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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제2판)”를 발간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선원근로감독관 및 항만국
통제관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적선박에 대한 인증
검사 항목과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점검
항목을 항목별 또는 결함별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관련 규정, 결함 사례, 사진 등을 수록하여 업무 수행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를
발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일부 내용상의
오류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선원 노조단체 등으로부터 개정
요청이 있었고,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정
이행을 위한 안내서(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를 발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제1판에서 식별된 미비점을 중심으로 동
안내서를 수정 증보하여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안내서 제2판에서는 새로 설립된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을 선박
소유자 단체와의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에 포함하였으며, ILO에서 2014년과
2016년 각각 발간한 “선박 조리사의 훈련에 관한 안내서(Guidelines on
the training of ships‘ cooks)”와 2016년 1월 24일 발간한 “2006년 해사
노동협약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정 이행을 위한 안내서” 영어 원문을
한글 번역본과 함께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항만
당국에 의한 항만국 통제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선박의 출항이
통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목록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안내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며,
동 안내서를 통해 세계 선진 해운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선원 근로와 생활
여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선원, 선사의 선원관리담당자,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 포함), 선원
근로감독관, 항만국 통제관 등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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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동 안내서를 발간하는데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 선박안전
기술공단, 한국선급,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학교 관계자분들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선원근로감독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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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의 목적 및 내용
이 안내서는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 포함), 선원근로감독관,
항만국 통제관, 선원, 선사의 선원관리담당자 등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및 항만국 통제 점검 업무를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증
검사 항목과 항만국 통제 점검 항목을 항목별 또는 결함별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관련 규정, 결함 사례, 사진 등을 수록하여 업무 수행 시 쉽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우선, 제1장은 해사노동협약의 채택 배경, 적용 범위, 용어, 주요 개념
및 규정 등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인증검사의 개요와 인증검사의 신청에서부터 해사노동적합
증서의 발급까지 인증검사 수검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 포함)의 인증검사 시행을 위한
세부 검사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항만국 통제 점검 절차와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Tokyo MOU) 점검 지침서(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의 결함별 세부 점검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선원 근로 및 생활 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기국 또는 선원국의 책임당국, 선박소유자, 선사의 선원관리담당자,
선원 등이 취해야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증검사 및 항만국 통제 점검과 관련하여 인증검사 점검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점검표,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결함 분류표 등 업무 수행 중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 본 안내서의 검사(점검) 내용, 결함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업무 참고사항으로, 실제 검사(점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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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해사노동협약의 개관

Ⅰ. 해사노동협약의 개요
1. 채택 배경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는
1920년 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68개의 ILO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여 해상에서의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러나 ILO가 그 동안 채택한 국제 협약과 권고는 특정한 문제와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채택되어 그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았으며, ILO 협약과 권고의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최신화하지
못하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ILO는 2001년 1월에 개최된 제29차 합동해사위원회(JMC ; Joint
Maritime Commission, 이하 “JMC"라 한다)의 ILO 협약 통합작업 제안을
시작으로 다음의 '해사노동협약 통합작업 8대 원칙'을 채택하여 3자간 작업반
회의(2001년 12월 2004년 2월), 예비기술 해사총회(2004년 9월), 중간 특별
작업반회의(2005년)를 거쳐 2006년 2월에 개최된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
에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
가. 최신화된 국제해사노동 기준의 전체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되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는 범위까지 통합한다.
나. ILO가 채택한 기준의 총체적 부분의 일부로 보이고 타 국제해사
문건과 부합되도록 노동기준의 실질적 내용이 단일의 일관성 있는
협약으로 통합한다.
다. 통합된 협약은 국제해사노동 기준의 핵심원칙을 설정하는 다수의 편
으로 구성한다.
라. 각 편은 세부적 요건을 규정하는 부속서를 두어 보완한다.
마. 부속서에는 규정을 최신화하여 신속하게 발효시키기 위한 단순화된

1

개정절차를 마련한다.
바. 협약에는 각종 권고의 실질적 내용과 기타 비강행규정도 포함한다.
사. 정부, 선박소유자 및 양호한 근로의 원칙을 지지하는 선원 간에 가장
폭넓게 수락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아.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영역에 들어오거나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선박에 성실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도록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구성
협약은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의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이하 "STCW 협약"
이라

한다)」의

구조를

참고하여

전문(Preamble),

본문(Articles),

규정

(Regulations), 코드 A(Standards) 및 코드 B(Guidelines)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과 규정은 핵심 권리와 원칙 및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코드는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코드 A(강행 규정)와 코드 B(임의 규정)로 구성
되어 있다. 규정, 코드 A 및 코드 B가 같은 조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각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강행 규정, 강행 기준 및 권고 지침의 수준
으로 본다.
구분

주요내용

본문 (Articles)

선원의 기본권, 일반 규정, 용어의 정의, 개정
절차, 발효요건 등을 규정

규정 (Regulations)

원칙 및 권리에 해당하는 요소를 규정

코드 A (Standards)

