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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MSC 101 차 심의 속보 
 
 

2019 년 6 월 5 일부터 14 일까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본부에서 개최된 제 101 차 

해상안전위원회（M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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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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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에 관해 탑재되지 않은 설비의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개정. 

【적용】 2024 년 1 월 1 일 발효 

(2) FSS 코드의 개정 

Inert Gas System 의 설계에 대한 요건과 관련 'forward of' 의 표기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ownstream of' 의 표기로 수정하는 FSS 코드 15 장의 개정.  

【적용】 2024 년 1 월 1 일 발효 

(3) IGF 코드의 개정 

연료 탱크의 배치 대체, 액화가스 연료탱크의 Loading limit, 연료 파이프, 피스톤형 내연기관 및 
방화에 관한 개정. 

【적용】 2024 년 1 월 1 일 발효 

(4) LSA 코드의 개정 

2 건의 LSA 코드의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개의 독립된 추진 장치를 가진 Lifeboat 에서 Buoyant oars 등의 의장품을 생략할 수 있는 
취지의 동 코드 4.4.8.1 의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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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3 의 개정 

【적용】 2024 년 1 월 1 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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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BC 코드의 개정 

유해 액체 물질의 운송 요건 재검토 등을 위한, IBC 코드 15 장부터 19 장 및 21 장 등의 개정. 

【적용】 2021 년 1 월 1 일 발효 

(6) IMSBC 코드의 개정 

신규 Cargo 의 추가를 포함한 IMSBC 코드의 제 5 차 개정. 

【적용】 2021 년 1 월 1 일 발효 

(7) 2011 ESP 코드의 개정 

IACS 의 통일 규칙(UR) Z10 시리즈와의 일치와 강제 적용되는 요건의 표기 변경 등을 위한 2011 
ESP 코드의 개정. 

【적용】 2021 년 1 월 1 일 발효 
 
2. 승인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주요 강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개정안은 2020 년 6 월에 개최되는 
MSC 102 차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1) Mooring 설비에 관한 SOLAS 조약 II-1/3-8 의 개정 

아래 3.(9)의 안전한 Mooring 설비의 설계 및 설비의 선정에 관한 새 가이드 라인, Mooring line 을 
포함한 Mooring 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새 가이드 라인이 승인되면서 이를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는 SOLAS 조약 II-1/3-8 의 개정. 

(2) 수밀성(Watertight Integrity)에 관한 요건 일치를 위한 SOLAS 조약 II-1/B-1 부터 B-4 까지의 개정 

SOLAS 조약 II-1/B-1 부터 B-4 까지에서 수밀성에 관한 요건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 

(3) IGF 코드의 개정 

3 건의 IGF 코드의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7.1.1 에서 탱크 Cofferdam 을 Pressure relief system 의 요구 범위에서 삭제. 

2. 연료조정실(Fuel preparation room) 에 대한 Fixed fire-extinguishing system 을 요구하기 위한 11.8 의 
신규 추가. 

3. 알루미늄 합금제 이외의 용접 모재의 인장 시험에 관한 16.3.3.5.1 의 수정. 

(4) IGC 코드의 개정 

위 2.(3).3 에 기재되어 있는 IGF 코드 개정에 맞추어 알루미늄 합금제 이외의 용접 모재의 인장 
시험에 관한 IGC 코드 6.5.3.5.1 의 수정. 

 
3. 통일 해석 (Unified Interpretation) 및 가이드라인의 승인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통일 해석,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IACS 통일 해석 (UI)은 IACS 홈페이지 (http://www.iacs.org.uk/) 에서 공개 하고 있습니다 

(1) Ro-Ro 및 차량 구역의 Ventilation system 의 Opening 을 고려하는 요건에 관한 통일 
해석(MSC.1/Circ.1535, MSC.1/Circ.1537, MSC.1/Circ.1539)의 개정 

LL 조약, 2008 IS 코드 및 SOLAS 조약에서 요구되는 각종 계산에서 Closed 된 Ro-Ro 및 차량 구역의 
Ventilation system 의 opening 을 고려하는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해석(MSC.1/Circ.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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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1/Circ.1537, MSC.1/Circ.1539)의 개정. 

(2) 2008 IS 코드의 통일 해석 

2008 IS 코드 Part B 3.4.2.3 에서 Tanker 의 열대 만재 흘수선 계산을 위한 Assumed loading conditions 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석. 

