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한국해사주간(2022 Korea Maritime Week) 참가 요청
1. 귀 기관(부서)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국내 · 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국제해사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한국해사
주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도「2022 한국해사주간(2022 Korea Mar i t i me Week)」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ㅇ (일정/장소) ' 22. 9. 21. (수) ~ 23. (금) /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기장)
ㅇ (주제) ' 뉴노멀 시대의 국제해사분야 도전과 과제 '
ㅇ (주요연사)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해사기구( I MO) 사무총장, I MO 해양환경국장, I MO
주요 회의체(선박설계 · 건조전문위원회, 선박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등) 의장 등
ㅇ (참가등록)「2022 한국해사주간」공식 홈페이지(www.ko reamar i t i meweek.org)를 통해
참가자 사전등록 가능(~9.14. )

붙임

「2022 한국해사주간」뉴스레터 1부(국 · 영문) .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주무관

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보전과장, 국제협력총
괄과장, 해양영토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해운정책과장, 연안해운과장, 선원정책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운영과장, 스마트해운물류팀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항로표지과장, 항만정책과장, 첨
단해양교통관리팀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 부산해사
고등학교장, 인천해사고등학교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마
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
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
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울산항
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국립해양박물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장, 국립해양생물자
원관장, 부산항보안공사사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수협중앙회장, 인천항보안
공사사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해양환경공단 이
사장,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군산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 전남대학교총장,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 한국해양대
학교총장, 해양경찰청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부산항만공사사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
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
플랜트과장), 외교부장관(유엔과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대한조선학회장, 한
국검수검정협회장, 한국도선사협회장, 한국선주상호보험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
양플랜트협회장, 한국항해항만학회장, 한국해기사협회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국해사법학회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장, 한국해운조합 회장, 해양환경안전학회장, 재단법
인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장,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
국선급, 뷰로베리타스한국지점, DNV GL 선급협회, 러시아선급협회, 로이드선급협회, 미국선급협회, 일본해
사협회, 폴란드선급협회, 프랑스선급협회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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