세부요건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규정

코드 B (Guidelines)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규정

[표 1-1] 협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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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협약은 4개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록 A5-Ⅰ은 기국이 해산노동
적합증서(이하 “적합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기 이전에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승인하여야 하는 14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록 A5-Ⅱ는 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이하 “임시적합증서”라 한다)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이하 “적합선언서”라 한다) 제1부 및 제2부의 양식
이며, 부록 A5-Ⅲ에서는 항만국 통제 점검을 수행하는 회원국의 항구에서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상세한 검사를 받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 B5-Ⅰ은 적합선언서 견본이다.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사설 선원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
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조달, ⑪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 불만처리절차, ⑭ 임금의 지급

[표 1-2] 기국 검사 및 항만국 통제 점검 항목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승무 전 최저 요건

ㅇ
ㅇ
ㅇ
ㅇ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훈련과 자격증명
직업소개

제2장 근로조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선원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휴가에 대한 권리
송환
선박 멸실 또는 침몰 시 선원보상
승무수준
경력 및 기술개발과 선원고용을 위한 기회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과 조달

ㅇ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ㅇ 식량 및 조달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ㅇ
ㅇ
ㅇ
ㅇ
ㅇ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선박소유자의 의무
건강과 안전보호 및 사고방지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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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5장 준수 및 집행

주요내용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기국책임
일반원칙
인정 단체에 대한 권한위임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검사와 집행
선내불만처리절차
해양사고
항만국책임
항구에서의 검사
육상에서의 선원불만처리절차
선원공급책임

[표 1-3] 협약의 주요내용
3. 발효 및 비준
2006년 2월 채택된 협약은 전 세계 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하며,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는 특정 국가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개월 후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은 라이
베리아가 2006년 1월 7일 비준서를 ILO에 처음으로 등록한 후, 약 4년 후인
2010년 2월 12일 크로아티아가 비준서를 등록함으로써 전 세계 선복량의
33%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하는 조건을 갖추었으며, 약 2년 6개월
후인 2012년 8월 20일 필리핀과 러시아가 각 각 30번째, 31번째로 비준서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의 마지막 비준 요건인 30개국 이상의 회원국 비준 요건을
갖추게 되어 12개월 후인 2013년 8월 20일 전 세계적으로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서 비차별 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점검 강화 등을 도입한 협약에
대비하여 국적 선박의 운항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선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필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협약의 체계에 맞춘 법의 개정을 위해 2009년 4월 법령 입안 과정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전부 개정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1년
8월 4일 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법은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고,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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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관련된 세부 조항은 협약이 국내에 발효한 날인 지난 2015년 1월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번

국가명

등록일

1

Liberia

2006.1.7

2

Marshall islands

2007.9.25

3

Bahamas

2008.2.11

4

Norway

2009.2.10

5

Panama

2009.2.6

6

Bosnia and herzegovina

2010.1.18

7

Spain

2010.2.4

8

Croatia

2010.2.12

9

Bulgaria

2010.4.12

10

Canada

2010.6.15

11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010.11.9

12

Switzerland

2011.2.21

13

Gabon

2011.5.12

14

Benin

2011.6.13

15

Singapore

2011.6.15

16

Denmark

2011.6.23

- Faroe Islands(Denmark)

2013.7.9

17

Antigua and Barbuda

2011.8.11

18

Latvia

2011.8.12

19

Luxembourg

2011.9.20

20

Kiribati

2011.10.24

21

Netherlands

2011.12.13

- Curacao(Netherlands)

2015.4.14

22

Australia

2011.12.21

23

Tuvalu

2012.2.16

24

Saint kitts and nevis

2012.2.21

25

Togo

2012.3.14

26

Poland

2012.5.3

27

Palau

2012.5.29

28

Sweden

2012.6.12

29

Cyprus

2012.7.20

30

Philippines

2012.8.20

31

Russian federation

2012.8.20

32

Morocco

2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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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등록일

33

Greece

2013.1.04

34

Finland

2013.1.09

35

Fiji

2013.1.21

36

Malta

2013.1.22

37

Lebanon

2013.2.18

38

France

2013.2.28

- New Caledonia(France)

2013.2.28

39

Serbia

2013.3.15

40

Viet Nam

2013.5.08

41

Nigeria

2013.6.18

42

Barbados

2013.6.20

43

South Africa

2013.6.20

44

Hungary

2013.7.31

45

Japan

2013.8.5

46

United Kingdom

2013.8.7

- Bermuda(United Kingdom)

2014.5.2

- Cayman Islands(United Kingdom)

2014.2.13

- Gibraltar(United Kingdom)

2013.8.7

- Isle of Man(United Kingdom)

2013.8.7

47

Germany

2013.8.16

48

Ghana

2013.8.16

49

Belgium

2013.8.20

50

Lithuania

2013.8.20

51

Malaysia

2013.8.20

52

Italy

2013.11.19

53

Samoa

2013.11.21

54

Nicaragua

2013.12.20

55

Seychelles

2014.1.7

56

Korea, Republic of

2014.1.9

57

Congo

2014.3.26

58

Argentina

2014.5.28

59

Mauritius

2014.5.30

60

Iran, Islamic Republic of

2014.6.11

61

Belize

2014.7.8

62

Ireland

2014.7.21

63

Kenya

2014.7.31

64

Maldives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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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등록일

