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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rty-Firs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개 요

• 회의명 : 제31차 특별이사회 (The Thirty-Firs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1)

• 일시/장소 : 2020. 4. 1 ~ 16 (16일간), 서면개최 

  주요의제 논의결과

• (논의 내용) COVID-19 대응을 위한 사무총장의 결정사항 및 시급한 조치를 식별함

• (논의 결과) 이사회 의장은 하기 사항을 긴급하게 제안하였으며, 이사국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제32차 특별이사회를 

서면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1) COVID-19 대응을 위한 향후 이와 비슷한 사무총장의 결정사항 및 조치검토

2) COVID-19로 인해 연기된 회의들의 일정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32차 특별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 회원국감사(IMSAS) 연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

3) 사무총장에게 COVID-19의 예산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32차 특별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

4) 사무총장에게 COVID-19의 영향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124차 이사회('20.6.29~7.3)에 별도의 의제 

안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

5) 사무국은 IMODOCS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IMO의 주요 결정사항, 정보 

등을 전파할 예정

* The Thirty-Second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개 요

• 회의명 : 제32차 특별이사회 (The Thirty-Second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32)

• 일시 / 장소 : 2020. 5. 4 ~ 8. 3, 서면개최 (6회 원격회의 포함)

• 의  장 : Mr. Zhang Xiaojie (중국)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13개 회원국, 2개 정부·비정부간 국제기구 등 약 180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의제 채택 및 의사규칙 면제

• 당초 의제별로 논의결과를 등재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의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의제논의 종료 시 결정사항을 확정하기로 함

- (회의기간)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통한 의제 3, 5 논의를 마치기 위해 특별이사회 회기를 ‘20.7.17에서 ‘20.8.3로 

연장함

- (의사규칙 면제) COVID-19 사태를 감안하여 제32차 특별이사회의 서면개최를 위해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는 이사회 

규칙 2, 3, 14, 25*를 의사규칙 55에 따라 면제함

* 회의1개월 전 잠정의제 통보,IMO본부에서 회의개최, 오디오 파일의 IMODOCS 등재 등 면제 

2. IMO회의일정 재구성

• 원격방식의 IMO 회의재개를 위한 '20년 원격회의 일정과 COVID-19 사태 호전 시 재개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의 

우선순서를 확정함

 - (원격회의 일정) 합동위원회 특별세션(9.16~18) → FAL 44(9.28~10.2) → C 124(10.12~14) → 

ISWG-GHG 7(10.19~23) → MSC 102(11.4~11) → MEPC 75(11.16~20) → LEG 107/IOPC 

FUNDS(연계개최)(11.27~12.4) → TC 70(12.7~11) → LC/LP/IMSO(12.4~18) 

 - (대면회의 순서) C 124 → MEPC 75 → ISWG-GHG 7 → MSC 102 등 

• 이사회는 연기된 회의들이 2020년 8월 이내에는 개최되지 않으며, 연기된 LC/LP Scientific Groups(LG/SG 43) 

공동세션의 서면개최에 주목함

• (추가문서 제출) 회의를 재개할 경우, 회의가 6개월 이상 연기되었을 경우 제출가능, 다만, 6개월 미만 연기된 회의는 

문서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 회의체 의장단과 협의가 필요함

제31차 특별이사회(C/ES.31*) 결과 제32차 특별이사회(C/ES.32*) 결과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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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 대유행 중 선박의 이용ㆍ촉진을 위한 제안 

• COVID-19와 관련한 사무국과 회원국의 조치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이사회는 한국 등 8개 회원국이 제안한 원활한 

선원교대, 코로나 예방지침 개발 등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해 향후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의제 

제출을 요청함

* 우리나라는 COVID-19 방역 등 국내 대응조치를 소개하면서, 협약상 불가항력 범위, 비대면 방식을 통한 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차기 해사안전위원회(MSC)에 관련 의제제출을 요청함

• (공동선언문 채택) COVID-19 관련 사무국과 회원국의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회원국이 제안한 선원교대 제약 등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였으며, 원활한 선원교대와 해운활동 중요성의 환기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마련함

4. 화상회의 도입

• (화상회의 지침) 올해 하반기 원격방식의 IMO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식 통신작업반을 개설하여 회의절차, 의사결정 방안 

등에 대한 임시지침을 마련함

- 임시지침은 COVID-19 상황에서만 적용, 이사회 외 타 회의체에도 준용 가능

• (화상회의 도입검토) IMO 대면회의 재개 전까지 화상회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본부에서 회의 개최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통합방식의 회의(in-person/remote) 개최 가능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함

- 관련 유엔산하 기구 진행상황을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화상회의 개최발생비용을 포함한 e-conferencing 

기술비용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UAE에서 제출한 IMO의 정보통신기술(ICT) 강화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초안)에 주목하고, 차기 이사회에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5. 회원국감사(IMSAS)

• (감사일정 연기) COVID-19로 무기한 연기된 회원국 감사일정을 1년씩 각각 순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 감사는 2021년 7월로 연기됨

• (원격감사 방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원격감사 방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호주, 그리스, UAE, 사이프러스 등 다수 

회원국들이 지지하였으며,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차기 이사회에서 해당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제제출을 요청함

6. 예비예산의 고려사항

• (예산검토)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올해 사무국의 기구 예산관리에는 쟁점 사항이 없으며, 차후 제124차 

이사회에서 ‘20년 예산현황 및 ‘21년 전망에 대한 정보, 기구의 재정 및 IMO 기능복원 관련 제안사항을 제공하기로 함

7. 예비예산의 고려사항

• (세계해사의날 병행행사) COVID-19로 올해부터 ‘24년까지 개최되는 세계해사의날 병행행사를 각 1년씩 연기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는 ‘24년 행사 단독 입후보국으로 우리나라의 ‘25년 개최의사를 밝혀 ‘25년 입후보국을 추가로 받지 않기로 

함(개최국은 ‘21년 이사회에서 확정)

  개 요

• 회의명 :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ll IMO Committees, ALCOM/ES)

• 일시 / 장소 : 2020. 9. 16(수) ~ 21(월), KUDO(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IGO, NGO 등 350여 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의제의 채택

• IMO 사무총장은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동 합동특별 세션에서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MSC 결의서 채택’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가의제 채택 제안

- 다수 회원국이 IMO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총 2일의 합동 특별세션 기간을 하루(1일) 연장하여 

회의 4일차에 선원교대 이슈를 논의하기로 함

* 1일 연장을 포함하여 9.16(수)∼18(금)까지 3일간 특별세션 진행 예정이었으나, 첫째 날 IMO 본부의 영상회의 

기술문제로 1시간여 만에 회의를 중단함에 따라 9.21(월)까지 1일 연장됨

• 신임장(Credentials) 제출 관련, 위원회 의사규칙 9를 준용하여 동 세션을 포함한 IMO 위원회 원격회의에서 

전자적 방식의 신임장 제출을 인정하기로 함

2. 의사규칙의 면제

• 회원국은 향후 원격방식의 IMO 회의 개최를 위해 필수적으로 유예되어야 할 위원회 의사규칙 3, 4 그리고 11의 

면제를 결정하였으며, 14와 15는 동 특별세션에만 유예를 적용하기로 함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ll IMO Committees, ALCOM/ES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ALCOM-E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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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유예 내용)

의사규칙 3 회의는 IMO 본부(런던)에서 개최되어야 함

의사규칙 4 사무총장은 최소 2개월 전, 회의 개최를 공지해야 함

의사규칙 11 사무총장은 최소 2개월 전, 회의 잠정 의제를 회람해야 함

의사규칙 14 회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잠정 의제 목록

의사규칙 15 사무총장은 의제의 영향 평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통역 관련, 회원국은 원격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통역이 불가한 여타의 상황에서는 통역 

제공이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음을 합의함

• 또한, 회원국은 기구의 규칙과 위원회의 업무방법이 지속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해 일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3. COVID-19 팬데믹 동안 위원회 원격 세션 촉진을 위한 임시지침

• 동 임시지침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이 회원국 간 논의됨

   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IMO 원격회의 의사결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

   ②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원격회의 불가 시, 비상 통신(대체) 수단 준비

•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 일부 회원국은 화상회의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모든 회원국의 참여 보장과 

명확한 의사결정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초안(Draft) 공지 후, 총 두 번(1회당 5작업일)의 회람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을 주장

-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의 촉진을 저해하며 자칫 회원국들 간 화상회의를 통해 기결정된 사항에 대해 반복적 

토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원격회의에서 이뤄진 논의내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1회(5일) 회원국 의견수렴 후 최종 결과보고서 공지 예정

- 원격회의 중, 불필요한 의사결정의 저해 요소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기존 대면 회의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함

• (기술적 결함 고려) 원격회의 특성상 요구되는 비상연락 수단을 위해 IMO 사무국은 추후 적합한 통신수단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관련정보를 전달하기로 함

- 유예가 결정된 해당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4. 기타 사항

• 일부 회원국이 2020~2021년 IMO 원격회의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IMO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번 세션에서 논의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차기 IMO 이사회에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

5. 위원회 보고서 검토

• 회의결과의 충분한 검토와 회원국의 의견반영을 위해 결과보고서 초안은 5작업일인 9.28 까지 의견조회 

예정이며, 이후 사무국에서 IMO DOCS에 회원국 제출의견의 검토결과와 함께 최종보고서 등재 예정

6.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추가 의제)

• 대부분 회원국은 COVID-19에 따른 선원 교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IMO 차원의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서 채택을 지지

- 중국은 선원에 대한 방역 중요성을 강조, UAE, 바누아투는 결의서 서문 보강 제안, 마셜제도, 바하마 등의 

문구수정 제안에 대한 검토·반영

• 선원교대가 주로 항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교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차기 IMO 

간소화위원회(FAL)에 동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

• 선채택된 결의서를 기반으로, IMO 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기타 의제로서 동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비공식 작업반(주관: 영국) 개설을 결정

* 우리나라는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현안은 글로벌 이슈로서 UN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를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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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44차 해상교통간소화 위원회 (The 44th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 9. 28(월) ~ 10. 2(금), KUDO(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87개 회원국, 5개 UN 기구, IGO, NGO 등 약 450여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의 부속서 개정 논의

• FAL 협약 부속서 개정을 위해 육·해상 간의 데이터 전자전송 관련사항을 중점으로 FAL Form의 명확화 등 일부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논의 하기로 결정함

* 밀항자 관련 권고사항, 서명(signature) 및 인증(authentication) 관련 요건, 권고안 3.10 및 관련조항 적용에 있어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검토 등

- FAL Form 2(화물신고서)의 경우 회원국으로부터 사용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 추후 개설된 통신 

