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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One Asia, Unity in Diversity

The Asian Shipowners’ Association (ASA) held its 27th Annual General
Meeting on 15th May 2018 in Hong Kong, China, hosted by the Hong
Kong Shipowners Association (HKSOA). Mr Jack Hsu, the 27th ASA
President, welcomed delegates of member associations and called members
to proactively work together to strengthen existing relationships with key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to promote sustainable international
shipping, and to take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maritime matters
affecting Asian shipowners.

Protect seafarers in abandonment

The 2014 amendments to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LC
2006),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8 January 2017, require that an
expeditious and effective financial security system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shipowners provide compensation to seafar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event of, inter alia, abandonment. In addition, under the 2014
amendments, it is mandatory for ships to carry aboard certificates and
other evidence to demonstrate that the financial security system is in
place.
A study by 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shows
that a joint ILO/IMO database recorded 55 cases of seafarer abandonment
from 18 January 2017 to 17 January 2018.
Condemning

these

abandonment

cases,

the

ASA

SC

urges

further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acceptance and enforcement of the 2014
Amendments as they will assure the protection of seafarers.

Comply with 2020 sulphur cap

Over the past few years, shipowners have had to contend with an
increasingly complex regulatory regime, bu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gulations will only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20.
The IMO’s decision to implement a 0.50% sulphur cap on marine fuel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20 is arguably one of the industry’s most
defining movements. A great deal of work has to be done at IMO to
determine how the cap will be regulated and enforced so a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In view of the global sulphur cap, refiners and bunker suppliers must
ensure that compliant and suitable fuels are made widely available well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date, so that ships can bunker the new low
sulphur fuel. Adequate fuel standards will be instrumental to achieve this.

In addition to owners, charterers and fuel purchasers will need to be made
aware of the technical and operational issues.

The ASA SNEC will monitor developments at the IMO very closely and
urged ASA members to work closely with their respective maritime
administrations to ensure that the views of the shipping industry are
considered at the IMO including the upcoming intersessional meeting of
the IMO Pollution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 Response
(PPR) this July.

The ASA SILC is concerned with insufficient planning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safety and health implications which may hamper a
smooth operational transition plan that cover crew training, tank cleaning
and, on some ships, equipment and/or tank modifications.

Respect and main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ASA SILC believes in respect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are essential for global shipping's survival and sustainability. It is deeply
concerned by decisions made by Spain and France to pass judgements or
laws which contravene the statutes of the CLC and Fund Conventions, to
which Spain and France are parties.

Such actions are clearly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Conventions, and will greatly affect trade and there would be costs to
trade with these countries, due to uncertainties caused by their recent
decisions.

Uphold free trade

The ASA SPC cautions ASA members

of

the growing

threat of

protectionism in the world including the new Indonesian cargo reservation
regulation and the US bill to restrict the transportation of certain energy
exports. Mr Yuji Isoda, Chairman of the SPC, said, “The ASA has grave
concerns regarding recent protectionist developments in the world.”

He

emphasised the importance for the shipping industry to keep long-standing
international practices and maritime free trade principles.

Enact Hong Kong Convention

The ASA SRC reaffirmed the necess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yards
compliant with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and
Environmentally-Sound Recycling of Ships (HKC) to meet the steady
demand for ship recycling globally. ASA SRC welcomes improvements at
the Alang yards, India, where 70% are HKC-compliant, and others to be
improved by Japanese Government ODA. Ratification of the HKC by both
India and Japan is expected within the year and with the hope that China
will similarly ratify in the near future. ASA SRC will proceed with joint
action with global shipowner associations in ensuring early enactment of
the HKC.
Mr

Bhumindr

Hairnsuit, Vice-President of

ASA

(Asian Shipowners’

Association) and Chairman of FASA (Federation of Asean Shipowners’

Associations), was elected as the 28th ASA President. Mr John Lines,
Chairman of MIAL (Maritime Industry Australia) was elected as the
Vice-President of ASA.

