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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Newsflash of III 8 

 

제8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8차)가 원격으로 2022년 7월 25일에서 

2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8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

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CII)의 이행 촉진 방안 논의(의제 2) 

○ MEPC 78가 검토 요청한 사항으로 선박이 탄소집약도 지수(CII)에 따른 등급

에 맞춰 수립한 시정조치 계획을 미이행 할 경우를 PSC 절차서상 출항정지

성 결함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동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출항정지성 결함으로 포함시키지 않기

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결정사항을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보고하기

로 함 

 

2.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 제33차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152(32))에 대

한 개정안의 초안이 검토되었으며, 동 결의서는 선박의 검사, 결함사항의 식

별, 선박의 장비 및 선원에 대한 검사시의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임 

○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152(32)) 부록에 항만국통제 점검중단 관련 세부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통신작업반(CG)에서 세부 논의하기로 결정

함 

○ 동 절차서에 재점검 및 후속점검 관련 정의 및 요구조건 추가는 차기 협약

이행 전문위원회(III 9차) 작업반(WG)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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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C 검사관 입문 매뉴얼 개발 (의제 6) 

○ IMO Model Course 3.09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정이 완료될 때 까지 PSC 검사관 입문 매뉴얼 개발 논의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 IMO Model Course는 IMO에서 회원국이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사안전, 해양환경, 

항해 및 수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9는 항만국통제관 대상 교육 훈련

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임 

 

4. HSSC에 따른 최신 검사지침 및 III Code 관련 규정의 의무사항에 대한 개략적

인 목록 (의제 10 및 11) 

○ III 8차는 작업반(WG)을 통해 HSSC 검사지침 및 의무규정 목록에 관한 통

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려 하였으나 WG에서 시간 관계상 검토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을 재 개설하기로 함. 통신작업반에서는 HSSC 검사지침 

및 의무규정 목록에 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를 A.33차 채택을 위해 III 9

에 제출할 예정임 

○ HSSC 검사지침에 대한 개정 초안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예

인 및 계류를 위한 선박의 특정 정보가 본선에 제공 및 보관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한 검사 항목 추가와 IGF Code에 따라 2024년 이후 건조된 선

박의 연료 준비실 내에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검사 항목 추가 그리

고 2024년 이후 건조된 다중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대한 건현 갑판 하의 

화물창 내 수위감지기 설치에 대한 검사 항목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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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검사 지침 개발 (의제 12) 

○ 회기 중 작업반(WG)에서 원격검사 지침 개발을 위한 로드맵(Road map)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HSSC Guideline(Res.A.1156(32) 및 ISM Code의 이행에 

대한 지침(Res.A.1118(30)) 개정안에 원격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삽

입하는 개정안을 먼저 통신작업반(CG)에서 개발 후 내년 III 9에 제출하여 

2023년 A.33차에서 채택되도록 목표를 세움. 

○ 이후 원격검사, ISM Code 심사 ISPS Code 인증의 평가 및 적용에 대한 지

침 개발을 2024년까지 마치고, 추후 HSSC Guideline과 ISM Code의 이행에 

대한 개정안에 추가로 개정할 사항들은 2025년 A.34차에서 채택하기로 함. 

○ 원격검사, ISM Code 심사 ISPS Code 인증의 평가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은 

먼저 세가지 지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원격 검사 및 심사의 정의, 

전제 조건, 범위, 검사 합격 기준, 기술적 요건, 검사 및 심사 참가자들의 

자격 등)을 포함한 문서를 개발하고, 이후 3개의 원격검사, ISM Code 심사, 

ISPS Code 인증의 평가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을 각각 개발하기로 함.  

–끝- 

 

P.I.C: 

임도민 / 수석검사원 

검사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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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70 8799 8219 

E-mail: psc@krs.co.kr 

검사업무팀장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