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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as New ice Young ice Old ice First year ice 

• Frazil ice 

• Grease ice  

• Slush 

•  Shuga 

• Dark nilas  

• Light nilas  

• Ice rind 

• Grey ice 

•  Grey white ice • Thin first year ice 

• Medium first year ice 

• Thick first year ice  

• Residual first year ice 

• Second year ice 

빙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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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zil ice, Grease ice, Slush, Shuga 

Nilas 

New ice 

Young ice 

First year ice 

Old ice 

up to 10 cm  

10-30 cm  

thickness 

30 cm - 2 m  

up to 3m or more  

Dark nilas, Light nilas, ice rind 

Grey ice(10~15cm) 

 Grey white ice(15~30cm) 

Thin first year ice (30~70cm) 

Medium first year ice(70~130cm) 

Thick first year ice (>120cm) 

Residual first year ice(30~180cm) 

Second year ice(>250cm) 

Classification based on age 

빙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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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 Wikipedia 

Significant factor : winds, currents and air temperature fluctuations 

shear 

zone 
 marginal 

ice zone 

central 

pack zone 
floe size 20~100m 

General features an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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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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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개발 필요성 

 

극지 해역 해빙 속도의 변화에 따른 선박운항 증가 예상 

운항선박의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사고 발생할 잠재적인 가능

성이 증대 

극지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 개발 필요성 증대 

 

남극조약 자문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27차, '04. 5)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개정 후 

남극에서도 적용 요청. 

DE ‘53 (‘10. 2)   

 “극지운항선박 코드 개발”이라는 새로운 논의 과제에 대하여 DE전문위원회 차원의 작업 프로그램

을 제안함.  

 DE ‘54 (‘10. 10) 

 GBS(Goal based standard)  방식의 Polar code 개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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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MO Guideline 발표   
• 산재되어 있던 국가규정 및 선급규칙 틀에서 개발(FSICR, CASPPR,RMRS, etc.) 

• 그린랜드쪽에서는 북위 67°03‘9“ 이상,베링해 쪽에서는 북위 60° 이상 

      선박의 설계, 운용 등의 안내지침을 제공 

• 일반, 건조, 설비 및 선박운용, 환경보호 및 선박손상, 비교기준 제시 

 

‘04 
ATCM(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남극에서도 적용 할 수 있도록 요청 

 

‘09  
적용해역을 “북극 빙해역”에서 “극지해역”으로 확대결정 (2009) 

IMO MSC에서 “극지운항” 강제 코드 개발 결정 

 

‘10 ~‘14 
 IMO DE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제출문서 검토) 

 IMO SDC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제출문서 검토) 

 

15’ 
Polar Code 개발 완료 목표 

IMO Guideline(02’) 

History(POLAR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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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  

1990년대 초  

‘93, IMO  OWG구성 
(Outside Working Group)  

2000년대 초 

‘02, IMO Guideline 제정 
(극지방 선박운항 코드 지침) 

2000년대 후 

‘96, IACS 임시 OWG구성 
(캐나다,핀란드, 비회원국기술자 구성) 

‘06, IACS UR-Ice 제정 
(국제선급연합회 규정 ) 

IMO Years 

2010년대 초 

‘09, Code 개발 결정 
IMO 의 MSC 위원회 

‘15,  Polar Code 완료 
  ’17 발표 예정 

IACS 

‘90, 독일, 러시아 제안 

History(POLAR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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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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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및 스웨덴 정부가 동절기에 양국내 항구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쇄빙선 지원과 이 경우 

해빙의 상태에 따라 쇄빙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치수 및 대빙 등급에 관하여 정의 

얼음에 부딪히는 저항에 따른 대빙구조에 대한 설계 및 장치 요건을 규정 

일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요구 규정에 대빙구조 요구 규정을  추가 적용 

선체에서 빙하중을 받는 선박의 대빙구역(ice belt)에 대한 특별 보강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 

 

 

