바고	국립종합대학),	▲아프리카(케냐	농수산기술대학)	등	4개가	선정되어	

운영에	착수하였으며,	▲태평양	지역	거점(대학·연구소)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	(전세계	총	5개)	

MTCC(해사기술협력센터) 해운분야 기후변화대응에 중

추적 역할 (Ship-technologe, 5.10)
01

•	선박·자동차	전문업체인	Rolls	Royce사와	구글이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구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제공하고	롤스로이스는	

이를	활용하여	선박이	운항	중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선박	운항이	가능

하도록	기술을	개발하여	접목한다는	계획임

롤스로이스-구글 자율운항선박(autonomous ship) 

개발 협약 체결(10.3)
03

•	시추선	등	Offshore	장비의	공급과잉이	노후장비	폐선	등으로	2018년	말	해소되고,	2019년				

부터는	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올해	전세계	Offshore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9%가	감소하였으나,	2018∼2022년		

기간에는	현재보다	총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Offshore 마켓, 2019년부터 반등 예상

(Lloyd's List, 6.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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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금주	장관급	정례	회의에서,	UN의	북한	제재결의에	대한	이행	방안의	하나로	북한	노동자

들에게	대한	Work	Permit	발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의함

•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폴란드	등지의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금의	일부는	북한으로	직접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짐

EU, 지역내 조선소에 북한 노동자 더 이상 안 받기로

(Seasafe Marine 10.13)
04

•	 국제환경단체(NGO	Shipbreaking	Platform)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중	227척의	선박이	

폐선되었으며,	이중	124척은	동남아시아	조선소에서	폐선	처리된	것으로	알려짐

•	동	단체는,	동남아시아에서	폐선된	많은	선박들이	폐선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해					

폐선	직전에	Comoros,	Nius,	Palau	등	Black	List	flag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해운업계의	관행	개선을	요구함

환경단체, 폐선 전 기국세탁 관행 지적(10.25)05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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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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