작업반에서 검토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검토키로 함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 해상교통촉진을 위한 FAL 협약 부속서 개정안(ICS 외 12개 기구 제출)*은 다수 

회원국이 지지, 통신작업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선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코로나 사태 속 선박이 처한 상황 등 COVID-19와 같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하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E-7절(기타 조항)에 추가, 정부의 인도주의적 의무 강조 조항을 부속서 6절에 

추가 등

2.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지침 개발

• IMO차원의 해사부패 감소방안으로 ‘해사부패 신고에 대한 임시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마샬제도 주재)을 

개설, 차기회의까지 작업을 완료키로 함 

• 한편, 지난 회기에서 논의된 바 있는 GISIS 사용을 통한 해사부패 보고체계 관련 사무국은 데이터의 관리, 운영 

및 책임소재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3. FAL 위원회 작업계획(FAL.3/Circ.214) 개정 논의

• 강제협약 개정 관련 개정안 및 역량개발에 대한 사전평가 중단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위원회의 작업방식을 

수정·반영키로 함

4.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 개발

• IMO차원의 야생동물 밀수방지에 대한 지침마련을 위해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야생동물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 개발’에 대한 신규의제 승인여부를 논의함

- 우리나라 포함 다수 회원국들이 지지, FAL 45 잠정의제로 포함하여 2023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의 불법거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주요 국제범죄로 정부, 선사, NGO, IGO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국제적인 협력 필요함을 발언함

5. 조화로운 의사소통 및 항만 호출 전자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 개발

• 전세계 모든 항만에 적용되는 동일한 표준개발을 위해 ‘조화로운 의사소통 및 항만 호출 전자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 개발’에 대한 신규의제 승인여부를 논의함

- 신규작업과제로 승인하여 차기회의부터 2023년까지 논의하여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124차 이사회에 

긴급 작업과제로 추인키로 함

6. 선내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완화를 위한 제안 논의

• 중국은 핵심인력인 선원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배승 전 코로나 음성테스트 실시 등)를 

FAL Circular로 발행 및 회원국에 공유를 제안하였으나, 위원회는 기승인된 Res.MSC.473*, IMO 회람문서 

(No.4204/Add.14)와의 유사성을 고려, 해당 제안은 승인되지 않음

* IMO 위원회 합동세션(MSC/ES.2)은 “COVID-19기간 선원교대, 의료 서비스 및 선원이동 촉진을 위한 

권장조치”를 Res.MSC.473로 승인한 바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선원교대가 원활하지 않아 UN차원의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 IMO 사무총장은 

일부 회원국들이 UN총회에서 선원교대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각 회원국 정부가 UN총회에서 

선원교대 관련 결의서 채택 작업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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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 124차 이사회 (The 124th Session of the Council)

• 일시 / 장소 : 2020. 10. 12(월) ~ 10. 14(수), 원격회의(서면검토·영상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81개 비이사국), IGO, NGO 등 265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의제의 채택

• 원격회의의 제약을 고려하여 의제를 축소(18*→10)하여 논의하고,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한 의제(3개)**는 차기 이사회로 이관

 * 이사회 조직개편, 회원국감사, 위원회(5개) 보고서 검토, ‘19년 기술협력기금 보고 등

** 외부협력사항 일부의제(의제5a/b/e/g), 회원국 현황(의제6), 협약발효 현황(의제7)

2. 인사관리/예산사항

• UN기준에 맞춰 사무국 직원 기본급 인상(2%), 인사규정 용어변경 승인

• ‘19년 예산사항(결산/분담금 등), COVID-19 영향에 따른 ‘20-‘21년 예산집행실적 보고 및 ‘22-‘23년 예산안 수립 

방향 검토

* ‘20-‘21년 기승인된 예산안 내 집행가능, ‘22-‘23년 예산은 외부변수를 고려하여 수립

• 사무국에 신설된 파트너십·프로젝트部(DPP)의 사업* 소개

* 우리나라는 IMO와 공동추진 중인 개도국 대상 GHG-SMART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발언

3. 위원회 특별세션(ALCOM/ES) 결정사항

• 위원회 특별세션(ALCOM/ES) 결정사항* 승인(제32차 총회에 보고)

* COVID-19 관련 원격회의 임시지침, 선원이동촉진 등을 위한 결의서 채택

4. 외부 협력사항

• 자문지위를 신청한 비정부간 기구(NGO, 9개)의 심사를 위해 원격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 Mr. Peter Hinchliffe*(ICS 추천)를 ‘19년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결정

* 20년동안 IMO에 참여하여 ECDISㆍLRIT 등 규정개발에 기여(단독후보, 경합無)

• 2명의 브라질 도선사 Mr. Marcio Santos Teixeiradh와 Mr. Fabio Rodrigues Alves de Abreu 및 필리핀 연안구조대 

Ralph Ofalla Barajan을 ‘20년 IMO 바다의 의인상 (2020 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공동 

수상자로 결정* 

* (Mr. Marcio, Mr. Fabio) 브라질 상세바스티항에서 유류이송 작업 중 발생한 해양사고에서 인명피해ㆍ해양오염 예방, (Ralph 

Ofalla Barajan) 필리핀 Siargao Princess호 침몰사고시 62명 승객 구조

- 최고상(Award) 3명, 우수상(Certificate) 4명, 장려상(Letter) 10명을 선정하였고, 우리나라가 추천한 미국 해안 

경비대*는 장려상 수상

 * ‘19.9월 美 해안에서 전복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선원 23명(한10ㆍ필13) 전원구조

5. COVID-19 관련사항

• 하반기 영상회의의 플랫폼으로 KUDO를 사용하기로 결정

• IMO 사무총장이 제출한 ‘IMO COVID-19 복구계획’*을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에 회원국의 검토의견 제출 요청

* 선원 우선정책 개발 등 해운업계 회복을 위한 10가지 이니셔티브 제시 (붙임2)

• UAE의 주도로 우리나라 등 6개국이 스폰서한 IMO의 정보통신기술 강화요청 결의서를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의견 수렴예정

* 우리나라는 IMO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 발언

6. 추가 의제

• (이사회 개편) 의장단 제안으로 ‘21.5월전 회기간 작업반(원격)을 개설하여 IMO 협약(IMO Convention) 개정안*을 

논의키로 결정

* 이사국 수 확대(40→52개국), 선거주기(2년→4년), 이사국 범주구분ㆍ의미 재정립 등

• (제32차 총회) UAE의 제32차 총회(‘21년) 원격회의 개최준비(절차ㆍ지침개발 등) 제안*에 주목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호주 등 다수 회원국 동의, 일부국가는 시기상조 라는 의견, 네덜란드 등은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하되, 투표만 본부(런던)에서 

개최하는 방식 등 의견제시

• (의장교체) 의장 Mr. Xiaojie Zhang(중국)*이 사임함에 따라 현 부의장 Mr. Edmundo Deville(페루)이 차기 이사회 부터 

의장직을 수행키로 결정

* 중국 교통부 퇴임 후 IMO 기술협력국(TCD) 국장으로 이동 예정

• (간소화위원회) FAL 44에서 요청한 긴급안건(작업계획) 승인

- 항만정보교환 관련 지침개발을 위해 정보통합 전문가회의(EGDH) 회기간 작업반 운영 

• (홈페이지)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IMO 웹사이트 오픈예정(10월말)

- IMO 사무총장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9.30)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임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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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 (The 102nd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2)

• 일시 / 장소 : 2020. 11. 4(수) ~ 11. 11(수), 원격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전체 174개 회원국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00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사무총장 기조연설

• 1990-2003간 재직한 Mr. William O’Neil 전 사무총장의 부고, 터키와 그리스의 지진, 말레이시아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에 애도를 표명

• 성공적인 MSC 회의 재개를 축하하며, COVID-19 사태 감안 선원교대, 기타 해사안전 관련 안건들의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SOLAS 및 부속 협약(IGF Code, IGC Code 등) 개정안 채택

* 계류설비 지침, 복원성 규칙, 여객선 복원성 등에 대한 개정안 채택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 터키선급 GBS 부적합사항 교정감사 보고, IACS 및 11개 RO(정부대행기관) 등에 대한 두 번째 유지보수 감사 보고, DNV-

GL 구조규칙에 대한 GBS* 재검증감사 보고 승인

* Goal-Based Standards(GBS): 선박 설계목표수명 및 기능요건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강도를 유지토록 설계·건조 규정, GBS 

대상선종의 선급은 IMO로부터 주기적인 검증(감사)을 받음

• COVID-19로 인해 건조 중인 선박의 인도일이 GBS 적용일인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을 시 GBS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MSC 회람문서 승인

4. 제6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6) 결과보고

• STCW 모델 코스의 e-learning 변경사항 보고, 선박을 위한 새로운 ILO/IMO 통합 의료 지침의 개발에 대한 승인, 

STCW code 표 B-I/2 개정 사항의 채택 

• STCW 코드 A-I/7장에 따라 사무총장이 승인한 STCW 협약 전문가(12명 포함) 승인, MSC.1/Circ.797/Rev.34를 

통해 수정된 목록 발행예정 

• 선원문제 및 인적요인에 대한 문제식별 및 해결을 위한 ILO/IMO 공동작업반 개설에 대한 논의는 연기

5. 제6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6) 결과보고

•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19.7 개최) 결정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III Code의 이행을 돕기 위한 IMO 회원국감사 

(IMSAS) 관련지침 개발에 대한 신규작업, 항만국통제관 입문교육 매뉴얼 개발 작업계획 등 승인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IMSAS) : IMO 회원국에 대한 IMO 협약 이행도를 감사하는 제도로 협약의 국내 

법제화, 이행인력·조직 및 관리 등 이행체계 전반 평가

•  대행기관(RO)에 정부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표준협정서 MSC-MEPC.5 초안에서 주관청 보고와 관련된  

일부 문구 (6.5.5항) 삭제 또는 개정에 대해 회원국과 IACS 등 단체 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에서 RO Code 3장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

* 6.6.5 RO는 가능한 빠르게 선박에서 인지된 즉각적인 수리 또는 수리가 필요한 모든 위험상황, 사고, 기기 및 구조적 

고장 또는 결함을 주어진 기한내 기국 주관청에 통보해야함

• 제7차 협약이행전문위가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MEPC 75 합의조건으로 제6차 협약이행전문위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의 지속적인 작업진행에 합의

6. 제6차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6) 결과보고

• 고망간강 사용 임시지침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우리나라가 제출한 피로시험 결과가 이견없이 