FSICR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 

발틱해의 북쪽해역을 항해하고자 하는 선박에 적용 

2002년 핀란드-스웨덴 해사국이 공동작업반 구성하여 개정 

가장 적용 실적이 많으며, 이에 따라 가장 신뢰성 있는 규칙 

대부분의 선급에서 동 규칙을 인용하여 사용 

쇄빙선의 무지원 항해, Heavy ice jamming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음 

국가별 극지방운항 선박코드 규정 

적용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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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PR(Canadian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 

캐나다 북극해를 항해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 및 해상오염방지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캐나다 정부 규정) 

FSICR 과 유사한 대빙 등급 제시(기술 축적 많음) 

IMO Guide 및 Polar code개발에 가장 적극적임 

 

RMRS(Russia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북극권에서 가장 많은 영해를 차지하며, 러시아 북극해를 항해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항해 및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러시
아 정부 규정) 

쇄빙선(Arc4~Arc9등급)과 일반 빙해선박(Ice1~Ice3) 모두 포함한 규칙
제정 

대빙 등급 제시(기술 축적 많음) 

정치적 특성상  선급규칙이 실제 국가 규정(러시아 북극항로 항해규정
( 총 12장))의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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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극지방운항 선박코드 규정 



 

러시아  북극항로 항해규정 

1990년 제정, (총 12장, 짧은 내용이지만, 북극해 선박운항에 영향력이 큼) 

대상항로는노바야지물야(Novaya Zemlya) 해협서쪽입구의 서쪽경계의 최극서점인 미스젤
라니에(MysZhelaniye)로부터 자오선을 따라북쪽으로베링(Bering) 해협의 동쪽끝지점(북동
항로 대부분이 포함)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소속국가와 관계없음) 

북극항로관리조직(러시아해굮성북해로행정국) 및 해양운행본부(무르만스크해운회사, 극동해운회사) 지정 

선박운항조정 및 선박운항자 또는선장이 해양운행본부에 운항형태 및 기간을 신청 

    (환경오염에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보증서 선내비치 의무화) 

선장 및 대리인은 빙해선박 운행에 관한 경험을 요구 및 당국 검사명시 

특정항로에서는 쇄빙선의 에스코트 및 Ice pilot 승선강제화 

현행 법위반시 퇴항 명령가능 

 

 

북극해 항로에 관한 러시아의 기본법제에 근거한 북극항로 운항규칙은 국제사회와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에도 논란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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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극지방운항 선박코드 규정 



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Polar Class 선박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 통일 규칙 발표(’06년) 

빙해역을 운항하는 강구조 선박에 적용(단 쇄빙선은 제외) 

극지등급은 빙 종류 및 선박의 운항 계절(7개 등급 구분:PC1~PC7)에 따라 구분 

극지등급과 연계하여 선체지역을 구분(구조강도 요건을 정의)    

IACS 규칙 

I-1 : 극지 등급  

• 극지 등급의 종류와 적용 요건; 보강구역 설정; 복원성 및 수밀
성 규정 추가하여, 극지 항해 손상 비손상 복원성의 요구조건 
정의 

I-2 : 선박의 구조강도 

• 구조 설계를 위한 선체 지역구분, 빙하중, 구조칫수 제시 

I-3 : 기관요건  

• 주 추진장치, 비상 및 중요장치의 적용 요건 제시: 
Winterization 제시 

IACS 보강구역별 등급 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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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선박운항 코드 개발 배경 

CASPPR FSICR 
(Baltic rules) 

RMRS Rule 

Harmonization 

IMO  Guideline(‘02) 
IACS 

 Polar Class Rule(‘06) 

IMO Polar Code 
(2015?) 