(3) 여객선의 Liquid level monitoring systems 에 관한 통일해석 

여객선의 침수 경보 장치(Flooding detection system)을 대신하여 탱크에 Liquid level monitoring systems 
를 갖춘 경우도 침수 경보 장치와 마찬가지로 SOLAS 조약 II-2 장 21.4.13 에 있는 Safe Return to Port 
(SRtP)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취지의 해석. 

(4) SOLAS 조약 II-2 장의 통일 해석 

3 건의 SOLAS 조약 II-2 장 관련 통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GCS 등에 제공되는 요소 또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 탱크가 독립된 구역에 설치될 경우 방열 
보전성(Fire integrity )을 명확히 하기 위한 9.2 의 해석. 

2. 9.7.5 에서 Galley 의 배기 덕트에 Fixed gas fire-extinguishing systems 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해석. 

3. Two-way portable radiotelephone apparatus for fire-fighter's communication 의 explosion proof 와 
intrinsically safe 의 상세사항을 규정하는 10.10.4 의 해석. 

(5) SOLAS 조약 III 장의 통일 해석 

2 건의 SOLAS 조약 III 장 관련 통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 년마다 실시하는 Lifeboat, Rescue Boat 와 Boat 의 Launching appliance 와 Release gear 의 
Overhaul 과 Operation test 에 검사원의 입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20.11 의 
해석.(관련 IACS UI SC144) 

2. II-1/3-9 에서 요구되는 Light 및 Lifeline 을 갖춘 Lifebuoy 를 III/22.1.1 및 III/32.1.1 에서 요구되는 
Lifebuoy 의 최소 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해석. 

(6) IGC 코드의 통일 해석 

SSE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2 건의 IGC 코드의 관련 통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3.6 에서 요구되는 화물 구역에서의 Water-spray system 의 pipe, 밸브, 노즐 기타 fitting 에 대한 
design temperature 요건의 적용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화물 구역을 명확화하기 위한 해석. 

2. 11.4.8 에서 요구되는 Dry chemical powder fire-extinguishing system 의 onboard discharge test 에서 
충분한 양의 Dry chemical powder 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석. 

CCC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4 건의 IGC 코드의 관련 통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체 구조를 보호하는 Heating system 의 redundancy 의 요건에 대해서, 주요 Heating system 의 
이중화 (Duplic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화한 4.19.1.6 의 해석.(IACS UI GC23) 

2. 밸브의 Shell 또는 Seat 의 Tightness 에 기여하지 않는 Emergency shutdown valve 의 재료는 
Melting temperature 요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명확화 하는 5.13.1.1.4 의 해석.(IACS UI 
GC24) 

3. 선수부, 선미부에 설치되는 추가의 Liferaft 라도 화물 구역에 접하고 있는 경우는 Water-spray 
system 에 의해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명확화한 11.3.1 의 해석.(IACS UI G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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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ter spray pump 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호가 요구되는 탱크들에 대해서      
" two complete athwartship tank groupings " 을 명확화하는 11.3.3 의 해석.(IACS UI GC22) 

(7) SOLAS 조약 II-1/28, II-1/29 and II-1/30 의 통일 해석 

Azimuth thrusters 등의 최신 복합적인 추진ꞏ조타 시스템을 고려한 추진ꞏ조타 관련 II-1/28, 29 및 30 의 
해석.(관련 IACS UI SC242) 

(8) IGF 코드의 통일 해석 

4 건의 IGF 코드의 관련 통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 탱크의 Connection 로부터의 유출에 따른 강재를 보호하기 위한 Drip trays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6.3.10 의 해석 (IACS UI GF2) 

2. Dual-fuel 엔진 및 가스 엔진의 흡기 밸브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면 12.5 에 예시된 
Hazardous area 의 대안로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12.4 및 12.5 의 해석. 

3. 연료 저장 홀드 스페이스에 대한 Hazardous area 의 분류를 명확화하는 12.5.2.1 의 해석.(IACS UI 
GF14) 

4. Ventilation system 의 가시 가청 경보 장치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15.10.1 의 
해석.(IACS UI GF15) 

(9) Mooring 설비에 관한 2 건의 신규 가이드 라인 및 1 건의 Guidance(MSC.1/Circ.1175)의 개정 

Mooring 설비에 관하여 아래의 3 건이 승인 되었습니다. 