승인되었으며, IMO 사무국은 개정된 임시지침인 MSC.1/Circ.1599/Rev.1을 발행하기로 결정

- 향후 고망간간을 재료로 하는 40mm 두께 선박 시험운행 가능해짐

* 40mm 고망간강을 재료로 하는 LNG 저장탱크의 건조·사용이 가능해짐(고망간강은 기존 임시지침에 따라 최대 30mm 

두께로 설계, 탱크용량이 커짐에 따라 재료 두께도 증가해야 하므로 임시지침 개정에 따라 대형탱크 제작 가능)

•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잠정지침 및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그리고 액화가스를 산적상태로 운반하는 선박을 위한 극저온용 대체 금속재료 허용에 관한 지침을 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IMO사무국은 이를 MSC 회람서로 이 지침을 알릴 예정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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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7) 결과보고

• IBC 코드 개정에 따른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적합증서의 교체시기에 관한 지침서(MSC-MEPC.5/Circ.7) 

개정안, 종합성물질(MA, MMA) 관련 운송요건에 대한 PPR.1 회람문서를 이견없이 승인

8.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7) 결과보고

• 차세대 복원성에 관한 임시지침 초안의 승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2인 이상 산업인력의 안전한 이송에 관한 

임시지침에 대한 고려, 여러 개의 화물창을 가진 선박의 수위감지기 설치에 대한 요건 등 승인

- 여러 개의 화물창을 가진 선박에 대한 수위감지기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빌지* 알람 시스템**을 갖춘 선박에는 

수위감지기 설치요건을 면제하자는 미국과 벨기에 의견에 대해 북한이 지지 발언

* 선내에서 외판이나 배관을 통해 누설된 물이나, 갑판에서 기름에 오염된 물, 또는 화물에서 나온 물 등이 선박 바닥에 

고인 오수

** 선저탱크 등 내 일정수위 이상 빌지 등이 감지될 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9.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SE 7) 결과보고

• 자유강하형 구명정의 5노트 속력 항해 진수 시험요건을 제외하는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을 승인,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진행 예정

* 대빗(Davit)형 진수장치를 갖춘 구명정은 항해 중 진수장치 작동시험이 필요하나, 자유강하형 진수장치의 경우 

관련요건 적용 불필요

• 고정식 소화장치에 대한 정비 및 검사 지침 개정안의 승인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로 승인 연기

10. 제7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7) 결과보고

• 시간적 제한으로 다중이동위성 이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성 평가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며, MSC 103차에 

제출될 문서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선박관제서비스에 관한 총회 결의서 개정안을 승인하고, 제32차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

11. 작업계획(Work Programme)

• 전체 작업계획은 차기 MSC 회의로 이관하여 논의키로 함

12. 기타사항(COVID-19 관련 사항)

• (원격검사지침) 우리나라는 원격검사지침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는 문서를 소개하였으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 

신규 작업계획 제안문서를 제출토록 요청

- 주요 회원국에서는 원격검사의 적용범위(불가항력적 상황) 제한 필요, 전문위원회 기술적 검토 필요 등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일본은 원격검사지침 수립 대신 정보공유 목적의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함

• (선원교대 프로토콜) 선원교대 프로토콜에 대한 회람문서(MSC.1 Circular)를 승인하였으며, 의장과 사무국에 

프로토콜 개정본에 대한 회람문서 배포 권한 부여

• (선원교대 GISIS 모듈) 선원교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신규 GISIS 모듈 개발 승인, 기존에 개발 중인 회원국 별 

연락정보 모듈과 병합하여 연내 개발 완료 예정

- 정보제공 양식은 제안문서를 바탕으로 하되, 각국 상황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항목별 체크박스를 추가할 예정

• (선원 로고개발) 선원교대 및 이동 제한에 따라 선원이 이용 가능한 시설 (공항, 차량, 숙소 등)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자 비문자 형태의 국제적 로고개발을 승인, 사무국에서 ILO* 및 ICAO**와 협력하여 개발예정이며, 팬데믹 

이후에도 활용가능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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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The 75th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 11. 16(월) ~ 11. 20(금), 화상회의 (KUDO 및 ZOOM)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4개 회원국/준회원국/정부간,비정부간기구/국제기구 대표 약 350여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 우리나라가 제출한 대형벌크선에 대한 EEDI 기준선 개정 제안을 반대하는 문서(MEPC 75/3/3)의 경우, 

개정제안문서(MEPC 74/5/22)를 제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제안에 반대하여 의장은 현재 

MARPOL Annex 6 개정안(MEPC 75/3)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선박에 설치된 개별 BWMS의 Commissioning Test의 강제시행을 요구하는 BWM 협약의 제E-1규칙 및 IBWM 

증서 양식에 관한 BWM 협약의 부록 1 개정안을 채택함

2.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담수에 대한 EcoGuardianTM 평형수처리설비(한라IMS), HiBallastTM 평형수처리설비 

(현대중공업), Electro-CleenTM 평형수처리설비(테크로스)가 최종 승인됨

• 최종 승인을 권고 받지 않은 FlowSafe 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GESAMP-BWWG에서 키프로스의 추가 문서 제출 

없이 추가 평가할 것을 요청함

3.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 위원회는 MEPC 75차 이후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Correspondence Group) 개설 및 

ToR(위임사항)을 승인함

- 주요사항

1) “배기가스 세정장치 센서 이상 및 장비고장 시 처리 관련 지침서 개정제안문건(대한민국 제출문서)을 고려하여 지침서 

개정검토”

→ 지침서 상 이미 충분한 대처방안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개정이 불요하다는 유럽 국가들(독일, 스페인, 폴란드 및 

스페인등)의 의견 및 노르웨이,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에서 주장한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의제는 금번 통신작업반 ToR에서 삭제되었으며, MEPC 76차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임

2) “Shaft Power Limitation 관련 지침서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서 개발 논의”는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4. 선박으로부터 GHG 감축

• 제6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 회의(ISWG-GHG)에서 마련한 자발적 국가행동계획(NAP) 결의안을 채택함

• 제7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 회의를 통하여 마련한 현존선 탄소집약도 감축 단기조치(EEXI + CII 

Rating)* 관련 협약개정안을 승인(APPROVAL)함

* EEXI :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CII Rating :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제 (Carbon Intensity Indicator)

- 승인된 단기조치에 대한 종합영향평가를 MEPC 76차(채택) 이전까지 수행하기 위한 위임사항(ToR)을 승인 

하였으며, 종합영향평가 연구진 선정 및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될 예정임

-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MEPC 76차(‘21년 6월) 이전까지 개발하기 위한 

통신작업반 및 회기 간 작업반(‘21년 3월) 개설을 결정함

• 제4차 IMO GHG Study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함

•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설립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해운 탈탄소를 촉진하기 위한 R&D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 배경과 목적에는 동의함 

- 다만, IMRB 설립 관련 초기영향평가 부재, 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한 주관청의 점검 조치 어려움(행정부담 가중) 등 이번 

회기에 제기된 다양한 우려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에 해당 제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5. PPR 전문위원회 보고서

• 평형수 관리 시스템의 커미셔닝 시험을 위한 지침 개정안 (BWM.2/Circ.70/Rev.1)이 승인됨

• BWM 협약 및 G2 지침에 따른 시범사용을 위한 평형수 시료 채집 및 분석에 관한 지침 개정안 (BWM.2/Circ.42/

Rev.2)이 승인됨

5. III 전문위원회 보고서

• 무인부선의 MAR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관련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MEPC 76차의 채택을 위하여 승인됨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 The 75th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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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107차 법률위원회 (The 107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 11. 27(금) ~ 12. 1(화), 원격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2개 회원국, 4개 IGO 및 18개 NGO 대표 등 약 440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사무총장 기조연설

• COVID-19 상황 하에서 IMO는 선원교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선원 권리보호측면에서 선원유기 및 

선원의 공정한 대우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 신규 작업의제로 제안된 해상범죄 행위혐의로 억류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 지침 및 선원유기 사건 처리를 위한 

항만당국 지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선원인권 신장을 고려하여 논의되기를 희망함

• 허위등록선박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조치에 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회원국의 2010 HNS 

의정서 비준을 촉구함

2. MLC 2006에 따른 선원의 유기,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규정

• 유기된 선원의 송환보장을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MLC 2006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MLC가 IMO 소관협약이 아니므로, ‘21.4월 개최되는 MLC 삼자간 특별위원회에 동 제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

• IMO 회원국감사(IMSAS)를 통해 MLC 선원유기 규정이행을 검증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MLC가 IMO 

소관협약이 아니므로, IMSAS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함

3. 허위등록선박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허위등록에 대한 기본 정의확립,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허위등록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초안 검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회기간 통신작업반 개설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LEG 

108차(‘21.7월)에 제출하도록 함

4. IMO 협약 상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통일해석

• 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LLMC 1976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통일해석 초안을 

개발하고, 지침채택방식(당사국회의, IMO 결의서) 검토 등을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 개설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LEG 108차(‘21.7월)에 제출하도록 함

5. 해상범죄 혐의로 억류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신규의제 제안

• 다수 회원국에서 지침개발 필요성에 동의하여, 법률위원회의 정식의제로 ‘23년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며, 세부 

논의를 위한 문서를 LEG 108차(‘21.7월)에 제출하도록 함

6. 선원유기 사건에 대한 항만당국 지침 개발에 관한 신규의제 제안

• 책임분담을 위해 항만당국 및 기국에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고, 법률위원회 정식의제로 

‘22년까지 논의하도록 함

 

 IMO Secretary-General Kitack Lim said, 

“Sadly, hundreds of thousands of seafarers 

who are vital to maintaining supply chains, 

remain stranded at sea for months beyond 

their contracted time. This is causing 

immense strain, fatigue and exhaustion 

and is unsustainable. I hope that this call to 

action will result in positive momentum to 

resolve the crew change crisis”

IMO Welcomes UN Resolution on Keyworker Seafarers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 The 107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제107차 법률위원회(LEG 107*) 결과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44-seafarers-UNGA-resolu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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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70차 기술협력위원회 (The 70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일시 / 장소 : 2020. 12. 7(월) ~ 12. 11.(금), 원격회의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7개 회원국 대표 등 총 240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2019년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연차보고

• 콜롬비아가 TC 70/3/1 문서를 통해 제안한 기술협력 활동의 영향성 평가 관련하여 영향성 측정, 평가 기준 

그리고 전용의 Web Portal 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회기 간 통신작업반 개설을 결정함

2. 자원 동원 및 협력관계

• 사무국의 장기재원 마련전략에 대해 다수 회원국이 지지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IMO와 협정을 통해 

추진하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GHG SMART PROGRAM’을 발언을 통해 간략히 

