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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MSC 102차 심의 속보 

 
 

2020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IMO 제 102차 해상안전위원회 （MSC 102차）의 
심의개요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의 COVID-19 감염확대의 영향에 따라 본회의는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가 아닌 원격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본 속보는 ClassNK 출석자로부터의 비공식적 정보 및 회의장에서 배포된 Working 

Paper를 바탕으로 속보성을 중시해서 작성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채택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강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ooring설비에 관한 SOLAS조약의 개정 

MSC 101 에서 안전한 Mooring 설비의 설계 및 장치의 선정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 Mooring 
line 을 포함한 Mooring 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승인되면서 이를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는 SOLAS조약 II-1/3-8의 개정. 

【적용】2024년 1월 1일 발효 

(2) 수밀성(Watertight Integrity)에 관한 요건 일치를 위한 SOLAS조약의 개정 

SOLAS 조약 II-1/B-1 부터 B-4 에서 수밀성에 관한 요건을 일치하기 위한 개정. SOLAS II-1 장 12 
규칙 개정의 조기적용에 관한 하기 3.(5) 참조. 

【적용】2024년 1월 1일 발효 

(3) IGF 코드의 개정 

하기 3건의 IGF코드의 개정. 

1. 6.7.1.1에서 탱크 Cofferdam을 Pressure relief system의 요구 대상 구역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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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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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2024년 1월 1일 발효 

(4) IGC 코드의 개정 

상기 1.(3)에 기재되어 있는 IGF 코드 개정에 맞추어 알루미늄 합금재 이외의 용접 모재의 
인장시험에 관한 IGC 코드 6.5.3.5.1의 개정. 

【적용】2024년 1월 1일 발효 
  

Busan Office 
Vol.2020-01   (13 Nov. 2020) 



2/3 

(5) IMDG 코드의 개정 

UN에 의한 2년 주기의 “위험물 수송에 대한 권고”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개정에 따른 제 40차 IMDG 코드 개정. 

【적용】 2022년 1월 1일 발효（단, 주관청 판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 가능） 
 
2. 승인된 조약 및 관련 코드의 주요 개정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주요 강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개정안은 2021 년 5 월에 개최 되는 
MSC 103차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1) SOLAS조약 III장 LSA 코드 및 결의 MSC.81(70)의 개정 

자유강하식 구명정(Free-fall lifeboats)에 요구되는 Calm water 에서의 5 노트 진수시험 요건을 삭제 
하기 위한 SOLAS 조약 III/33, LSA 코드 및 “Revised recommendation on testing of life-saving 
appliances”（결의 MSC.81(70)）의 개정. 

(2) 2011 ESP 코드 개정 

Double Hull Oil Tanker의 첫번째 Renewal 검사의 두께 계측 요건에 관한 2011 ESP 코드의 개정. 

(3) 화물선의 Watertight door에 관한 LL조약, IBC코드, IGC 코드 개정. 

화물선의 Watertight door에 관한 LL조약 27(13)(a), 및 관련된 IBC코드, IGC 코드의 개정. 

(4) FSS 코드 9장의 개정 

화물선 및 여객선의 캐빈 발코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화재탐지기를 갖춘 경우의 
고장분리(fault isolation) 요건에 관한 FSS코드 9장의 개정. 

 
3. 통일 해석 (Unified Interpretation) 등의 승인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통일 해석, 가이드라인 및 가이던스등 중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IACS통일 해석 (UI)은 IACS 홈페이지 (http://www.iacs.org.uk/) 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1) IGC 코드의 통일 해석 

하나의 예로서 IGC 코드의 4.20.1.2 에 관한 T-Joint 가 type A 또는 type B 독립형 탱크에도 
인정된다는 것과 본항목이 type C bi-lobe 독립형 탱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비롯하여 IGC 코드의 
통일적인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IGC 코드 요건의 해석. (IACS UI GC20, GC21, GC22, 
GC25, GC26, GC27, GC28, GC29) 또한 IGC 코드 5.4.4및 5.13.2.4를 참조하는 가스연료관장치 바깥쪽 
덕트에 관한 해석은 화물· 컨테이너 운송 소위원회(CCC)에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함. 

(2) IMDG 코드의 통일 해석 

"life-saving appliances"의 문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IMDG코드 7.1.4.4.2의 해석. 

(3) SOLAS조약 II-2장의 통일 해석 

SOLAS조약 II-2/9.2.2.3.2.2(9) 에서의 "Isolated pantries containing no cooking appliances in accommodation 
spaces"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해석. 

(4)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의 잠정 가이드라인 

Dead Ship Condition, 과도한 복원가속도, 순수복원성 손실, Parametric roll 및 Surf-riding/Broaching 의 
5 가지 현상에 대하여 파랑 중에 항해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한 2 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을 규정한 잠정 가이드라인. 

  

http://www.iacs.org.uk/)%20%EC%97%90%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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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LAS II-1장 12규칙 개정의 조기 적용의 Circular 

상기 1.(2)에 관련하여 collision bulkhead 에 부착되는 격벽 밸브의 요건을 규정한 SOLAS 
II-1장 12.6.1및 12.6.2개정의 조기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Circular. 

(6) CSS 코드의 개정 

Weather-dependent lashing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CSS 코드의 개정.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 
(MSC.1/Circ.1353/Rev.1 및 결의 A.581(14)) 및 2011 TDC 코드도 함께 개정. 

 
4. 화물창에 대한 수위검지기(Water level detectors)의 설치  

2015 년 ro-ro 화물선 El Faro 호의 침몰 사고로 인하여 Bulk Carrier 를 제외한 복수의 화물창이 있는 
화물선에 수위검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SOLAS 조약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박설계· 
건조소위원회(SDC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SOLAS 조약 개정안이 MSC에 상정되었습니다. 

MSC 102 차에서는 Bulk Carrier 와 Tanker 이외의 선박으로 여러 개의 화물창이 있는 선박의 
건현갑판보다 아래쪽의 화물창에 대하여 수위검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SOLAS 협약 개정안이 승인 
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양화설비(Lifting appliance)의 검사요건 

현행 조약상에서는 양화설비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고, 기국 정부 혹은 기항국 정부의 요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화설비에 대한 검사, 보수요건을 책정하기 위한 작업이 선박설비 
소위원회(SSE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0 년 3 월에 개최된 SSE 7 에서 양화 설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고 Anchor handling winches 관련 및 양화설비 관련 2 건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SOLAS 조약 II-1장 개정안이 최종화 되었습니다. 

MSC 102차에서는 SOLAS 조약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제한 하중 1,000kg 이상의 양화 
설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SSE 8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안이 최종화 되면, 이후의 MSC에서 가이드라인 
안의 승인과 함께 본 SOLAS 조약 개정이 채택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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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Tel.: 051-462-8221~3 
Fax: 051-462-6022 
E-mail: ps_plan@classnk.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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