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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KMC 활동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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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기타공지
 IMO-싱가포르, 싱글윈도우(SWiFT)프로젝트 참여촉구(CL.4391, ‘21.3.15)
▶

IMO-싱가포르는 개발도상국의 FAL협약* 준수 지원을 위해 SWiFT(Single Window** for
Facilitation of Trade)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자국 싱글윈도우 플랫폼인

digitalPORT@SG™ 구현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함
* 선박 보고 및 통관형식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전 세계 항구 간 연결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국제표준운용을 목표로 함
** 싱글윈도우 : 항만에서 선박호출 시 통관을 위해 각 당국에서 요구하던 정보를 전자데이터로 교환 및

단일창구화함으로써 여러 국적의 선박이 타국의 다양한 항만에서 원활한 수속절차 이행이 가능
▶

IMO는 관심있는 회원국에게 동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하고, 파일럿 국가참여에 관심있는 회원국은
‘21.4.30까지 회람문서에 함께 첨부된 설문조사 제출을 요함(jabril@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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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선원의 날 캠페인(Day of the Seafarer 2021)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원들은 항만 입·출항, 필수물자 공급, 선원교대 및

송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왔으며, 선원들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기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음
 한편, 기구는 2021년 선원의 날 캠페인 주제로 ‘선원들의 공정한 미래 촉구’를 선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공정한 근무 조건, 공정한 훈련, 공정한 안전 등 COVID-19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도 관련 사안들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
 현재, 수십만 명의 선원들이 계약된 기간을 초과해 여전히 선상에서 일하고 있으며,

원활하지 못한 선원교대의 어려움으로 일부 선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2021년 6월 25일 선원의 날 캠페인(Day of the Seafarer 2021) 행사는 선원들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며, 선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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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선원 15명 피랍
(출처 : Offshore Energy, ‘21.3.12)

 해상보안 전문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MT Davide B 호(몰타 국적)가 지난

11일 베냉 코토누 남쪽 213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피랍되었음
▶

동 선박에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필리핀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무장 괴한 9명이 침투하여 총 21명
중 15명의 선원이 피랍된 것으로 알려짐

 사건 발생 지점은 나이지리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남동쪽으로 9해리 떨어진 곳으로

해당 선박은 나이지리아 소속 선박호송선(SEV)을 만나기로 되어있었음
 동 수역은 연안국 경비대의 관할구역 너머 유난히 위험한 수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2020년만 하더라도 동사건 발생 지점의 반경 30해리 내에서 5건의 선박 피랍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2021년 1월 23일 최근 기니만에서 컨테이너선 ‘모차르트 호’가 피랍되어 사건 당시

선원들이 선박 내 선원대피처로 은신했으나 괴한이 쳐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선원 15명이 납치됨. 이후 선사가 피랍 선원
15명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석방되었으며, 피랍 선원들은 숲속에서 감금된 상태로
‘인질협상 결렬 시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진술함

 한편, IMO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해적퇴치를 위한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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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IALA 회원국 최초 “항로표지(ATON)를 위한 국제기구” 헌장 비준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1.3.15)

 ‘21년 3월 9일, 싱가포르는 IALA* 회원국 최초로 항로표지를 위한 국제기구 헌장**을 비준,

동 헌장은 ‘21년 3월 1일 채택되었으며, 싱가포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용 및 선박
운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협약 비준을 시행함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 1957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음. 등대, 부표 등 항로표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해 83개 항로표지 당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임
** 협약명 :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동 헌장은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ALA 기구가 현재의

비정부기구(NGO) 수준에서 정부간기구(IGO)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018년, 싱가포르는 MoU 체결을 통해 IALA World-Wide Academy*에 5년간
백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억 5천)를 지원하는 등 IALA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항로표지 및 운항과 관련된 IALA 산하의 독립적인 교육·훈련 기관임.
UNCLOS(국제해양법) 및 SOLAS 협약 등에 따른 회원국의 협약 이행이 원활하도록 교육 시행

 IALA 사무총장 Francis Zachariae는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해상 교통 부문에서 싱가포르가 지닌 경험이 IALA 기구의 발전과 국제적인 선박 운항
안전에 많은 기여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이미지 제공 : IA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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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색·구조(SAR) 분야에서의 여성 지위
(출처 : gCaptain, ‘21.3.10)

 국제구조연맹(이하 IMRF)*은 국제여성의날(3월 8일)을 맞아 '해양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이하 SAR) 분야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동 설문조사에는 총 48개국의 SAR 분야에 종사하는 1,6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참가하였으며,
여성들이 해당 분야에서 직면하는 장벽과 차별의 경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짐

* 국제구조연맹(International Maritime Rescue Federation, IMRF) : 1924년 영국에 설립되어 1985년 IMO

비정부기구(NGO) 지위를 획득함. 전 세계의 해양구조서비스를 대표하는 민간회원단체로 총 54개국의
113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음

 대다수의 참가자는 SAR 활동이 '남성의 세계'라는 인식과 간부급 여성이 극소수라는

점이 SAR 분야 내 여성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밝힘
▶

IMRF 측은 SAR 활동이 해상수색, 구조작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업무임인 만큼 차별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할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언급함

 IMRF는 본 설문 결과가 해양 SAR에서 여성의 기회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WomenInSAR 프로젝트**의 일환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이를
공유할 예정이라 밝힘
* #WomenInSAR은 해양 SAR 분야에 대한 여성 참여를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IMFR가 2019년 6월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매년 관련 보고서 및 모범사례 권장지침, IMO-IMRF 여성 SAR 합동훈련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추후 SAR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멘토링제도를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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