소개함

• 이에, 쿡 아일랜드는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하며 참여 의사를 밝힘

3.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2030 Agenda

• 작업반을 개설하여 IMO ITCP(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와 UN SDG(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연계를 위한 

기준(Baseline) 및 성과지표(Milestones) 개발 작업을 진행함. 최종 성과지표의 달성 기준은 TC 71차(‘21) 

회의에서 작업반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4. 지역 주재소 및 협력

• IMO 지역 주재소의 주요 활동 현황을 소개하며, 주재소 제도 개편 및 추가설립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 명확한 

역할 그리고 비용 분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 후, 사무국이 TC 71차(‘21)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5. 해사 분야 여성 영향력 강화

• 해사 분야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한 IMO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도 자국 

주관의 다각적인 활동 성과*를 공유함 

* 프랑스 : IPER 내 항만의 여성 전문관리자 교육과정 제공

   멕시코 : MAMLa를 통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해양 부문의 여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 또한, 멕시코는 발언의 통해 한국의 문서 제출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문서 내의 해사 분야 여성 활동 현황 

조사를 위해 제안한 템플릿의 중요성을 강조

• 조지아 대표단은 발언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대한민국을 포함한 멕시코, 

몰타 및 프랑스에 깊은 감사를 표함 

6. TC 작업 프로그램

• MEPC 75차에서 온실가스 감축 단기 조치가 개도국(LDS, SIDS)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TC 

위원회가 기술협력 활동 및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촉진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함. 이에, TC 

위원회는 차기 71차 회의 의제 4(파트너쉽)를 통해 회원국 의견을 접수하여 논의하기로 함

IMO and Republic of Korea partner to address ships' GHG emissions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1절 위원회 회의결과

* The 70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제70차 기술협력위원회(TC 70*) 회의결과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39-GHG-SMART-.aspx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39-GHG-SMAR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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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7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7)

• 일시 / 장소 : 2020. 1. 15 ~ 24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93여개 회원국, 36여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단체 대표 등 572여 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이네비게이션 해사서비스 지침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

• 우리나라 등의 제안으로 IMO가 주관하고 관심있는 IMO 회원국 등이 참여하여 이네비게이션 (e-Navigation) 

해사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NCSR 산하 이네비게이션 회기간 회의체 (Intersessional Harmonization 

Group)*를 설립하기로 함

* 회의의 목적, 범위 및 위임사항은 제8차 NCSR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IMO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 승인되도록 요청하기로 함

• 해사서비스 간 상호 운영성, 기술서비스 연계 및 제한된 개발자 역량 등을 위한 추가 지침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조정기관* 간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작업하기로 결정함

* 국제해사기구 (IMO), 세계기상기구 (WMO),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국제도선사협회 (IMPA), 

국제해사보건기구 (IMHA),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 작업반 논의 시, 조정기관 간 비공식 회의 참여 범위를 관련된 협의체/기구(the relevant groups/

organizations)’로 정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는 ‘분야별 조정기관(the relevant domain coordinating 

bodies)’으로 변경함

- 본회의 종료 후, 항해작업반 의장(Mr. Joris Brouwers, 네덜란드)에게 문구 변경 사유확인 결과, IMO 사무국의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IMO 회원국은 IMO를 통해 지침 개정 등에 참여가 가능함을 언급함

• 해사서비스 추가 등 전략이행계획 (SIP,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NCSR 전문위원회 기타 의제 (Any other business)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2. VTS 지침 개정안 검토 및 MSC 102차 승인 준비

• 우리나라 등 8개 국가 및 국제항로표지협회 등 8개 단체는 해상교통관제 (VTS, Vessel Traffic Services) 

지침 개정을 제안하여 논의한 결과, 기존 개정안에서 영해 밖 VTS의 업무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차기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승인 요청키로 함

- 수정된 개정안은 영해 밖 VTS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정보제공, 조언, 지시) 중 지시를 제외한 

정보제공, 조언만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 특정해역에서 복수의 국가가 VTS 운영시 국가간 협력 조문을 신설, 환경 보호를 위한 경우 선박이 

VTS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

3. 전자해사간행물 사용에 관한 지침 개발 필요성 논의

• 우리나라는 전자해사간행물 (e-NPs,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사용에 대한 지침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서(NCSR 7/22/3)를 제출하여, 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음

  

* 통일된 협약이행으로 안전운항 기여 및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로부터 자유로움

    

• 우리나라는 전자해사간행물 지침개발을 위해 MSC에 신규의제 제안문서(New output) 제출 의사를 

표명함

제1장 2020년 IMO 회의별 주요결과 - 제2절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7th Session

제7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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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회의명 :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7)

• 일시 / 장소 : 2020. 2. 3 ~ 7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02개 회원국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기구 대표 등 456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선박 복원성 관련 협약요건 개정
 

• 선박 복원성 요건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련 협약요건 및 해설서* 개정을 논의하였고, 관련협약 및 해설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MSC, MEPC)에 승인을 요청 예정

* ① SOLAS II-1장 요건에 대한 해설서 개정, ② 일반화물선 수위감지기 설치대상 확대, ③ 화물선 수밀문 관련 협약요건 

(SOLAS, MARPOL, ICLL, IBC 및 IGC Code) 일치

2.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 선박을 위한 안전대책
 

• 극지해역 운항 SOLAS 비적용 선박 (어선과 유람요트)의 안전 향상을 위한 임시지침*을 개발하고, MSC 103차에 승인을 

요청 예정

* 안전지침서는 부록 1 (24m 이상의 어선에 적용)과 부록 2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톤 이상 유람요트에 적용)로 구성  

3. 12인 초과 산업인력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기준(IP Code) 개발
 

• 12인 초과 산업인력 수송선박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SOLAS 15장과 IP Code 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일부 

추가검토 사항을 통신작업반(CG, Correspondence Group)에서 추가논의 후 SDC 8차 회의에서 최종 마무리 예정

4. 2세대 비손상 복원성 임시 지침서 최종안 개발 및 해설서 마련 
 

• 현행 복원성 기준 개선을 통한 선박의 복원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2세대 비손상 복원성* 임시지침 개발 완료 및 MSC 

102차 승인을 요청하고, 임시지침 해설서는 SDC 8차 회의에서 최종 완료하기로 결정

* 2세대 비손상 복원성 : 잔잔한 수면 상태에서의 일반복원성(정적)이 아닌, 변화하는 해상상태에서 선박에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한 복원성

  개 요

• 회의명 : 제7차 해양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7)

• 일시 / 장소 : 2020. 2. 17 ~ 2. 21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79개 회원국 /및 1개 준회원국, 43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565여 명

  주요의제 논의결과

1. AFS(Anti-Fouling System) 협약 부속서 1 개정
 

• Cybutryne을 함유한 방오도료 규제의 현존선 소급적용에 관한 타협안, 국제방오시스템증서 양식 개정, 검사요건을 

반영하여 AFS 협약 부속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제75차 MEPC 에 승인 요청하였음

2. 2011 침입 수중생물 이동 최소화를 위한 선박 Biofouling의 통제 및 관리지침(MEPC.207(62))
 

• 통신작업반은 기술검토반에서 식별된 주요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현 지침의 실효성 평가, 실용적 규제 방법/현재 

기술의 검토 및 지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제8차 PPR에 제출하도록 함

3. 배기가스정화설비 지침서 개정(MEPC.259(68))
 

• 2015 EGCS(Exhaust Gas Ceiling System) 지침서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 결과보고서(PPR 6/11) 및 관련 

의제문서(PPR 7/11 및 기타 문서)를 대기오염방지 작업반(WG2)에서 논의하였으며, 개정 지침서 “2020 EGCS 

지침서*” 및 “MEPC.1/Circ.883/Rev.1”회람문서** 채택 및 승인을 위해 제75차 MEPC에 제출할 예정임

 

 * 스크러버 사용 시, 배출수 샘플링 위치 및 모니터링 기록, 예비품의 권장범위, 부적합 사항 대응 지침, 항만국통제 

검사사항 등

** Guidance on indication of ongoing compliance in the case of the failure of a single monitoring instrument, 

and recommended actions to take if the EGCS fails to meet the provisions of the EGCS Guidelines 

(Resolution MEPC. 259(68)) 단일 모니터링 기기 고장 시 지속적인 준수 표시 지침 및 EGCS 지침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장 조치 사항

*  Sub-Commi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7th Session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7th Session

제7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SDC 7*) 결과 제7차 해양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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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과 지역을 포함한 EGCS 배출수에 관한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 각 회원국(EU, 중국, 일본 등)에서 제안한 배출수 평가를 위해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여,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EGCS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 및 지침 마련 위한 작업 범위 설정* 및 제목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제75차 MEPC에 승인 요청

* EGCS 배출수의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을 위해 작업범위를 총 4장으로 상세 구분함

- ① 위해성 평가 및 영향평가, ② EGCS 잔류물의 운반, ③규제적 사항, ④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 

-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EGCS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 및 지침” 초안 개정

5. 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유 사용 및 운반시,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기준 개발

• 북극해에서 선박 연료로서 중유 사용 및 운송의 위험성 경감을 위한 지침서 초안 개발하였고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내용을 보완, 제8차 PPR에 보고토록 함

• 사회, 경제 및 환경 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북극해에서 중유 사용의 금지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MARPOL 

부속서Ⅰ 개정 초안*을 작성, 제76차 MEPC에 제출키로 함

6. 통합빌지시스템(IBTS*) 지침서 검토 및 국제 기름오염 방지(IOPP**)증서, 기름기록부의 개정

  *  IBTS: Integrated Bilge Water Treatment System 

 ** IOPP: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ertificate 

• 작업반을 개설하여 통합빌지시스템 지침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기름기록부(양식) 및 기름기록부 작성 지침 

(예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승인을 위해 제76차 MEPC에 제출키로 함

7. BWMS의 시운전 시험에 관한 지침 개정

• 유입수 및 배출수를 지표분석 하도록 하고, 시험대상 생물의 범위 축소, 최소 채집량, 시험의 독립성을 규정하여 

BWMS의 시운전 시험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제75차 MEPC에 승인 요청함

  개 요

• 회의명 : 제7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The 7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7)

• 일시 / 장소 : 2020. 3. 2 ∼ 6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생존정의 환기요건 관련 규정 개정

• (논의 내용)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에 대한 환기 요건*(LSA Code 4장) 및 구명설비 시험요건**개정안을 제시하고 

