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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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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 모의 IMO 총회” 개최 공고 협조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해사기구(IMO)는 UN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해운․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상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3. 우리 연수원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 선박․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해운․조선 관련 국제기구인 IMO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양수
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2019 모의 IMO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2019 모의 IMO 총회’개최 공고 건으로 귀 기관의 홍보 및 안내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개요
□ 행사명 : 2019 모의 IMO 총회
□ 발표주제 : 안전, 환경, 법규, 정책, 교육, 물류, 기타 IMO 관련주제
□ 일정 : 예선 : 9월 23일(온라인)
워크숍 : 9월 27일-9월 28일(오프라인) *워크숍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선 : 11월 1일(오프라인)
□ 장소 : (워크숍/본선)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홈페이지 주소 : www.imo-contest.org
나. 수상내역 : 약 2500만원 상당의 상금 수여
-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1팀(1등) : 런던 IMO 회의 참관(약 120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팀(2등) : 상금 300만원
- 우수상 1팀(3등) : 상금 200만원
- 특별상 8팀 : 상금 100만원
- 상금후원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다. 요청사항
(1) 홈페이지 게시판에‘2019 모의 IMO 총회’홍보글 게시 요청
(2) 귀 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2019 모의 IMO 총회’홍보글 공유 요청
(모의 IMO 총회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TheMockIMO)
라. 문의처
□ 사무국 Tel. 02-2088-8630, Email. info@imo-contest.org

붙임

1.‘2019 모의 IMO 총회’개최 공고문 1부
2.‘2019 모의 IMO 총회’포스터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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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학교총장,가천대학교총장,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가톨릭대학교총장,케이씨대학교총장,강남대
학교총장,강릉원주대학교총장,강원대학교총장,강원도립대학교총장,건국대학교총장,건양대학교총
장,경기대학교총장,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경남대학교총장,경동대학교총장,경북대학교총장,경상
대학교총장,경성대학교총장,경운대학교총장,경인교육대학교총장,경일대학교총장,경주대학교총
장,KAIST,건국대학교(글로컬),경찰대학,경희대학교총장,계명대학교총장,고려대학교총장,고려대학
교(세종),고신대학교총장,공군사관학교,공주교육대학교총장,공주대학교총장,광신대학교총장,광운
대학교총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광주대학교총장,광주여자대학교총장,국민대학교총장,군산대학교총
장,극동대학교총장,금강대학교총장,금오공과대학교총장,김천대학교총장,나사렛대학교총장,단국대
학교총장,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대구교육대학교총장,대구대학교총장,대구한의대학교총장,대신대학
교총장,대전대학교총장,대진대학교총장,덕성여자대학교총장,동국대학교총장,동덕여자대학교총장,
동명대학교총장,동서대학교총장,동신대학교총장,동아대학교총장,동양대학교총장,동의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목원대학교총장,목포대학교총장,목포해양대학교총장,배재대학교총장,백석대학교총
장,부경대학교총장,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부산교육대학교총장,부산대학교총장,부산외국어대학교총
장,삼육대학교총장,상명대학교총장,상지대학교총장,서강대학교총장,서경대학교총장,서울과학기술
대학교총장,서울교육대학교총장,서울대학교총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신학대학교총장,서울여자
대학교총장,서원대학교총장,서해대학총장,선문대학교총장,성결대학교총장,성공회대학교총장,성균
관대학교총장,성신여자대학교총장,세명대학교총장,세종대학교총장,전남과학대학교,송원대학교총
장,수원대학교총장,숙명여자대학교총장,순천대학교총장,순천향대학교총장,숭실대학교총장,신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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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총장,영남대학교총장,영산대학교총장,용인대학교총장,우석대학교총장,우송대학교총장,울산과
학기술원총장,울산대학교총장,원광대학교총장,위덕대학교총장,유원대학교총장,이화여자대학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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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장,진주교육대학교총장,창신대학교총장,창원대학교총장,청주교육대학교총장,청주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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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대학교총장,한성대학교총장,한세대학교총장,한신대학교총장,한양대학교총장,한양대학교
(ERICA),해군사관학교,호남대학교총장,호서대학교총장,호원대학교총장,홍익대학교총장,(주)해양기
술연구소,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국립해양조사원장,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대한민국해양연맹,대한조선학회,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부산항도선사회,서해어업관리단장,선
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중소조선연구원,한국LNG벙
커링산업협회,한국도선사협회,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한국선급,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선박전
자산업진흥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수로학회,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한국수산회,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조선공업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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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한국해양조사협회,한국해양학회,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한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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