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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최신 기술세미나 15일 개최
COA 한국서 첫번째 공식미팅 행사
컨테이너의 최신 기술 동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컨
테이너 최신 기술세미나가 15일 개최된다.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오너들의 비영리 협의체인 COA
(Container Owners Association)는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명동 ibis호텔 19층 회
의실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미팅행사(COA Korea Meeting 2008)를 갖는다.
COA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한실흥산의 전병진 상무는 "지난해 COA Korea Regional Branch
출범이후 첫 공식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미팅은 미국 컨테이너 보안장치 추진현황을 비롯
해 컨테이너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을 점검하는 세미나 형태로 준비해 국내외 선사 장비관리자들
을 물론 선급협회, 컨테이너 관리·운영업체 관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병진 대표가 COA 최근 활동사항에 대해 먼저 발표하고 석창부 코리아컴퓨
터 상무가 '미국 컨테이너 보안장치 추진현황(E-seal & RFID)'을, 슈프렉 김점규 사장이
'SuperRack 개발현황'을, TG 김선기 사장이 'Sliding Open Top 개발현황' 등에 대해 주제 발표
할 예정이다.
한편 COA는 유럽선사와 컨테이너 임대사들을 주축으로 컨테이너 사양과 보수관리의 표준화 작
업, 국제 로비활동, 전세계 전문지식 제공, 회원사들과 해운산업단체들간의 협력 강화 등을 목표
로 지난 2004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국제 단체다.
COA는 현재 컨테이너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사, 임대사 등 정회원이 50개사, 컨테이너
제조, 부품업체 등 준회원이 87개사, 그룹회원사 1개사 등 총 138개사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국
내에는 한실흥산을 비롯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진도, 수프랙 등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
며 호주와 더불어 유일하게 지점이 설립돼 있다.
<COA Korea Meeting 2008>
△일시 : 2008년 5월 15일 오후 4시~7시
△장소 : 명동 ibis호텔 19층 회의실(02-6361-8120, 롯데 백화점 명동본점 맞은편)
△발표 내용
-전병진 대표(COA Korea) : COA 최근 활동사항
-석창부 상무(코리아컴퓨터) : 미국 컨테이너 보안장치 추진현황(E-seal &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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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 부장(한실흥산) : Floor Coating 작업, 부분 재생작업
-김점규 사장(슈르랙) : SuperRack 개발 현황
-김선기 사장(TG) : Sliding Open Top 개발 현황
-박나영 과장(BoxJoin) : EQ Interchange
-정무연 부장(한진해운) : COA 표준 Container Specification
-신덕호 부장(현대상선) : COA 표준 Repair Hour
-류지하 과장(장금상선) : Inspection & Repair Criteria(IICL 5/UCIRC/GESEACO/Florens
IICL Light/Maersk)
-기타질의 및 뷔페·맥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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