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X IV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a) "discharge" means any release howsoever caused from a ship and includes any escape,
disposal, spilling, leaking, pumping, emitting or emptying;
(b) "garbage" means all kinds of victual, domestic and operational waste excluding fresh
fish and parts thereof, generated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hip, except those
substances which are covered by Articles 3 and 4;
(c) "MARPOL 73/78" mean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and by any other amendment in force thereafter;
(d) "noxious liquid substance" means any noxious liquid substance as defined in
Annex II of MARPOL 73/78;
(e) "oil" means petroleum in any form including crude oil, fuel oil, sludge, oil
refuse and refined oil products (other than petrochemicals which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
(f) "oily mixture" means a mixture with any oil content; and
(g) "ship" means a vessel of any type whatsoever operat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includes hydrofoil boats, air-cushion vehicles, submersibles,
floating craft and fixed or floating platforms.
ARTICLE 2
APPLICATION
This Annex applies, with respect to each Party, to ships entitled to fly its flag and to any
other ship engaged in or supporting its Antarctic operations, while operating in the
Antarctic Trea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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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4부속서
해양오염방지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에서
가. "배출"이라 함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선박으로부터의 모든 유출을 말하며, 유
실.처분.누출.누설.배수.방출 또는 공출을 포함한다.
나. "쓰레기"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가 다루는 물질을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인 운
항중에 발생하는 신선한 어류와 동 어류의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식.생활
폐기물 및 운항상 생기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 "MARPOL 73/78"이라 함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과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및 그 이후 발효한 모든 개정내용을 말한다.

라. "유해 액체물질"이라 함은 MARPOL 73/78의 제2부속서에서 정의된 유해액체 물
질을 말한다.
마. "기름"이라 함은 제4조 규정에 근거한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원유.연료 유.슬러
지.폐유 및 정제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유를 말한다.

바. "유성혼합물"이라 함은 유분을 함유한 혼합물을 말한다.

사.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운항중인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하며 수중 익선. 공기부
양선.잠수선.부양기선.고정 또는 부양되어 있는 플래트폼을 포함한다.
제 2 조
적 용
이 부속서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게,
그리고 남극운항에 종사하거나 동 운항을 지원하는 그 밖의 다른 선박에 대하여는
동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중인 동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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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DISCHARGE OF OIL
1. Any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 shall be prohibited, except in
cases permitted under Annex I of MARPOL 73/78. While operating in the Antarctic
Treaty area, ships shall retain on board all sludge, dirty ballast, tank washing waters and
other oily residues and mixtures which may not be discharged into the sea. Ships shall
discharge these residues only outside the Antarctic Treaty area, at reception facilities or as
otherwise permitted under Annex I of MARPOL 73/78.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 the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 resulting from damage to a ship or
its equipment:
(i) provided that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or discovery of the discharg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minimising the discharge; and
(ii) except if the owner or the Master acted either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the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or
(b) the discharge into the sea of substances containing oil which are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combating specific pollution incidents in order to minimise thedamage from
pollution.

ARTICLE 4
DISCHARGE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The discharge into the sea of any noxious liquid substance, and any other chemical or
other substances, in quantities or concentrations that are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shall b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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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기름의 배출
1.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 혼합물의 배출은 MARPOL 73/78의 제1부속서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는 모든 슬러지.오염된 밸러스트.탱크 세정수 및 그 밖의 다른 기름 찌
꺼기와 혼합물을 선박내부에 저장하여야 한다. 선박은 이 찌꺼기를 남극조약지역 외
부의 수용시설 또는 MARPOL 73/78 제1부속서하에서 달리 허용된 바와 같이 처리
한다.
2. 이 조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선박 또는 그 장비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
의 배출
(1) 다만, 배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상의 발생 또는 배출의 발견 후에
는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하여져야 한다.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적으로 손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분별력없이 그리고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행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름을 포함한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

제 4 조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해양환경에 유해한 정도의 양 또는 농축된 유해 액체물질과 그 밖의 다른 화학 또
는 기타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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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DISPOSAL OF GARBAGE
1. The disposal into the sea of all plastic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ynthetic
ropes, synthetic fishing nets, and plastic garbage bags, shall be prohibited.
2. The disposal into the sea of all other garbage, including paper products, rags, glass,
metal, bottles, crockery, incineration ash, dunnage, lining and packing materials, shall be
prohibited.
3. The disposal into the sea of food wastes may be permitted when they have been
passed through a comminuter or grinder, provided that such disposal shall, except in cases
permitted under Annex V of MARPOL 73/78, be made as far as practicable from land
and ice shelves but in any case not less than 12 nautical miles from the nearest land or
ice shelf. Such comminuted or ground food wastes shall be capable of passing through a
screen with openings no greater than 25 millimeters.
4. When a substance or material covered by this article is mixed with other such
substance or material for discharge or disposal, having different disposal or discharge
requirements, the most stringent disposal or discharge requirements shall apply.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shall not apply to:
(a) the escape of garbage resulting from damage to a ship or its equipment provided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minimising the escape; or
(b) the accidental loss of synthetic fishing nets, provided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to prevent such loss.
6. The Parties shall, where appropriate, require the use of garbage recor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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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쓰레기의 처분
1. 합성밧줄.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 쓰레기통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류를 해양으
로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종이제품.넝마.유리.금속.병.도기류.소각재.더니지.라이닝과 포장물질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쓰레기의 해양으로의 처분은 금지된다.

