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악화되고있는 전세계적인 도전들에 직면하여 유엔은 우리
의 세계를 보다

훌륭한 세계로 개조하기 위하여 17개항목의 지속

개발목표들을 수립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과 해상환경보
호를 책임진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지속개발목표달성사업에 이바지
하여야 할 깊은 사명감을 지니고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이러한 기구의 사명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2017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를

《배와 항, 사람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여》로 정하면서 해상수송의 편리화와 증가되는 효률, 항해안
전, 해상환경보호, 해상안보를 비롯한 광범한 문제들을 취급하는 해사전략을 작성 및 리행하는 사업
에서 기구 성원국들을 힘껏 도울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체 106(2017)년 9월 28일 국가해사감독국의 주최로 설명회 《배와 항, 사람들사이의 련계를 강
화하여》가 진행되였다.
Against a background of increasingly complex global challenges,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together,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our world into a better place for us all. As a United Nations agenc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a strong commitment to helping achieve the aims of the SDGs.
To highlight this potential, IMO set the theme for this year’s World Maritime Day as "Connecting
Ships, Ports and People" in order to assist its Member Stat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aritime strategies that address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facilitation of maritime
transport,

and

increasing

efficiency,

navigational safety,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time security.
On 28 September Juche 106 (2017), the
National Maritime Presentations under the
theme of "Connecting Ships, Ports and People"
were held in Pyongyang sponsored by the
Maritime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

설명회에는 륙해운성의 항무
일군들과 조선선급협회의 일군들,
배운영단위의

선원관리일군들과

련관 교육기관들의 선원교육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세계해사의

날에 즈음한

국제해사기구

회람편지

3710호가 소개되였으며 이어 《2017년 세계해사의 날을 맞으며》, 《유엔
이 내세운 지속개발목표와 국제해사기구의 전략적방향사이의 호상관계》,

《최근시기 주목되고있는

국제해사기구 회의들》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올해 세계해사의 날 주제와 그가 내세우고있는 주요목표들에

대하여 해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올해 국가해사감독국의 주관하에 진행된 다양한 해사활동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유
엔의 지속개발목표와 국제해사기구의 전략적방향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해
상안전위원회 제98차회의와 해상환경보호위원회 제71차회의, 편리화위원회 제41차회의, 기술협력위
원회 제67차회의들에서 해상수송의 편리화와 항해안전, 해상환경보호, 해상안보기준의 제고와 관련
하여 토의대책된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리행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개괄하였다.
끝으로 설명회참가자들은 2017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남포항에서 국가해사
감독국의 주관하에 진행되였던 활동들을 담은 다매체편집물 《남포항에서 해사실무협의회 진행》을
시청하였다.
Representatives from several entities concerned were invited here including por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Transport, officials from the Korea Classification Society,
seafaring officials from shipping companies and seafarers instructors from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The Presentations saw the introduction of IMO’s circular letter No.3710 on the theme of the
World Maritime Day 2017 followed by various presentations titled The World Maritime Day 2017,
The Relations between UN’s SDGs and IMO’s SDs (Strategic Directions), The IMO Meetings to be
Noted Recently, etc. The presenters explained the theme of this year’s World Maritime Day and the
key objectives thereof and reported the various maritime activities conducted by MA up to date
under that theme. They gave analysis to the relations between UN’s SDGs and IMO’s SDs as well
as to the measures considered and adopted at IMO meetings including the 98 th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71st sess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41 st
session of the Facilitation Committee and 67th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with a view to raising safety, environment and
security standards and introduced a summary of
the national actions to be taken to implement them.
The Presentations were rounded off with the
video, The Maritime Consultative Meeting in the
Nampho Port, showing the activities that had been
conducted

at

the

Nampho

Port

coordination of MA in August this year.

under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