추가논의 요청

* (구명뗏목) CO2 농도 임계치 5,000ppm 또는 일정 면적(바닥면적의 4%)의 개구 설치

   (부분폐형 구명정) CO2 농도 임계치 5,000ppm 또는 1인당 5㎥/hr의 환기량 만족

** (환기율 시험) 계류상태, 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탑승하여 시행

• (논의 결과)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에 대하여는 "장기 CO2 농도 5,000ppm 이하 유지"를 기본요건으로 

채택하고,

- 부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 시험요건은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후 SSE 8차에서 최종 마무리 예정

2.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관련 후속 작업

• (논의 내용) 극지해역 구명설비 지침* 개발 이후 추가논의 필요 사항**에 대한 캐나다의 연구 수행결과와 향후 

고려사항을 제안

* MSC.1/Circ.1614 : 극지해역운항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잠정 지침

** 최대구조예상시간의 결정 및 극지해역 구명설비의 시험·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

• (논의 결과) 추가연구 및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SSE 8차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7th Session

제7차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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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AS 3장 및 LSA Code의 개정

• (논의 내용) 모든 화물선 및 여객선에 자체 복원성을 가진 구명뗏목 비치를 강제화하도록 SOLAS 3장 및 LSA Code 

개정 초안을 제안

• (논의 결과) SOLAS 3장과 LSA Code를 GBS*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 수립 후, MSC 102차에 작업반 

설립과 과업범위 승인 요청

* GBS(Goal Based Standard, 목표기반기준) : 상세한 안전기준을 정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목표를 정한 후 목표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안전기준을 허용

4.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대한 SOLAS 및 관련 Code의 개정

• (논의 내용)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안전에 대한 SOLAS 및 관련 Code의 개정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제시

- SOLAS 및 관련 Code의 개정안 제시(EU 등)

- 리튬이온배터리 차량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소화장치 및 차량적재 요건 등에 대해 SOLAS 요건 개정 제안(중국)

- MSC.1/Circ.1430/Rev.1* 용어의 명확화 제안(중국)

*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용 고정식 물기반 소화설비에 대한 설계 및 승인 지침

• (논의 결과) MSC.1/Circ.1430/Rev.1의 개정안*은 MSC 103에 승인 요청하고 SOLAS 개정안은 추가 논의 후 SSE 

8차에서 결정 예정

* ‘free height’ 문구는 기존 유지, 로로구역의 최대높이를 9m→10m로 수정 등

5. 고정식 분말 소화설비 승인기준 개정

• (논의 내용) MSC.1/Circ.1315* 상 허용 가능한 소화약제, 소화약제 성능시험 기준 및 소화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요건개발

*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의 승인 기준

-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Sodium Bicarbonate의 사용 허가를 제안하고 관련정보 제공(미국)

- 우리나라가 제안한 소화성능 평가시험 방법에 반대(일본)

• (논의 결과) 기존 승인기준에 대한 개정초안을 개발하였으며, SSE 8차에서 추가 논의 후 완료 예정

- 우리나라 제안 중 CO2 용기 선박 외부 반출 시 대체용기 비치는 반영되었으나 실린더밸브 신품 교체 등 일부요건은 

금번 개정에 미반영

6. 선박 육상전력공급에 대한 지침 개발

• (논의 내용) 국제항해 선박의 정박 중 육상전력공급 설비(AMP) 사용 시,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침 초안 개발

• (논의 결과) "국제항해 선박의 정박 중 육상전력공급설비 사용 시,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잠정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MSC 

103에 승인 요청

7. LSA Code 4.4.7.6.17 개정에 대한 제안

• (논의 내용) 부하이탈이 가능한 단일 폴 및 후크장치를 가지는 구명정 및 구조정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코드 개정 제안

- 대안문구 제시 및 안전강화를 위한 면제목록 수정 제안(노르웨이, 미국)

• (논의 결과) 구명정의 단일 폴 후크장치에는 적용 면제되던 일부 LSA Code 일부 요건을 추가 적용하는 개정안을 MSC 

103에 승인 요청

8. IACS의 협약 개정에 대한 제안 & 이에 대한 미국의 코멘트 문서

• (논의 내용) 진수 시험 5knot 적용요건*은 자유낙하구명정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관련 협약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IACS에서 제안

* 해당 시험은 데빗 진수식 구명정의 진수장치에 요구되는 성능 시험

- 이에 대해 자유낙하구명정의 5knot 진수 시 구명정에 유발 가능한 추가적인 영향평가 없이 요건삭제는 반대(미국)

• (논의 결과) 자유낙하구명정의 5Knot 진수시험요건을 적용 제외하는 개정안이 합의되었으며, 개정 요건에 대해 MSC 

103에 승인 요청

9. CO2 소화설비 유지보수 지침의 개정

• (논의 내용) CO2 소화설비의 유지보수 특히, 수압시험 주기 및 수압시험에 수반되는 부품의 교체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개정안에 반영

- 고압 CO2 용기 전체에 대해 20년 내 수압시험을 완료(기존 10년 10%, 20년 20%), 수압시험 시 유의사항과 CO2 

용기 부품 교체 제안

• (논의 결과) 수압시험 강화 및 실린더 반출 시 대체실린더를 선박에 비치하는 요건이 반영된 개정안을 MSC 103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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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O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20.9.16∼9.21)

• IMO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ALCOM/ES)에서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선원교대 위기 

극복을 위한 MSC 결의서 채택’을 논의하였으며, 대부분 회원국이 COVID-19에 따른 선원 교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함.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선원교대, 의료서비스 및 선원이동 촉진을 위한 권장 조치’에 관한 결의서 

(결의서 MSC.473(ES.2), 붙임1)를 지지하여 최종 채택함

* 우리나라는 선원교대 문제 관련하여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 현안은 글로벌 이슈로서 UN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 선원교대가 주로 항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제44차 간소화위원회(FAL 44)에서 선원교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결의서 관련 내용을 간소화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2. 제44차 간소화위원회(’20.9.28∼10.2)

• 간소화위원회에서는 상기 IMO 위원회 합동 특별세션의 선원교대 관련 결의서 MSC.473(ES.2)를 승인함

COVID-19 상황 속 선원교대문제 논의

  승선 (Joining a Ship)   하선 (Repatriation)

Location 1
Place of ordinary residence

(거주지) 
  Ship (선박)

  ▼   ▼

Location 2 Airport of departure (출국)   Seaport (항만) 

  ▼   ▼

Location 3 Aircraft (기내)   Airport of departure (출국) 

  ▼   ▼

Location 4 Airport of arrival (입국)   Aircraft (기내) 

  ▼   ▼

Location 5 Seaport (항만)   Airport of arrival (입국)

  ▼   ▼

Location 6 Ship (선박)   
Place of ordinary residence

(거주지) 

<CL. 4204/Add.14/Rev.1>

3. 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20.11.4∼11.11)

• 선원교대 권장프로토콜(CL. 4204/Add.14/Rev.1)이 안전한 선원교대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회람문서(MSC.1 Circular, 붙임 2)를 승인함. 동 프로토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장 IMO 주요의제 - 제1절 COVID-19

 - 선원 교대에 있어 신규 선원의 승선과 기존 선원이 하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치별(Location) 선주와 당국이 

지켜야 할 이행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음(P1 ∼ P12)

• 팬데믹 상황에서 선원 교대 활성화를 위한 항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신규 GISIS 모듈 개발이 승인되었으며 

사무국에서 개발 중인 지역별 연락책(Focal point) 모듈에 선원 교대 정보 공유 기능을 병합하여 2020년 말 

개발완료 예정

https://npsk1.cafe24.com/IMO/IMO-1.pdf
https://npsk1.cafe24.com/IMO/IMO-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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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차 특별이사회에서 원격회의 수행을 표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 회원국이 참여한 통신작업반에서 

임시지침 초안 마련･검토

• 이사회 원격회의 임시지침 주요사항

구   성 원격회의 절차, 화상회의 플랫폼 요건, 의사결정 과정 등 23개 조문으로 구성

성   격

- COVID-19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임시지침

-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회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회의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IMO 협약, 위원회 의사규칙, 작업지침 등에 대한 해석의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요내용

- 회의개최는 구상서(Note Verbale)를 통해 요청

- 회의 플랫폼은 데이터 보안, 통역 등의 요소를 갖춰야함

- 회의시간은 최대 3시간이며, 15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함

- 화상회의 플랫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매뉴얼을 갖춰야함

- 신임장 제출, 참석자 등록은 기존 의사규칙을 적용하며, 정족수 이상 회의참여 시 회의 개시

- 의사결정은 합의로 도출되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

• 사무국은 본 특별세션에서 5개 IMO 위원회(MSC, MEPC, LEG, FAL, TC)의 원활한 원격회의를 위해 이사회 

임시지침을 인용하여 IMO 위원회 원격회의 임시지침(붙임 1) 마련

IMO 위원회 원격회의 임시지침
■ 논의내용

• 단기조치 마련을 위한 협약 개정안 논의

- 단기조치의 적용대상(OPTION 1)은 4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하여 더 많은 선박을 규제하자는 EU의 주장과 IMO DCS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000톤 이상에 적용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우리나라가 주장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으로 최종 결정됨 

- 등급제 도입에 따른 낮은 등급선박에 대한 조치(OPTION 2)는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2026년 재검토 완료 시 까지 처벌 없는 등급제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재검토를 통해 추가 규제 여부를 추후 고려하기로 함

• 국가별 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절차(MEPC.1/Circ.885)의 구체화와 영향평가 이행의 명료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종합영향평가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추가한 종합영향평가 위임사항(ToR)이 확정됨

- 결합된 단기조치(Short-term Combined measure)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수행 위임사항이 MEPC 75차에서 승인돼, 

사무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참여 국가 선정을 위한 Circular Letter를 보낼 예정임 

- 운영위원회는 GHG-TC Trust Fund를 활용하여 착수되는 종합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위임사항의 고려요소를 검토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MEPC 76차에 제출할 예정임

• 필요한 가이드라인 개발

- 협약개정안에 대한 전반적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이번 회의는 협약개정안 논의에 

집중하였으며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이드라인 목록이 확정됨

-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빠른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필요하므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집중한 통신작업반 및 회기 간 

작업반을 개최할 것을 위원회(MEPC 75)에 요청하고, MEPC 76(’21년 봄) 이전 회의 개최 예상됨

■ 관찰사항

• 낮은 등급의 선박 퇴출과 같은 강력한 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EU와 지속가능한 국제해운을 고려해야 한다는 NON-EU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리뷰 조항(Review clause)을 추가하여 2026년 재검토 후 추가적인 감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타협함

• 향후 리뷰 조항을 통해서 마련될 법적 실행력 있는 제재 및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2050년까지 2008년 국제해운 총배출량 대비 50% 감축

