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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MSC 100 차 심의 속보 
 
 

2018 년 12 월 3 일부터 7 일까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본부에서 개최된 제 100 차 

해상안전위원회（MSC 100 차）의 심의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본 속보는 ClassNK 출석자로부터의 비공식적 정보 및 회의장에서 배포된 Working Paper 를 

바탕으로 속보성을 중시해서 작성되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채택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강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PS 코드의 개정 

기존의 SPS 코드(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특수목적선코드)와 관련된 결의 및 

개정(MSC/Circ.739, 결의MSC.183(79), 결의MSC.439(99)) 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SPS코드의 개정 

【적용】 2020 년 1 월 1 일 이후에 적용 

 

2. 승인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아래의 개정안은 2019 년 6 월에 개최되는 MSC 101 차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1) IBC 코드의 개정 

유해 액체 물질의 운송 요건 재검토 등을 위한, IBC 코드 17, 18, 19 장 및 21 장 등의 개정. 

(2) IGF 코드의 개정 

연료 탱크의 배치 대체, 액화가스 연료탱크의 Loading limit, 연료 파이프, 피스톤형 내연기관 및 

방화에 관한 개정. 

(3) LSA 코드의 개정 

화물선에 탑재되는 Survival craft 로 사용하지 않는 Rescue boat 에 있어서, 의장품 등을 만재한 

상태에서 중량이 700kg 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조건 하에서 Boat 에서의 Stored mechanical 

power 을 대신해 한 사람에 의한 Manual hoisting 및 Turning out 에 의한 진수를 인정하는 동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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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의 개정 

2 개의 독립된 추진장치를 가지는 Lifeboat 에 있어서 Buoyant oars 등의 의장품을 생략할 수 있는 

취지의 동코드 4.4.8.1 의 개정. 또 잠정조치로서 하기 3.(2)의 통일 해석(Unified Interpretation)을 

승인 

(4) FSS 코드의 개정 

Inert Gas System 의 설계에 관해 'forward of' 의 표기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ownstream of' 의 표기로 수정하는 FSS 코드 15 장의 개정. 또한 잠정조치로서 하기의 3.(1)과 

같이 MSC.1/Circ.1582 에서 정하는 통일 해석 (Unified Interpretation)의 개정을 발행. 

(5) SOLAS 증서의 Forms C, E 및 P 의 개정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Safety Certificate(Form P, C) 및 화물선에 대한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Form E) 양식 중 Item 8.1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에서 Rudder 

angle, 프로펠러 회전수, 추력, 피치 및 조작 모드 표시기' 에 관해 탑재되지 않은 설비의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개정. 

 

3. 통일 해석 (Unified Interpretation) 및 가이드라인의 승인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통일 해석,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SS 코드 15 장의 통일해석(MSC.1/Circ.1582)의 개정 

상기 2.(4)의 FSS 코드 개정과 관련하여 코드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그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효해지도록 하기 위한 통일 해석의 개정. 

(2) LSA 코드 4.4.8.1 에서 요구되는 Lifeboat 의 의장품에 관한 통일해석 

상기 2.(3)의 LSA 코드 개정과 관련, 코드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그 개정내용이 

실질적으로 유효해지도록 하기 위한 통일해석의 개정 

(3) Ro-Ro 구역의 Fixed water-based fire-fighting system 에 관한 가이드라인(MSC.1/Circ.1430)의 개정 

Ro-Ro 구역의 Fixed water-based fire-fighting system 에 관한 가이드라인(MSC.1/Circ.1430)에서 

Deluge (simultaneous watering) systems 의 제어장소의 명확화 및 Sprinkler Head/Nozzle 의 

설계요건에 관한 개정. 

(4)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강 적용에 관한 잠정 가이드라인 

액화 천연가스를 화물 탱크나 연료 탱크로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망간 오스테나이트강에 

대해서, 그 재료 특성이나 재료 시험 등의 요건을 정한 잠정 가이드 라인. 

 
4. GBS (Goal-Based Standard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new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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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조약 II-1 장 3-10 규칙에 규정되는 GBS(Goal-Based Standard)에 의하여, 2016 년 7 월 1 일 

이후에 건조 계약이 이루어지는 배의 길이가 150m 이상인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은 GBS 의 기능 

요건을 만족하는 선급 협회 규칙대로 설계, 건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GBS 에서는 각 선급 협회의 

규칙이 GBS의 기능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합 감사가 요구되고 있고, GBS적합 검증 

가이드라인 (결의 MSC.296(87))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IMO 에 의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IACS 멤버의 각 선급규칙의 개정에 대한 적합유지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IACS 의 

시정조치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동규칙이 GBS 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회의에서 승인된 GBS 적합 검증 가이드 라인의 개정안에 대해 최종화를 위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결과, RO가 제삼자의 규칙을 사용해 GBS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취급등이 담긴 

동가이드 라인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5. 자율화 선박에 관한 요건의 검토 

선박 자율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화 선박에 적용해야 할 조약 요건에 대해 

MSC 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통신그룹(Correspondence Group)에 의한 검토 결과의 보고에 근거해, 자율화 선박에 

관련되는 IMO 의 제반 규제의 논점 정리(Regulatory Scoping Exercise, 이하 RSE)의 실시 방법의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 각 조약이나 장 마다 RSE 를 실시할 책임국가를 결정해 2019 년 

9 월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중간 회의를 목표로 첫번째 단계(검토해야 할 요건의 명확화)의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또, 자율화 선박의 트라이얼에 관한 잠정 가이드 라인의 검토가 개시되었습니다.  

 

6. 저유황 연료유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농도 0.50% 규제를 계기로 MARPOL뿐만 

아니라 SOLAS 에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연료유 안전상의 문제에 관한 검토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SOLAS 에 연료유 안전성에 관한 요건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합의되었고 MARPOL 의 

요건도 고려하여 요건의 재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방식에 의한 안전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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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사협회 부산 사무소는 국제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Disclaimer  

ClassNK does not provide any warranty or assurance in respect of this document. 
ClassNK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2. Copyright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pyright and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tents in this document are vested in and shall remain vested 
in ClassNK.  

본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부산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반재단 일본해사협회(ClassNK) 

부산사무소 도면승인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19 CJ 대한통운빌딩 9층 

Tel.: 051-462-8221~3 
Fax: 051-462-6022 
E-mail: ps_plan@classnk.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