3. 음식찌꺼기의 해양으로의 처분은 동 찌꺼기가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과하였을
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동 처분이 MARPOL 73/78의 제5부속서하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 가능한 한 육지와 빙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하
여져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붕에서 12해리 미만으로 떨
어져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분쇄되거나 또는 연마된 음식찌꺼기는 25밀리미터 이
하의 구명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조에서 다루어진 물질 또는 재료가 상이한 처분 또는 배출 요건을 포함한 배
출 또는 처분을 위한 그 밖의 다른 물질 또는 재료와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가장
엄격한 처분 또는 배출요건이 적용된다.
5.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손상의 발생 전후에 유출을 방지 또는 최소할 목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하여 졌다는 조건하에 선박 또는 그 장비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
유실의 경우
나.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합성어망의 우발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건하에서의 합성어망의 우발적인 상실의 경우

6.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쓰레기 기록부의 사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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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DISCHARGE OF SEWAGE
1. Except where it would unduly impair Antarctic operations:
(a) each Party shall eliminate all discharge into the sea of untreated sewage
("sewage" being defined in Annex IV of MARPOL 73/78) within 12 nautical miles of
land or ice shelves;
(b)

beyond

such

distance,

sewage

stored

in

a

holding

tank

shall

not

be

dischargedinstantaneously but at a moderate rate and, where practicable, while the ship is
en route at a speed of no less than 4 knots.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ships certified to carry not more than 10 persons.
2. The Parties shall, where appropriate, require the use of sewage record books.

ARTICLE 7
CASES OF EMERGENCY
1. Articles 3, 4, 5 and 6 of this Annex shall not apply in cases of emergency relating to
the safety of a ship and those on board or saving life at sea.
2. Notice of activities undertaken in cases of emergency shall be circulated immediately to
all Parties and to the Committee.

ARTICLE 8
EFFECT ON DEPENDENT AND ASSOCIATED ECOSYSTEMS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du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need to avoid detrimental effects on dependent and associated ecosystems, outside the
Antarctic Trea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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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하수의 배출
1. 남극운항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각 당사국은 육지 또는 빙붕의 12마일이내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하수(MARPOL
73/78의 제4부속서에서 정의된 "오물")의 해상으로의 어떠한 배출도 배제한다.
나. 그러한 거리이상으로 떨어진 경우, 저장탱크에 수용된 하수는 동시에 배출되어
서는 안되나, 적당한 속도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선박이 4노트 정도의 속도
로 항행중일 때 배출한다.
이 항은 10인 이하의 인원을 운반하도록 공인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하수 기록부의 사용을 요구한다.

제 7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의 제3조 내지 제6조는 선박과 승선한 인명의 안전 및 해상에서의 인
명구조와 관계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보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즉각 회람
된다.

제 8 조
종속.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효과
이 부속서의 제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남극조약지역 밖의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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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SHIP RETENTION CAPACITY AND RECEPTION FACILITIES
1. Each Party shall undertake to ensure that all ships entitled to fly its flag and any other
ship engaged in or supporting its Antarctic operations, before entering the Antarctic Treaty
area, are fitted with a tank or tanks of sufficient capacity on board for the retention of all
sludge, dirty ballast, tank washing water and other oily residues and mixtures, and have
sufficient capacity on board for the retention of garbage, while operating in the Antarctic
Treaty area and have concluded arrangements to discharge such oily residues and garbage
at a reception facility after leaving that area. Ships shall also have sufficient
capacity on board for the retention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2. Each Party at whose ports ships depart en route to or arrive from the Antarctic Treaty
area undertakes to ensure that as soon as practicable adequate facilities are provided for
the reception of all sludge, dirty ballast, tank washing water, other oily residues and
mixtures, and garbage from ships, without causing undue delay, an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ships using them.
3. Parties operating ships which depart to or arrive from the Antarctic Treaty area at ports
of other Parties shall consult with those Parti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port reception facilities does not place an inequitable burden on Parties
adjacent to the Antarctic Treaty area.