GB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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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개발 

20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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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개발 과정 

독일 

•GBS기반 

캐나다 

•남극 및 러시아 
조약,해양환경보호 
•평형수관리 
•선원의 훈련 

FOEI, IUCN Greenpeace, 
IFQW, WWF 

•해양환경보호 
•해양소음, 충돌 
•사고위험 

뉴질랜드 

•생명 및 환경 

덴마크 

•운항선의 
등급평가법 
•대빙구조등급 

영국 

•선박의 안전 
•해역별 
운항제한, 
•항법장치 및 
운용 

핀란드 

•선박의 안전 
•해역별 운항제한, 
•항법장치 및 
운용 

POLAR CODE 개발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중국 
CESA 

IHO 

OCIMF 
EMSA 

CLIA 

BIMCO 

미국 

IMO SDC 전문위원회 
검토 및 수정, 제정 

IMO MSC, MEPC 
위원회 
검토 제정 

통신작업반 
논의  내용 공유/  

초안작성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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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Draft 

(~ 2014. 05) 

강제사항 권고사항 

Part I-A (안전조치)   / SOLAS 의 새로운 14장으로 강제화 
Part I-B  

(I-A의 추가지침서) 

Part II-A (오염방지조치) / MARPOL의 부속서로 강제화 
Part II-B 

(II-A의 추가지침서) 

Part I-A(안전조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강제사항을 다룬 파트 

총 1장~13장으로 구성되며, 안전한 설계, 운용, 건조, 위험, 인명, 인증, 운항등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 수록(각 장의 구성 : 목적/기능적 요구조건/규정 및 요구조건) 

Part II-A(오염방지조치)  

극지선박의 운항에 따른 발생 가능한 오염 및 오염 완화를 시키기위한 강제사항을 
다른 파트 

총 1장~5장으로 구성되며, 기름, 산적유해물질, 하수, 폐기물 오염에 대한 완화조치 
및 규정 내용을 수록 

IMO Polar Code의 구성 

POLAR COD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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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 NSIDC 

Part I-A : 안전조치 

제1장 - 일반조항 

제2장 - 극지운항메뉴얼 

제3장 - 선박 구조 

제4장 - 선박 복원력과 구획 

제5장 - 수밀성 및 풍우밀 

제6장 - 기계설비 

제7장 - 운항안전 

제8장 - 화재안전/보호 

제9장 - 구명용품 및 구명준비 

제10장 - 항행 안전 

제11장 - 통신 

제12장 - 항로 계획 

제13장 - 인력배치 및 훈련숙지 

 

 

POLAR CODE 구성 

Introduction 

[제1절] 목표 

[제2절] 정의 

[제3절] 위험 요인 

[제4절] 운항제한 

[제5절] 본 Code의 구성 

 

POLAR CODE DRAFT 
  Preamble 

  Introduction 

  Part I-A : 안전조치 

  Part II-A: 오염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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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 NSIDC 

Part I-B : 오염방지조치 

제1장 -기름 오염 방지 

제2장 - 산적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제3장- 포장된 형태의 해로운 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제4장 - 선박으로 부터 배출된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 

제5장 - 폐기물에 의한 오염 

 

POLAR CODE 구성 

 

POLAR CODE DRAFT 
  Preamble 

  Introduction 

  Part I-A : 안전조치 

  Part II-A: 오염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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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 

                          서  언 

1.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 

2. 

극지해역을 운항하기 위해서 선박  및 시스템은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3년 

국제해양오염방지조약(ICPPS)을 고려 

3. 

극지생태계는 극지선박운항에 취악함을 인정, 

따라서 더 큰 위험경감조치를 고려 

대안 

3. 

코드 및 극지생태계는 선박운항을 포함한 인간의 

활동에 취약한 점을 인정 

4. 

Part I-A의 안전부분이 환경보호 관점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 

5.  

북극과 남극은 유사성을 가지지만,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 

6. 

본 규칙은 위험도 기반 접근법을 사용 

7. 

 본 코드는 승무원 선박, 화물의 안전, 선박 

기인오염등을 다룸 

8.  

본 코드의 어떠한 조항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남극조약 체제 및 기타 극지해역에 적용가능한 

국제협얍을 반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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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ection 1] 목적 

극지해역에서 발생하는 IMO의 다른 협약들이 

위험요소를 경감시키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다룸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제공하기 위함 

 

[Section 2] 정의 

2.1 

남극지역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해역 

2.2 

북극해역은 북위 58도, 서경 42도 에서~~ 

……………… 중략 ………….. 