• 또한 낮은 등급선박에 대한 법적 제재 대신 주관청 및 항만에서 높은 등급 선박의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조항이 협약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 감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단기조치 적용범위의 경우 선박연료유사용량보고제도(IMO DCS)와 연계하여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함. 이는 의제문서 제출 및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항으로 많은 회원국이 수긍하여 

관철됨

• 영향평가의 경우, SIDS, LDCs 및 개도국(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이 COVID-19가 미치는 전망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종합영향평가가 시행될 것을 주장하여 이를 일부 수용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가 단기조치 채택을 

늦추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MEPC 76차(2021년 봄)까지 종합영향평가를 완료 예정

선박온실가스 감축 논의(ISWG-GHG 7)

제2장 IMO 주요의제 - 제2절 해양환경제2장 IMO 주요의제 - 제1절 COVID-19

https://npsk1.cafe24.com/IMO/IMO-3.pdf


제3장

2020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 제1절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42

- 제2절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   44

- 제3절 2020년 한국해사주간 개최   48

- 제4절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58

- 제5절 모의 IMO 총회 개최    60



   2020 IMO 연간활동백서l 2020 IMO 연간활동백서42 l 43

• IMO 의제별 동향분석〮전망*을 위한 연구과제 및 논의결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낼 수 있는 과제신설 

제안(KMI)

   * IMO 전략의제 성과분석, 향후 전망을 통해 다음 년도 IMO 의제대응 방향 제시 

• 그간 관계기관 지원으로 운영해오던 IMO 의제검토, 통신작업반* 참여를 용역과제에 반영하여 내실화 필요(KMI, KR, 

KOMSA)

  - 통신작업반에 전문가 참여를 장려하여 IMO 의장단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배려필요(통신작업반→회기간작업반→ 

작업반→전문위원회→위원회)

   * 소속기관 내 비공식 업무로 개인기여에 의존 → 전문가 참여저조 원인으로 작용 → IMO내 영향력 있는 전문가 부재 ⇨ 

상응하는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필요

• 전문가 그룹을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의제별 기술전문가로 확대하여 IMO 대응 내실화* 필요(연수원, KRISO)

  - 전문가 저변을 확대하여 일부기관의 전문가 편중현상 해소도 필요

   * 기술적 잠재력이 큰 의제에 해당분야 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회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의제개발, 회의대응 

등에서 시너지 효과 필요

• 전문가 위원회 기능 재정립*, 이슈별 소규모 전문가 협의체운영, (가칭)IMO 제출의제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문가 위원회 활성화 방안제시(연수원, KOMSA, KRISO)

   * (기존) IMO 회의체 별 주요 논의사항 공유 → (개선) 회차 별로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IMO 의제 발굴, 대응방안 등 논의

  ** IMO에 제출할 의제문서를 ‘(가칭) IMO 제출의제 검토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정부에 제출하여 의제의 완성도 제고

■ 향후 계획

• 국제해사기구 의제개발 등 ‘IMO 전략대응 연구’ 발주 : ‘21.1

• 전문가 확대 및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 : ‘21.2

•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해사 분야 역량강화와 

해사산업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바다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수부 고시 

제2018-37호)에 의거 2015년부터 연 3회 개최하는 정기협의체이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화상회의로 

1회(15차) 개최하였다.

• 이번 해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분야별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여 IMO 전략의제 방향성, 전략의제 및 회의대응 내실화 

방안, IMO 전문가 운영체계 개선, 2020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과제 검토 등을 논의하였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15차 IMO 국제해사협의회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2.16.(수) 14:00~17:00/온라인 영상회의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관리과), 외 2020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 용역 참여 

기관 및 관련 기관 등 총 13개 기관 55명

 *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 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개발원 등

■ 주요내용

• 단기적 수요가 아닌 전략ㆍ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의제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기본방향 및 전략 의제 

선정절차 논의

  - (기본방향) ①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기여하는 의제* ②국내산업 지원의제** ③우리나라 강점과 정책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제*** 

  - (선정절차) 전문가위원회에서 전략의제 기본방향, IMO 전략방향(SD)과 부합여부를 1차 검증하고, 관련부서 논의 후 

과제확정 

      *   여객선 안전, 국제해사분야 여성참여 확대, 코로나 의제, 기술협력사업 등

     **  온실가스 규제관련 친환경 선박 조선기술, 기자재,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등

    *** 자율운항선박, 바다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ㆍICT 기술기반 의제 등

제1절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의제검토 절차(안)>

제1절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과제제출

・연구기관ㆍ업계 등 
    과제제출

IMO 전문가 위원회

・기본방향, IMO 
    SD 부합성 검토

관련부서 검토

・의제 담당부서 
    검토(해수부)

전략과제 확정

・연구용역 추진, 
    의제문서 작성

제3장 2020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 제1절 IMO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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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해운·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적･행정적 

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사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강행력 있는 국제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이다. IMO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인명의 손상과 막대한 환경적 

재난 및 재산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해사안전과 선박설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제･개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IMO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활발한 IMO 대응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조선･해운과 관련된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산업의이익을 보호･증진하며, IMO A그룹 10연임 

이사국이자 조선･해운 강국으로서 IMO 국제해사협약 및관련기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해사분야 

정책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가. IMO 회의 의제문서 분석･개발 및 전략적 회의 대응

 나. 산〮학〮연〮관 IMO 대응역량 제고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다. IMO 정책기조에 따른 창의적인 제안 확대 및 국제적 기여활동 강화

  상기와 같은 기본 대응 방안에 따라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IMO 전략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분 연번 과제명 연구기관 주요결과

의제
〮

전략

개발

1 배기가스세정장치 센서이상〮장비고장 시 처리 지침서 개정 제안 KR MEPC 제출

2 STCW협약에 따른 필수승선실습의 개선방안 제안 MMU HTW 제출

3 연료에 대한 전과정 GHG/탄소집약도 지침개발에 대한 연구 KR ISWG-GHG 제출

4 IGC Code개정작업 제안에 대한 Comment 문서 KR MSC 제출

5 IGC Code내 “화물탱크의 충전한도” 요건 개정안 제안 KR 제출 준비

6 선박기인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KRISO 제출 준비

7 일부 부식성 위험물에 미반영된 독성 정보 추가 KOMDI UNTDG 제출

8 배기가스정화장치 세정수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제안 KTR 제출 준비

9 선원의 수면 및 피로 측정수단에 대한 연구 KIMFT HTW 제출

10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국가별 영향평가 측정방법(Tool) 개발 KMI 제출 준비

11 소화설비시스템(CO2) 관련 MSC.1/Circ.1318의 개정 ㈜팀솔루션 SSE 제출

12 전자 해사간행물(ENP) 비치에 관한 지침개발 KR 제출 준비

13 단일국제항해 종사 선박의 EEDI 면제증서 제안 KR 제출 준비

14 수소벙커링을 위한 수소가격 연구 KR 제출 준비

15 일부 자기반응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온도규정 명확화 KOMDI UNTDG 제출

■ IMO 선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개발 과제(10개)

과제 번호 과제명

전략

개발

과제

1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2 2020 모의 IMO 총회

3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4 한국 IMO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한국해사주간 프로그램 개발 연구

6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7 IMO 미래전략과 연계된 해사산업 발전방안 연구

8 WMU 장학생 관리ㆍ홈페이지 구축

9 IMO 전문용어집 발간

10 COVID-19 이후 선박해양 글로벌기술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구분 연번 과제명 연구기관 주요결과

의제
〮

전략

개발

16 ECDIS 경보시스템 개선방안 제안 MMU 제출 준비

17 STCW-F 협약상 어선기관사 당직기준 등 개발 KMOU HTW 제출

18 어선원 해적〮무장강도 대비〮대응교육 실시촉구 결의서 개발 KMOU HTW 제출

19 현존선 운항에너지효율 개선조치별 산업영향 분석 연구 KMI 연구 완료

20 제4차 IMO GHG Study 분석연구 KMI 연구 완료

21 내항여객선 안전강화 방안 개발 KOMSA 제출 준비

22 UN SDG 5 이행을 위한 아시아 여성해기인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MOU TC 제출

23 III 코드 이행 상시 회원국감사 체계 구축방안 연구 KMI 제출 준비

24 BWMS 시운전 시험 지침의 변경사항 제안 KR WG에 제안반영

추가1 COVID-19로 인한 선박 원격검사 지침개발 필요성 제안 KR MSC 제출

추가2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협약이행 지침개발 제안 MMU
LEG 제출

추가3 전염병 유행 시 해기면허〮교육증서 유효기간 연장규정 제안 KMOU

추가4 산적운송 피마자 화물운송 관련 IMSBC Code 개정안 제안 KOMDI CCC 제출

정책

과제

1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KMC 완료

2 모의 IMO 총회 개최 KIMFT 완료(11.5)

3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MMU 예정(12.16)

4 IMO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KIMFT 완료

5 한국해사주간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MMU 완료

6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KMC 17편 논문게재

7 IMO 미래전략과 연계된 해사산업 발전방안 연구 KMI 완료

8 WMU 장학생 관리ㆍ홈페이지 구축 KMC 12월말 완료

9 IMO 전문용어집 발간 KMC 12월말 발간

추가 COVID-19 이후 선박해양 글로벌 기술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연구 KRISO 완료

제2절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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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용역 추진 체계 (총괄)

* 주관기관(KMC) 

- 업무 총괄 (용역 총괄 업무 등 업무 추진) 

-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

- 국제해사안전·환경저널 발행 등 과제 4건 진행

- 위탁 연구기관 연구 용역수행 지원

주관기관

KMC
공동연구기관

KIMFT

공동연구기관

KR

공동연구기관

KMI

공동연구기관

MMU

위탁기관 

KMOU
KOMDI
KOMSA
KRISO

KTR
㈜팀솔루션

* 협동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 의제문서개발 과제 1개, 전략개발 과제 2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지원

• 한국선급(KR)

  - 의제문서개발 과제 9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지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의제문서개발 과제 4개, 전략개발 과제 1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지원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MMU)

  - 의제문서개발 과제 3개, 전략개발 과제 2개 수행

  - IMO 각 회의별 의제검토 등 회의 준비〮지원

용역 계약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계 제출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변경신청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자 : 2020년 3월 27일

 • 용역 명칭 : 2020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 용역 계약 금액 : 일금 6억 2백9십1만원

  • 일자 : 2020년 3월 27일

  • 일자/장소 : 2020년 4월 23일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회의실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내용 : 2020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계획 발표, 진행방향 협의

  • 일자/장소 : 2020년 7월 14일 / 화상회의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내용 : 2020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논의