ARTICLE 10
DESIGN, CONSTRUCTION, MANNING AND EQUIPMENT OF SHIPS
In the design, construction, manning and equipment of ships engaged in or supporting
Antarctic operations,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s of this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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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선박의 저장능력 및 수용시설
1. 각 당사국은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박과 남극운항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 운항을 지원하는 그 밖의 다른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슬러지.오염된 벨러스트.탱크 세정수 및 그 밖의 다른 기름 찌꺼기와 유성 혼합물의
저장을 위하여 선내에 충분한 용량의 1개 또는 여러개의 탱크를 설치하고, 남극조약
지역에서 항행중일 동안에는 충분한 폐기물 수용능력이 있으며, 동 지역을 떠난 후
수용시설에 동 기름찌꺼기 및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보
장한다. 선박은 또한 유해 액체물질에 대한 충분한 수용능력을 보유한다.

2. 당국은 동 당사국의 항구에서 선박이나 남극조약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동 지역으
로부터 도착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슬러지.오염된 밸러스트.탱크 세정수.
그 밖의 다른 기름찌꺼기와 유성 혼합물 및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
한 적절한 시설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 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서 남극조약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 도
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당사국은 항구 수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남극조약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당사국이 불공평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
국과 협의한다.

제 10 조
선박의 설계.건조.선원배치 및 장비
남극운항에 종사 또는 동 운항을 지원하는 선박의 설계.건조.선원배치 및 장비 설치
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목적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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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SOVEREIGN IMMUNITY
1.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any warship, naval auxiliary or other ship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for the time being,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However, each Party shall ensure b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not
impairing the operations or operational capabilities of such ships owned or operated by it,
that such ships act in a manner consistent, so far as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with
this Annex.
2. In applying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Antarctic environment.
3. Each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ies of how it implements this provision.

4.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et out in Articles 18 to 20 of the Protocol shall not
apply to this Article.

ARTICLE 12
PREVENTIVE MEASURE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1.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marine pollution emergencies or the threat
thereof in the Antarctic Treaty area,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Protocol, shall develop contingency plans for marine pollution response in the Antarctic
Treaty area, including contingency plans for ships (other than small boats that are part of
the operations of fixed sites or of ships) operating in the Antarctic Treaty area,
particularly ships carrying oil as cargo, and for oil spills, originating from coastal
installations, which enter into the marine environment. To this end they shall:
(a) co-operat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plans; and
(b) draw on the advice of the Committe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The Parties shall also establish procedures for cooperative response to pollution
emergencies and shall take appropriate response actions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s.
126

제 11 조
주권면제
1. 이 부속서는 군함.해군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다른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동 당사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동 선박의 운영 또는 운영능력을 손상하지 아니하
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선박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한 이 부속서와
일치되게 행동할 것을 보장한다.

2. 위의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남극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한
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이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 지에 대하여 통보한다.

4. 의정서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이 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예방조치.긴급 대비 및 대응
1.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해양오염, 긴급사태 및 그 위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고정장소
또는 선박운항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소형선박이 아닌 특히 화물로서 기름을 운반하
고 있는 선박에 대한 긴급 조치계획과 해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연안 설비시설에서
비롯되는 기름 누출에 대한 긴급 조치계획을 포함한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계획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가. 동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시 협력하고,
나. 위원회.국제해사기구 및 그 밖의 다른 국제기구의 조언을 구한다.

2. 당사국은 또한 긴급오염사태에 대한 협력대응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동 절차
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행동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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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REVIEW
The Parties shall keep under continuous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and other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respond to pollution of the Antarctic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any amendments and new regulations adopted under MARPOL 73/78,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Annex.

ARTICLE 14
RELATIONSHIP WITH MARPOL 73/78
With respect to those Parties which are also Parties to MARPOL 73/78, nothing in this
Annex shall derogate from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thereunder.

ARTICLE 15
AMENDMENT OR MODIFICATION
1. This Annex may be amended or modified by a measu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1) of the Antarctic Treaty. Unless the measure specifies otherwise, the
amendment or modif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roved, and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close of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 which it
was adopted, unless one or more of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ies notifies the
Depositary, within that time period, that it wishes an extension of that period or that it is
unable to approve the measure.
2. Any amendment or modification of this Annex which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shall thereafter become effective as to any other Party when
notice of approval by it has been received by the Depos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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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재검토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ARPOL 73/78하에서 채택된 어떠
한 개정과 새로운 규제를 포함한 남극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축소하고 대응하기 위
하여 이 부속서의 제규정과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계속적으로 재검토한다.

제 14 조
MARPOL 73/78과의 관계
MARPOL 73/78의 당사국인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그에
따른 구체적 권리 및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개정 또는 수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
정된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 또는 수정은 승인된다. 또
한 1개국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조치가 채택된 남
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 후에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도 수탁국이 그
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 밖의 다른 당사국에
게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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