2.3  

극지해역은 남극과 북극을 모두 포함 

2.4  

남극조약체제이란 ~~~중략…. 

2.5  

카테고리 A선박은 ~~~중략…. 

2.6  

카테고리 B선박은~~~ 중략…. 

2.7 

카테고리 C선박은~~~ 중략…. 

2.8 

1년생 빙이란~~~ 중략…. 

2.9 

MARPOL이란~~~ 중략…. 

2.10 

평균최저 일일온도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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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중간급 1년생  빙이란~~~ 중략…. 

2.12 

Open water 란~~ 중략…. 

2.13 

Organization 란~~ 중략…. 

2.14 

극지운항온도란~~~ 중략…. 

2.15 

극지운항증서란~~ 중략…. 

2.16 

극지운항매뉴얼이란~~ 중략…. 

 

 

        ……중략…. 

 

[Section 3] 위험도 요인 

 

저온, 착빙,  어둠등 모두 고려된 위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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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중략…. 

 

[Section 4] 운항제한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선박의 capabilities와 

limitation을 PSC에 명시 

        ……중략…. 

 

          

[Section 5] 코드의 구조 

5.1 

강제사항인 Part I-A(안전조치), Part II-

A(오염방지조치) 

권고사항인 Part I-B, Part II-B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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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카테고리(상응빙등급, 카테고리 C 선박 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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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온도 정의(PST도입, 재질 및 장비 dt) 

Source in IACS UR 

긴 시간  

평균 

통계일일평균온도(MDAT) : Mean Daily Average Temp. 

통계일일최저온도(MDLT): Mean Daily Lowest/Minimum Temp. 

통계일일최고온도(MDHT) : Mean Daily Highest/Maximum Temp. 

특정지역, 

특정시간 

최저통계일일평균온도(LMDAT) : Lowest Mean Daily Average Temp. 

최저통계일일최저온도(LMDLT) :Lowest Mean Daily Lowest Temp. 

통계일일평균온도(MDAT) : Mean Daily Average Temp. 

Source in SDC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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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극지운항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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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박이 Category C이며, 아주 제한적
으로만 극지에서 운항되기 때문에, PWOM 공
통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PWOM 목차(MSC 93/10/1) 

Part 1-항행능력 및 한계 

Chapter 1-결빙해역 운항 

1.1 안전운항 관련 운항자 지침 

1.2 쇄빙능력 

1.3 빙해운항 

1.4 특수상황 

Chapter 2-저온에서의 항행 

2.1 시스템 디자인 

2.2 인명보호 

Chapter 3-고위도 통신 및 항해능력 

Chapter 4-항해기간 

Chapter 5-폐기물투기 관리 

Part 2- 항행 

Chapter 1-전략적 항로계획 

1.1 유해해빙 회피 

1.2 위험저온 회피 

1.3 항해기간 및 내구성 

1.4 승선요건 

Chapter 2-환경예보 약정 

2.1 해빙 정보 

2.2 기상 정보 

Chapter 3-수로, 기상, 항행정보 검사 

5.1 결빙예방 및 해빙 

5.2 해수시스템 활용 

5.3 저온작동 절차 

Part 3-사고 대응 

Chapter 1-제한적 환경에서 위험 감소 

1.1 위험 빙해역 항해시 조치 

1.2 저온 대응 조치 

Chapter 2-비상 조치 

2.1 위험통제 

2.2 소화 

2.3 오염 대응 

2.4 탈출 

Chapter 3-비상대책반 협조 

3.1 선박비상대비 서비스 

3.2 구난 

3.3 수색 및 구조 

3.4 원유유출 대응 

Chapter 4- 빙해역에서 장기 고립시 인명

유지 및 선박보전 절차 

4.1 시스템 환경설정 

4.2 시스템 운영 

Part  4- 협력 활동 

Chapter 1- 유도쇄빙 

Chapter 2-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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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서 

ㅇ MSC 93/10 (사무국): 제1차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 결과 보고서  