1. 안전한 Mooring 설비 의 설계 및 설비의 선정에 관한 신규 가이드 라인 

2. Mooring line 포함 Mooring 설비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신규 가이드 라인 

3. Towing 설비 및 Mooring 설비의 Guidance (MSC.1/Circ.1175)의 개정. 

(10)  SOLAS 조약 II-1 장 및 III 장의 대체 설계 및 배치에 관한 가이드 라인(MSC.1/Circ.1212)의 개정 

SOLAS 조약 III 장의 목표, 기능 요건, 기대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SOLAS 조약 II-1 장 및 III 장의 
대체 설계 및 배치에 관한 가이드 라인(MSC.1/Circ.1212)의 개정. 

(11)  Lifeboat systems 의 조작 및 유지 보수 매뉴얼 작성의 가이드 라인(MSC.1/Circ.1205)의 개정 

탈출 경로 표지 및 방화 설비의 위치 표시에 관한 총회 결의 A.1116(30)을 참조하기 위한 Lifeboat 
systems 의 조작 및 유지 보수 매뉴얼 작성의 가이드 라인(MSC.1/Circ.1205)의 개정. 

(12) 총회 결의 A.658(16)의 개정 

LSA 코드 1.2.2.7 에서 참조된 총회 결의 A.658(16)에서 Carbon arc type 뿐 아니라 Xenon arc type 의 
Retro-reflective material 의 촉진 내후 시험기도 인정하고 또한 관련 ISO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결의 
개정 

(13) 개정 IGC 코드 19 장의 화물 운송에 관한 MSC Circular 

1986 년 7 월 1 일부터 2016 년 7 월 1 일 이전에 건조 된 선박이 개정 IGC 코드 (결의 MSC.370(93)) 
19 장 Cargo list 의 Cargo 를 운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GC 증서의 addendum 의 예시가 
소개되어진 MSC Circular 

(14)  MSC.1 / Circ.1395 / Rev.3 의 Fixed gas fire-extinguishing system 의 면제 대상화물의 갱신. 

상기 1. (6)의 IMSBC 코드 개정에 관련하여 Fixed gas fire-extinguishing system 의 면제 대상화물을 
갱신하기 위한 MSC.1 / Circ.1395 / Rev.3 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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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극지방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 및 통신 기기에 관한 Guidance 

Module A(극지방 해역의 환경 조건을 고려한 일반 사항) 및 Module B(특정 통신 기기에 대한 사항) 
2 부로 구성된 극지방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 및 통신 기기에 관한 Guidance. 

(16)  극지방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구명 설비에 관한 임시 가이드라인 

식료품 공급량 등이 규정된, 극지방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구명 설비에 관한 잠정 가이드 라인. 

(17)  신조 및 기존 Ro-Ro 여객선 Ro-Ro 구역 및 특수 분류 구역에서의 화재 사고 억제를 위한 임시 
가이드 라인 

아래의 5 항목으로 구성된 신조 및 기존 Ro-Ro 여객선 Ro-Ro 구역 및 특수 분류 구역에서의 화재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가이드 라인. 

1. PREVENTION/IGNITION 

2. DETECTION AND DECISION 

3. EXTINGUISHMENT 

4. CONTAINMENT 

5. INTEGRITY OF LIFE-SAVING APPLIANCES AND EVACUATION 
 

4. 자동 운항 선박에 대한 규칙 검토 

선박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 운항 선박에 적용해야 할 조약 요건에 대해 
MSC 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자동 운항 선박에 관한 IMO 의 제반 규제의 논점 
정리(Regulatory Scoping Exercise, 이하 RSE)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각 조약이나 장마다 실시된 RSE 의 첫 
단계(검토해야 할 요건의 검출)의 작업의 진척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RSE 의 작업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2020 년 5 월에 개최되는 MSC 102 차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 자동 운항 선박을 개발할 때의 Trial 에 관한 잠정 가이드 라인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자동 운항 선박 관련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시험적으로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방침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 연료유 사용에 대한 안전성 강화 검토 

202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0% 규제를 계기로 MARPOL 뿐 아니라 
SOLAS 에서도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료의 안전상의 문제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SC 101 차 심의 결과의 잠정적인 대책으로, 인화점 60 도 미만의 연료유가 선박에 공급된 사례 등을 
기국 정부가 IMO 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MSC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2021 년에 개최되는 MSC 104 차에서 최종화를 목표로, 연료의 사용에 있어서의 선박의 안전성 강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향후는 본 실행 계획에 따라 관련의 강제 요건 
작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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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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