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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제10차)을 포함한 선사 설명회 개최 알림
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325 (2019 .1 .16 . ) 관련입니다.
2. 선박소유자는「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17.12.28.시행)」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 선장 · 선박보안책임자 (SSO) ·
총괄보안책임자(CSO)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른 선사와 선원의
부담을 줄이고, 해적사고 및 국제동향 등 최신정보 공유를 통한 해적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 17년부터 총 9차에 걸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을 포함한 선사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제10차 '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 ' 을 포함한 선사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 19.8.30. (금) 14시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V I P 라운지
○ 참석대상 : 선장, 선박보안책임자, 총괄보안책임자 등
○ 협조사항
- 해군본부 및 살라마 피키라는 강사요원 지원 협조
- 한국선주협회는 설명회 준비 및 안내 등 행사진행에 협조.
○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 :00~14 :10

10분

참가자 등록

선주협회

14 :10~14 :20

10분

인사말씀

해사안전관리과장

14 :20~15 :00

40분

최신 해적사고 발생 · 국제 동향

해사안전관리과

15 :00~15 :40

40분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해사안전관리과

15 :40~16 :00

20분

휴식

16 :00~16 :40

40분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시 협조사항
및 무기 사용 기초지식

살라마 피키라

16 :40~17 :20

40분

해군의 작전 관련 협조사항

해군 본부

17 :20~17 :30

10분

당부말씀

해사안전관리과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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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한국원양산업협회장, 한국운반선협
회장, 살라마 피키라 대표이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결2019.8.23.

해사안전관리
전결
과장

협조자
시행 해사안전관리과-4771
우 30110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전화번호 044-200-5854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팩스번호 044-200-5869

/ http://www.mof.go.kr

/ goomangun@korea.kr

/ 대국민 공개

“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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