********
Editor’s Note:
The Asian Shipowners’ Association (ASA)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shipowner
associations of Australia,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India, Japan, Korea and the
Federation of ASEAN Shipowners’ Associations comprising shipping associations of
ASEAN countries. The aims of the ASA are to promote the interests of Asian
shipowners. Between annual ASA meetings, the ongoing work is carried out by five
Standing

Committees:

Committee,

the

Ship

The

Shipping

Recycling

Economics

Committee,

the

Review
Safe

Committee,

Navigation

the

and

Seafarers

Environment

Committee, and the Ship Insurance and Liability Committee. It has been estimated that
ASA shipowners and managers control and operate around 50% of the world's cargo
carrying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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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아시아, 통일된 다양성

2018년 5월 15일 홍콩선주협회 주최로 아시아선주협회 제27차 총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제27대

아시아선주협회

Jack

Hsu

회장은

회원선협 대표들을 환영하였으며, 아시아 선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해사현안들에 대하여 아시아 선주들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국제적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였다.
유기 선원의 보호
해사노동협약 2006에 대한 2014년도 개정협약(2017년 1월 18일 발효)
에는 선원이 유기됐을 때를 대비하여 해당선원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주의 신속하면서 효과적인 재정보증시스템을 마련토록 규정
되어 있다. 이에더해, 2014년 개정협약은 선원에 대한 재정보증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
하도록 되어있다.
ITF(국제운수노련)가 ILO/IMO의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55건의 선원 유기가 발생했다.
ASA 선원위원회는 이러한 유기 사례를 규탄하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개정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0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준수
지난 몇 년간, 선주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들과 씨름해야만 했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가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의 2020년 1월 1일 시행
결정은 해운업계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현장에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및 실행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와 관련, 정제소와 선박연료유 공급자
들은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규제에 적합한 저황유가 널리 생산되고
차질없이 공급되어 선박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장해야만한다.
선주들 외에, 용선주나 연료구매자들도 기술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해 잘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ASA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고, 해운업계의 의견이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국제해사
기구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ASA 회원
선협에게 자국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ASA 보험법제위원회는 안전과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부족을 우려
한다. 이는 선원 교육, 탱크세척, 그리고, 일부선박의 경우 설비나 탱크의
개조 등을 포함한 원활한 과도기적 대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국제 조약의 유지와 존중
ASA 보험법제위원회는 국제 조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글로벌 해운의 생존과 영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ASA 보험법제위원회는
CLC 및 기금협약의 비준국인 스페인과 프랑스가 동 협약에 반하는 법을
도입하거나 판결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법 및 조약에 명백히 상반된다. 이러한 국가들이
최근 야기한 불활실성으로 인해, 세계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이고, 상기 국가들과의 교역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자유무역 지지
ASA 해운정책위원회는 새로운 인도네시아 화물유보제도 및 미국의
에너지 수출물량에 대한 운송제한 관련 법안 등 전 세계 해운보호주의의
위협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해운정책위원회
Yuji Isoda 의장은 “ASA는 최근 해운보호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오랫동안 견지해온 국제관행과 해운의 자유교역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콩협약의 시행 (IMO 선박재활용협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하여 홍콩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야드(시설)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ASA 선박재활용위원회는 인도
알랑지역 소재 야드의 (질적) 개선을 환영한다. 알랑지역 소재 야드 중
70%가 홍콩협약 요건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야드는 일본정부의 ODA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인도와 일본
양국은 홍콩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며, 중국도 조만간 비준하기를 희망한다.
ASA 선박재활용위원회는 홍콩협약의 조기 시행을 위하여 세계 선주
단체들과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다.
아세안선주협회연합 회장이자 ASA 부회장인 Bhumindr Hairnsuit씨는
제28대 ASA 회장으로 선출됐고, 호주선주협회 John Lines 회장이 ASA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