  • 일자/장소 : 2020년 9월 7일

  • 변경사유 : COVID-19로 인한 국외여비 조정에 따른 신규과제 수행 및 과업변경

  • 주요내용 : 신규과제 5개 추가(세부과제 33개 → 38개) 및 과업변경(3건)

  • 일자/장소 : 2020년 12월 10일 / 화상회의

  • 참석자 : 관계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주요내용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추가 수정사항에 대한 논의   

■ 연구용역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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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선박검사) 선박검사에 IoT･AI･로봇기술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원격검사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제도적 

뒷받침 필요(한국선급)

  - (IMO 대응) COVID-19･환경규제･자율운항선박 등 현안대응을 위한 IMO 위원회 원격회의 개최 등 기구운영 현황 

소개(IMO 대외법률국장)

• 이내비게이션 운영,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해사분야 디지털기술 현황 및 해당기술의 상용･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기술동향) 국내 자율운항선박 개발현황･계획(KRISO･한국선급), 일본에서 개발 중인 자동충돌예방기술 및 화물선 

적용사례(일본해양과학) 발표

  - (협력체계) 기술 표준화･실해역검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우리부), IMO 회원국 간 해사정보 공유 플랫폼(싱가포르 

MPA) 필요성 제안

• IMO와 주요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정책동향 소개, IMRB 설립 등 탈탄소화 협력방안 논의

  - (기술동향) 현 단계에서는 대체연료 중 LNG가 유망(한국조선해양), 중･장기적으로 수소･암모니아 상용화 필요(UCL 

Energy Institute)

  - (정책공유) 현존선에 대한 IMO GHG 감축규제 논의경과, 노르웨이 온실가스 감축계획(노르웨이 환경부) 등 해외 

친환경선박 정책동향 소개

  - (협력체계) 대체연료 연구･상용화를 위한 IMRB* 설립(WSC 회장), Getting to Zero Coalition**을 통한 해운분야 

감축이행 지원(세계해사포럼) 제안

    * 세계해운위원회(WSC),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주요 해운단체가 설립 중인 국제연구개발 협의체(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 세계해사포럼, 해운선사, 금융회사 등 130여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해사협의체

■ 향후계획
 

• 해운산업 동향･전망 및 대응방안 등 행사결과 공유(즉시)

• ‘21년도 한국해사주간 추진계획 수립(’21.上)

■ 행사 개요

• 일자/장소 : 11.18(수)~19(목) / 온ㆍ오프라인(서울) 행사장

    * (온라인, 청중) 한국해사주간 홈페이지 / (오프라인, 토론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IMO 대외법률국장, 클락슨리서치 회장, WSC 회장 등 국내･외 연사･토론자 25명 및 온라인 

참석 약 700명

    * 사전등록 500여명, 영상회의 참석 170여명(라이브 스트리밍 누적 시청건수 3,700여회)

• 주요내용 : COVID-19 관련 특별대담(장관님 발제), 해사분야 포스트 코로나 제도･기술, 디지털･탈탄소화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요 행사내용

•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에 따른 경영여건 변화 등 국내･외 해운산업 동향･전망 및 대응방안 공유

  

  - (산업동향) 방역조치로 선원교대 지연(ILO), 물동량 감소에도 저유가로 선사실적 일부개선(HMM), 경기침체로 

신조선 발주량 감소(한국조선해양)

  - (향후전망) 니어쇼어링* 등 물류 공급망 다변화(KMI･HMM), 친환경선박 수요증가(한국조선해양) 및 비대면･디지털 

기술 보급 가속화(한국선급)

    * 기업의 생산기지(아웃소싱)를 인접국가로 이동하는 것(예: 중국→동남아 등)

  - (대응방안) 경기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전략(KMI), 친환경･디지털기술 대응(클락슨리서치), 선원교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ILO)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사분야 발전전략 제안, 비대면 선박검사･승인기술 소개 및 IMO의 역할 등 분야 별 대응방안 공유

  - (해사분야 발전제안) 니어쇼어링 등 해운여건 변화에 따른 소형선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정부･민간의 자국선대 

확보노력 필요(김인현 교수)

제3절 2020년 한국해사주간 개최 

 특별대담 : COVID-19에 따른 해사분야 영향 및 향후전망

세션 1 : Post COVID in Maritime Community

세션 2 : Digitalization in Shipping

세션 3 : Decarbonization in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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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수) 특별대담 및 세션1

< 특별대담 (COVID-19로 인한 영향 및 전망) >

국제
동향

클락슨리서치 
마틴 스토포드 회장

• (영향) ’20년 전세계 GDP 및 해상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4.4% 감소, 주요 

해운지수는 30년 평균 이하

- 코로나 이슈가 향후 3년의 해운･조선 방향성을 결정. 동 추세 지속 시 

’80년대 해운불황에 버금가는 불황 예상

• (전망) ① 긍정적 측면에서 ’21년 경제회복, ’22년 성장세 예상. COVID-19 

대응에 따라 경제상황은 변동 가능

  ② COVID-19 위기는 친환경, 디지털, 위성 네트워크 분야에서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업계에서는 많은 고심이 있을 것임

선원

국제노동기구(ILO)
브랜트 와그너 부국장

• (영향) COVID-19로 선원 교대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40만명 이상 

교대대기(협약상 최대 승무기간 11개월)

- 선원의 피로는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항해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경제적 악영향 초래

• (전망) 강화된 방역지침과 선원 근로복지 등 해사노동협약 이해당사자 

(정부･선사･선원)의 이행･준수방안 협의 지속

물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 (영향) 거시경제 전문기관(맥킨지 등)의 해운선사 이익예측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선사는 운임경쟁력으로 COVID-19로 인한 경영리스크 

최소화 노력 중

- 다만, COVID-19로 인한 공급사슬 경색에 따른 컨테이너 회전율 감소, 

운송지연, 선원교대 등 위험요소 존재

• (전망) 불확실한 수요와 높은 운임으로 인해 ’21년은 유례없는 선사 간 

경쟁심화 예상

- 미국 대선이후 주요 정책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니어쇼어링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필요 

해운

HMM 
배재훈 사장

• (영향) 해운분야는 올해 미-중 무역분쟁,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COVID-19에 

따른 심대한 영향을 받음

- 상반기 물동량 감소, 미주･구주항로 선복조절 등으로 운임은 작년 수준, 

저유가로 선사실적는 일부 개선

• (전망) COVID-19 이후 전반적인 물동량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중국-중동 국제정세 등 외부요인에 따라 차이발생 가능

- 컨테이너 선대의 高운임 유지는 어려울 것이며, 화주의 공급망 분산 

(중국→동남아)에 따른 대응 필요

조선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

• (영향)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선 관련 지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신조발주량 감소, 신조선가 하락으로 조선업계 전반 수익성 악화, 유동성 

문제 등 경영실적 부정적

- 해운시황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자금조달 문제 등 신조선박 건조일정 

차질 우려

• (전망) 환경규제로 인한 신규발주 증가가 예상되나, 수주증가에 따라 선가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조선소 통･폐합 등으로 주요 조선소에 발주 집중 예상

- 해운사, 기자재업체, 선급 등 협력･상생을 통한 장기 변동성 대응 필요

선박
검사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

• (영향) COVID-19로 세계 주요항만시설 봉쇄로 대면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검사연기･원격검사 시행 중

- IMO와 IACS 차원에서 원격검사 지침개발 논의 중

• (전망) 비대면 기반 검사･승인서비스 활성화,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예상

- 상태기반 선박검사 확대가 예상되며, 자율운항선박 도입･탈탄소정책에 따른 

기술확보･협력체계 중요

제3장 2020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 제3절 2020년 한국해사주간 개최 



   2020 IMO 연간활동백서l 2020 IMO 연간활동백서52 l 53

1-1 발표 : How to overcome COVID-19 in Korean 

shipping business from legal perspective  

(김인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 COVID-19로 비대면 활동이 증대되면서 해운분야는 향후 Re-Shoring과 Near-Shoring 수요 증가로 

소형선박을 통한 운송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육･해상 운송빈도 증가로 인한 사고보상 등 해상법 문제 대두 예상

• 4차산업 발달, COVID-19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해사산업 종사자가 습득해야 할 지식의 범주 확장. 

COVID-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이 중요 

1-2 발표 : Changes of Survey and Approval Technology 

in non-face-to-face Era

(김대헌 상무, 한국선급 디지털기술원)

•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확산 우려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제도 일부 적용 중

• 원격 선박검사에도 IoT, AI 등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도 원격검사 기술개발 지원 및 

검사제도 개선으로 미래 해운산업 변화에 대비 필요

1-3 발표 : The IMO Regulatory Landscape in the Post-

COVID-19 ERA

(Mr. Frederick Kenney, IMO 대외법률국장)

• COVID-19로 인해 연기되었던 IMO 위원회 등 주요회의가 2020년 9월부터 원격으로 재개되어 선원교대 등 

현안 논의 중

• IMO 사무국은 기구운영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기조 하에, 회원국 간 효율적인 논의를 통한 관련 지침 제･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 중

11.19.(목) 세션2 및 세션3

2-1 발표 : Digital@Sea Cluster to Collaborate 

Harmonization of Maritime Digital Technology  

(홍순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해양수산부)

•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정보교환의 디지털 체계 전환, 충돌로 인한 해양사고 65% 저감, 항만효율 증가 

(연 13조↑), 선박 연료효율 개선(연 12∼13조) 등 

• 실 해역 입증ㆍ검증을 위한 클러스터 구성, 컨퍼런스 개최(유럽, 아태, 북미지역),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활성화가 필요하며, IMO･ISO 등 국제기구 간 제도 표준화도 필요

2-2 발표 : Verification & Validation Plan for an 

Autonomous Ship and its System with Sea Test Bed  

(김진 단장,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 2010년 자율운항선박 개념이 최초 소개된 이후, 국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도 

‘KASS Project’를 통해 ’20∼’25년까지 IMO Level 2･3단계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해수부･산자부 공동 

프로젝트 수행 중

•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테스트와 함께 소형 시운전 선박과 대형 상용선박을 

활용하여 실선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2-3 발표 : A Vision for a Global Maritime Digital 

Ecosystem 

(Mr. David Foo, Singapore MPA, Senior Director of Operations Technology)

•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IMO 회원국 간 해사 정보를 자유롭게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국제해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정책 수립기능을 가지고 있는 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역할이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싱가포르 해사청은 해운산업이 디지털 생태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예정

< 세션1 (Post COVID in Maritime Community) >

< 세션2 (Digitalization in Shi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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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표 : Development of Operational Technologies for 