ㅇ MSC 93/10/1 (캐나다): 극지운항선박 안전코드 개발-극지방 운항매뉴얼

(PWOM) 

ㅇ MSC 93/10/2 (독일): 극지코드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안에 대한 의견 

ㅇ MSC 93/10/3 (아르헨티나) : Polar Code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ㅇ MSC 93/10/4 (아르헨티나) : Polar Code 초안 검토 

ㅇ MSC 93/10/5 (캐나다, 노르웨이) : 동일 내빙등급 결정 지침 

ㅇ MSC 93/10/6 (캐나다): 극지선박 인증서 

ㅇ MSC 93/10/7 (캐나다): 강제적 Polar Code 적용 관련 행정부담 경감 

ㅇ MSC 93/10/8 (노르웨이) : Polar Code 초안 개정안 

ㅇ MSC 93/10/9 (러시아) : 극지운항 선박 강제 Code 개발, Polar Code 적용범

위 경계 획정 

ㅇ MSC 93/10/10 (IACS): SDC 1에서 제안된 2011 ESP Code에 개정안에 대한 

코멘트  

ㅇ MSC 93/10/11 (호주, 뉴질랜드, 국제수로기구): SDC 1차 회의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 

ㅇ MSC 93/10/12 (캐나다): SOLAS 협약 개정안  

ㅇ MSC 93/10/13 (미국): 1969 톤수측정 협약의 통일해석인 MSC 93/10 문서

에 대한 코멘트 

최근 이슈- MSC 93 의제문서목록 

ㅇ MSC 93/10/14 (INTERTANKO): 화물유탱크의 PSPC (resolution 

MSC.288(87))의 적용에 관한 통일해석  

ㅇ MSC 93/10/15 (독일) : Polar Code 초안에 대한 코멘트 

ㅇ MSC 93/10/16 (미국) : Polar Code 초안에 목표기반 기준의 적

용 

ㅇ MSC 93/10/17 (캐나다, 미국) : Polar Code I-A의 남극 적용 

ㅇ MSC 93/10/18 (미국) : Polar Code 초안의 기온에 대한 정의와 

사용 

ㅇ MSC 93/10/19 (CLIA) : 강제적 Polar Code 개발- 두 개의 독립 

음향측심기 

ㅇ MSC 93/10/20 (중국) : SDC 1 결과에 대한 코멘트 

ㅇ MSC 93/INF.4 (노르웨이) : Polar Code 초안, Part I-B 

ㅇ MSC 93/INF.12 (핀란드) : 북극해 선박항행 안전에 관한 워크숍, 

IMO 본부, 런던, 2014년 2월 28일 



향후 일정 

일정 회의명 비고 

1.18 SDC 1 
- Polar Code 초안 완료 

- SOLAS 개정초안과 MARPOL 개정초안 주요사항 동의 

2.17 HTW 1 - Polar Code의 13장(선원훈련) 논의 

3.10 SSE 1 - Polar Code의 9장(인명구조) 논의 

4.31 MEPC 66 

- SDC 1의 회의결과를 고려한 논의 

- 남아있는 이슈에 대한 Polar code 초안 완료 

    MARPOL 개정초안 완료 

- MEPC 67차 채택을 위한 MARPOL 개정초안 승인 

5.14 MSC 93 

- SDC 1, HTW 1차 회의 결과를 고려한 논의 

- Polar code 초안 동의, 미결된 장은 NCSR 1로 송부 

- MSC 94차 채택을 위한 SOLAS 개정 초안 승인 

6.30 NCSR 1 - Polar Code의 10장(항해안전), 11장(통신) 논의 

10.13 MEPC 67 

- MSC 93차 NCSR 1차 회의결과를 고려한 논의 

- 최종 Polar code 내용 동의 

- MARPOL 개정사항과 관련된 Polar code 채택 

- 미결된 부분은 MSC 94차로 송부 

11.17 MSC 94 

- MEPC 67차 회의결과를 고려한 논의,  

- 최종 Polar code 내용 동의 

- SOLAS 개정사항과 관련된 Polar Code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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