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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태 법률세미나…국제위상 강화 기대
24~25일, 인천서 항공보안·안전 분야 드론·탄소 저감계획 대응 논의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와 공동으로 월
일 목 부터 월
일 금 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에서 『2018 ICAO 아시아 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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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
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회원국 192개국)

□
□

3년마다

개최되는 동 법률세미나는 안전 보안, 운송, 환경보호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이다.
법률국장을 비롯하여 Claude Hurley ICAO
Mendes de Leon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수 등

Jiefang Huang ICAO

항행위원장,

Pablo

전 세계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항공
분야의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과 그에
관한 최신 사례들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의 생체인식기반 등의 신기술 적용과 정보보호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법률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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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측면에서의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조약)
들을 살펴보고,

ㅇ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의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등이 항공산업 분야에서 발표된다.

*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항공교통량 증가로 기술적 수단만으론 감축목표(Reduction) 달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시장기반조치(MBM) 를 통해 상쇄(Offset) 시킨다는 개념
** MBM(Market Based Measures)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직접규제」대신
「시장 역할을 통한 간접규제」하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ETS) 또는 탄소
상쇄 등이 해당

□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109번째의

작은 나라이지만

항공운송에 있어서 세계 7위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항공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 ” 이라며 이번 법률
세미나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동 세미나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최

하여 왔으며, 아태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개최에 호응을 하고 있어, 차기 세미나는 글로벌 법률세미나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ICAO

이사국으로서의 국제항공위상 강화와

항공선진국 리더십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
항공과 김수정 사무관(☎ 044-201-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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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세부일정

✈ 1일차 ('18.5.24(목))
09:00-10:00

등록
개회식

10:00-10:40

- 개회사

ICAO 법률국장

- 환영사

항공정책실장

- 축사 1

ICAO 사무총장(영상)

- 축사 2

중남미 민항위 사무총장

- 축사 3

ICAO 대표부 스페인대표

11:00-12:30

세션 1-1 Overview of the work of ICAO in the Legal Field
좌장 : 김상도(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연사 : Jiefang Huang(ICAO 법률국장)
- The work of the Leg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Bureau of ICAO including items on the work
programme of the Legal Committee
-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r law instruments
under the auspices of ICAO
Yaw Nyanpong(ICAO 법률국)
- Overview and status of ratification of key treaties

14:00-15:30

세션 1-2 Overview of the work of ICAO in the Legal Field
좌장 : Jiefang Huang(ICAO 법률국장)
연사 : Benoit Verhaegen(ICAO 법률국 대외 협력 담당)
- Legal framwork of air navigation safety
Yaw Nyanpong(ICAO 법률국)
- Overview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ICAO

15:30-15:50

커피 브레이크

15:50-17:30

세션 2 항공보안
좌장 : Pablo Mendes de Leon(라이덴 대학 교수)
연사 : 권창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Recent Trends of Legal Cases on the Aviation Security Act
이철웅(고려대학교 교수)
- New Technologies for Airport Security: Physical and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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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18.5.25(금))

09:30-10:50

세션 3 항공안전 : Current items in the Work Programme
of the Leal Committee
좌장 : Claude Hurley(ICAO 항행 위원장)
연사 : Benoit Verhaegen(ICAO 법률국 대외 협력 담당)
- Safety aspects of economic liberalization – Aircraft
leasing and Article 83bis
Yaw Nampong(ICAO 법률국)
- Aircraft regist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1 of the Chicago Convention
이근영(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Emerging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aviation
조영주(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nd the
advent of Joint Ventures

10:50-12:40

세션 4 Current issues in aviation law and practice
 Industry Session
좌장 : Yaw Nyanpong(ICAO 법률국)
연사 : Michel Gaudreau(대한항공 안전보안 담당 전무)
- Safety Leadership and how to cultivate safety from
Leaders within an Airline
Pablo Mendes de Leon(라이덴 대학교 교수)
- Fair Competition in air transport
이재운(홍콩 중문대 교수)
- Airline Subsidies: Can the Law Play a Role in Regulating Them?
Claude Hurley(ICAO 항행위원장)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유종익(한국기후변화연구소)
- CORSIA requirements and preparation in KOREA

14:00-15:25

세션 5 Current issues in aviation law and practice
 Chief Counsels’ Forum
좌장 : Jiefang Huang(ICAO 법률국장)
연사 : Siew Huay Tan(싱가포르 민간항공청 법률과장)
Zhang Quing chun(중국 CAAC 법률과장)
Liu He(중국 CAAC 법률규제 담당)
Shinji Matsui(ICAO 일본 대표)
(Presentations and Roundtable Discussion)
- Evaluation of the need for and role of Legal Counsel in
National Civil Aviation Authorities or Administrations

16:00-17:30

세션 6(폐회식) Plan of Action  next step
- 폐회사 : 국토부 항공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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