Autonomous Ships

(하범 본부장, 한국선급 연구본부)

• 대한민국 정부는 ’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하여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단이 올해 출범. 4대 핵심기술은 △지능형 항해기술, △기관 자동화 기술, △통신시스템, △육상운용 

시스템으로 구성됨

• 원양항해 선박은 자율화 등급 Level 3, 연안선박은 Level 2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자율운항 기술시장은 2025년까지 약 1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5 발표 : Introduction of 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for MASS and Proposal Quantitative Safety 
Evaluation Method for Certification  

(Dr. Shinya Nakamura, Japan Marine Science Inc., Senior Fellow)

• ’19년 2척의 화물선에 자율운항선박용 자동충돌예방시스템을 설치하여 통항량이 많은 수역에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COLREG) “상호시계 내의 항법” 적용 가능성 실해역 시험을 실시함

• 시험결과, 자동충돌예방시스템과 경험이 충분한 선장의 실제 운항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근 선박과의 충돌위험 

분석을 통한 회피동작을 취하는 데 있어 인간의 ‘상황인식부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음

3-1 발표 : New Climate Change Regime and Global Trend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외교부)

•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한 만큼, 인간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 4차 산업은 자원사용 감소와 

에너지효율 증가와 연관되므로, 저탄소사회는 다가올 미래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가는 지구 생태계회복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의 포괄적･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는 2021년 P4G(지속가능한 비지니스모델 구축)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2030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3-2 발표 : Strategic Approach for Green Ship 
Development Consid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lagship Strategy 

(강희진 책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IMO의 친환경 규제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기업은 산업 성장과 고용유지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IMRB와 같은 글로벌 공동 R&D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산업계 니즈를 

충족하면서 연구개발 현황을 회원국간 공유할 수 있을 것임

3-3 발표 : Decarbonization Solutions for Oceangoing 

Commercial Ships

(장광필 소장, 한국조선해양 에너지기술연구소)

• 최근 해상운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선박 대체연료로 LNG가 유망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음

• 암모니아, 수소연료는 LNG에 비해 안전･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암모니아･수소는 밀도차이로 LNG 보다 큰 저장공간을 필요로 함

  이에, 당분간 대형 화물선에는 LNG 연료사용이 탈탄소화에 유효할 것으로 전망

3-4 발표 : Driving GHG emission cuts in shipping - The 
IMO Greenhouse Gas Strategy and Norwegian policies 
and actions

(Mr. Sveinung Oftedal,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Kingdom of Norway), Specialist Director)

• 현존선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단기조치는 2023년 이전 시행 가능성이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해운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 필요

• 2019년 노르웨이는 국내선박과 어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National Action Plan for Green shipping" 계획을 발표함. 또한, "GreenVoyage-2050"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IMO GHG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 세션2 (Digitalization in Shipping) >

< 세션3 (Decarbonization in Shi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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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표 : GHG Reduc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 
New Fuels and the Need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Mr. John W. Butler, World Shipping Council, President and CEO)

• IMO는 2050년까지 GHG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회원국과 

관계기관의 저탄소･무탄소 연료개발 노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

• 기술적·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연료개발을 위해서는 IMRB(국제해사연구개발위원회) 창설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6 발표 : Development of eco-friendly alternative fuel  

(Dr. Tristan Smith, UCL Energy Institute, Lecturer)

• 탈탄소화를 위한 IMO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선박 연료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 신속한 

탈탄소화 정책시행을 위해 IMO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연료의 경우 연료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대체연료 중 수소, 특히 암모니아 연료는 생산성에 있어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2030년 이후 탄소제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NG연료로의 수요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된 벙커링 인프라,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세션1 (김인현, 김대헌, J.F. 
Kenney, 김인철)

▲ 세션2 (홍순배, 김진, 하태범, 
David Foo, Shinya Nakamura)

▲ 세션3 (장영태, John Butler, 
Tr i s t a n  S m i t h ,  S ve i n u n g 
Oftedal, Kasper Søgaard, 강희
진, 장광필)

<개회사(해양수산부장관)> <축사(IMO 사무총장)>

<COVID-19 특별대담> <외국연사 발표>

< 개회식 참석자 단체사진 >

< 세션3 (Decarbonization in Shipping) >

< 질의응답 및 패널토론 장면 (1~3세션) >

2020 한국해사주간 주요 장면

제3장 2020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 제3절 2020년 한국해사주간 개최 



   2020 IMO 연간활동백서l 2020 IMO 연간활동백서58 l 59

• 국제해사기구(IMO)의 19연임 A그룹 이사국 및 조선 해운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IMO 대응 핵심인력 간 정기모임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MO 정책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자문수행이 

필수적이다.

• 이에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037호)에 의거 2018년부터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의 세부과업으로 IMO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2020년에는 IMO 정부담당자, 회의별 간사, 전문가, 고문을 대상으로 IMO 전문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IMO 회의일정 연기 및 원격개최로 인해 정기회의는 3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으며 제10, 11차 IMO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MO 회의 결과 공유      - 각 IMO회의 결과 요약 및 필요시 PPT 발표(PDF 작성)

  - 학회 IMO 관련 특별세션 운영(필요시)    - 우리나라 제출의제문서에 대한 실무적 검토 수행

  - 신규 IMO 회의 참석자 교육     - 우리나라 IMO 관련 행사 자문

  - “모의 IMO 총회” 예선 심사 위원(필요시)  

• (일시/장소) ‘20.5.27.(수) 16:00 / 화상회의

• (참석대상) IMO 회의 정부담당자, IMO 회의별 간사, 전문가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IMO 회의결과 공유 및 주요현안 논의, ’20년 연간 활동백서(PDF) 발간 계획 논의 등

• (회의 결과)

  -‘20년 IMO 전문가 위원회 위원 및 활동계획 확정

  - IMO 회의결과* 공유 및 주요 이슈 사항 공유

    * NCSR 7, SDC 7, PPR 7, SSE 7

  - ‘20년 IMO 연간활동백서 발간 방향 논의 및 협조 요청

• (일시/장소) ‘20.12.16.(수) 16:00 / 화상회의

• (참석대상) IMO 회의 정부담당자, IMO 회의별 간사, 전문가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IMO 의제검토 및 훈령마련, IMO 정부대표단 구성 및 회의 대응, 신규의제 개발 및 제안, 전문가 양성

• (회의 결과)

  - IMO 의제 검토 및 훈령 마련 : 의제개발 필요사항 식별 체계 강화

  - IMO 정부대표단 구성 회의 대응 :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책, 기술 협의체 구성, 산업계 선도 기술 제시

  - 신규의제 제안 : IMO 6년 SD 전략 방향에 따른 선제적 의제 제안 및 개발

  - 전문가 양성 : 회의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구별하여 그룹화하여 지원방안

• 2020 IMO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책자를 발간함

제4절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2020 IMO 회의별 주요결과 및 대응전략” 발간

제10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제11차 IMO 전문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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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IMO 총회’ 는 해양환경, 선박안전 등 국제해사분야의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대회로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정책, 교육, 물류 및 기타 해사 분야 사안에 대해 대학생이 참여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영어로 발표하는 경진대회이다. 2020년 6회를 맞이한 모의 

IMO 총회의 대회 개요, 본선 일정, 참가팀 및 수상자명단은 아래와 같다.

- (대회명) 2020 모의 IMO 총회(The 2020 Mock IMO Assembly)

- (일시/장소) 2020. 11. 5.(목) 09:30 ~ 17:00 /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 (내용) IMO에서 논의되는 안전, 환경, 법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의제해결능력, 발표 (영어)능력 등을 겨루는 경진대회

- (주요일정) 예선심사(37팀 중 9팀) 결과 발표(10.16)→온라인 워크숍(10.23)→본선(11.5/세종청사)

- (성과) COVID-19에도 대학생들의 적극적 참여(‘19년 31팀 → ‘20년 37팀)로 IMO에 대한 관심제고 및 해사분야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2020 모의 IMO 총회 수상 결과

구 분 팀명 학교명 발표제목 및 요약

대상
(장관상)

암페어
(AMPERE)

서울대
이준협(남)
김재민(남)

연세대
장석우(남)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OPS)” 보급상 난제 해결을 위한 
다층적IMO계획 제언

・‘선박-항만-당사국’이 공동으로 참여, 항만육상전원공급 설비에 
관한 기술개발, 기준 마련, 강제화방안 등 제시

우수상
(해양수산

연수원장상)

씨마스터 
(Seamaster)

서울대
임진우(남)

이화여대
안유민(여)
김민주(여)

펜데믹 상황하의 해상질병 안전관리 - 여객선 중심

・STCW 개정을 통한 질병상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TC 자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통제역량 강화

장려상
(해양수산
개발장상)

사랑의 
폐배터리 

(Love ReLiB)

서울대
민성일(남)

중앙대
강재영(남)
조정민(남)

폐배터리 역물류를 위한 IMDG코드의 개정방향 제언

・폐배터리를 IMDG Code의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폐배터리 
화물의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제안

특별상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이사장상)

세이프 
리사이클러즈

(Safe Recyclers)

고려대
이연주(여)
이서현(여)

한국외대
신홍규(남)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펀드 구축

・선박 폐선지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재활용선박 펀드 설립 제안

특별상
(한국해사안전
국제협력센터

이사장상)

해양
보건복지부

(Mare Salutaris)

한국해대
김성혁(남)
주효경(여)

日게이오키주쿠대
박진완(남)

“Maritime Pandemic Code” 발의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과 국제협약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주요 
협약에 일괄적용이 가능하도록 (가칭) 팬데믹 코드 제안

특별상
(한국도선사
협회장상)

피엠마스터
(PMaster)

목포해대
명수안(남)
이상윤(남)
이태윤(남)

선박 배출 미세먼지에 관한 MEPC 신규 작업 과제 제언

・선박에서 배출되는 PM(Particulate matters)에 대한 규제 도입을 
위한 MEPC 신규작업과제 제안

<축사영상(해수부장관)> <대상(장관상) 수상자>

<팀별 발표> <참여자 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단체사진>

제5절 모의 IMO 총회 개최 2020 모의 IMO 총회 주요 행사 사진

제3장 2020년 IMO 관련 국내대응활동 - 제5절 모의 IMO 총회 개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 (SEAS)」를 영국 “Taylor & Francis”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이슈에 관심있는 학자,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술지 제출 홈페이지

https://www.tandfonline.com/loi/tsea20

문의사항

이메일: seas@imkmc.or.kr

전화: 070-4923-4533

이 책자는 IMO KOREA 홈페이지(http://www.imokorea.org) IMO 

연간활동백서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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