65

Bangladesh

2014.11.6

66

Montenegro

2015.2.3

67

Mongolia

2015.9.1

68

Cabo Verde

2015.10.6

69

India

2015.10.9

70

China

2015.11.12

71

Romania

2015.11.24

72

New Zealand

2016.3.9

- Tokelau(New Zealand)

2016.3.9

73

Slovenia

2016.4.15

74

Jordan

2016.4.27

75

Estonia

2016.5.5

76

Portugal

2016.5.12

77

Myanmar

2016.5.26

78

Honduras

2016.6.6

79

Thailand

2016.6.7

80

Portugal

2016.5.12

81

Algeria

2016.7.22

[표 1-4] 협약 비준서 등록 회원국 현황
4. 적용범위
협약은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또는 근로하는 일체의 자에게 적용되며, 협약의
목적상 어떤 범주의 자가 선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그 사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또한, 협약은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1) 법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서 ①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②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③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④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⑤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⑥ 선박에서의 공연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선원의 범주에서 제외
하고 있음.

7

종사하는 선박, 다우배(Dhows ; 삼각형의 큰 돛을 단 아랍의 배) 또는 정크
(Junks ; 사각형 돛을 달고 바닥이 평평한 중국의 배)와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선박을 공유하거나 사유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통상적
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함 또는
해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어떤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도 각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관계
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그 사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200톤 이하의 선박은 이미 선원의
권리가 기국의 국내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협약의 요건 중 일부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5. 효력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
다른 나라 안의 항구와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적합증서의
발급 및 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협약의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국
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협약이 비차별 조항을 도입하여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협약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국의 책임당국으로 하여금 선박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편, ILO는 협약이 발효 요건을 충족하면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여객선과
산적운반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선박은 발효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관련 증서 및 문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 6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500톤 이상의 산적운반선에
대하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적합증서를 발급(적합선언서 승인 포함)하였으며, 2015년 1월 9일 협약의
국내 발효 전까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전 국적 선박에 대한
인증검사를 마무리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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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사노동협약의 주요 내용
1. 용어 및 약어
가.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이란 관계 규정의 주된 문제와 관련
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명령을 발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3), 정부부서4)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란
협약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언서를 말한다.5)
다. “총톤수(Gross Tonnage)”란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69 톤수 협약」이라 한다」 또는 일체의 후속 협약의 부속서
1에 수록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를 말한다. IMO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 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총톤수는 1969년
국제톤수증서(ITC ;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이하 “ITC"라
한다)의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는 총톤수로 한다.6)
라.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란 협약 규정 제5.1.3조
에서 규정하는 증서를 말한다.7)
마. “협약의 요건(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이란 이 협약의 본문,
규정 및 코드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말한다.
바. “선원(seafarer)”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2) 법 제136조 및 부칙(법률 제11024호, 2011.8.4.) 제1조제3호에 따라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여객선과 산적운반선은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인 2015년 1월 9일까지
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선박은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6년 1월 10일까지 적합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함.
3)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를 말함.
4)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안전심판원”을 말함.
5) 법 제2조제22호에서 “적합선언서”란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
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이 법과 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음.
6) 1982년 7월 18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용골거치일 기준)에 대한 「69 톤수 협약」 적용의
유예가 1994년 7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1994년 7월 18일부터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모든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69 톤수 협약」에 의한 ITC를 소지하여야 하며, 1994년 7월
1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의 총톤수는 ITC에 기재되어 있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7) 법 제2조제21호에서 "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가 법과
협약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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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일하는 일체의 자를 말한다.8)
국가

선원이 아닌 자의 범위

Antigua and Barbuda

도선사, 검사관(원), 감독, 과학자, 연구원, 다이버, 전문
해상기술자 및 다른 전문가 등 선박의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육상에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전문수리원, 초청강사, 수리기술자, 감정사 및 항만근로자
등 일시적 및 단기간 선박에 근로하는 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무장요원
※ 실습생의 경우, 독일해사훈련대학교에 재학하고 해기사 면허증
취득을 목적으로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이 아니지만, 독일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ILO 정책에 따라 일반
적으로 선원으로 간주됨

Bahamas
Greece

Hong kong

Malta

도선사, 항만근로자, 선박검사원, 수리업자, 연예인
도선사, 항만근로자, 선박검사원, 수리업자, 무장요원
도선사, 선박소유자(또는 대리인), 법 집행자,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서 근무하는 승선자, 선박 검사원 및 심사원,
감독, 임시 승선자 등 선박 건조, 개조, 수리 또는 선박, 기계,
장비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박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도선사, 육상 엔지니어, 유류보급선 선원, 항해 업무에 대한
지원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말타 군인, 말타 시민군

Panama

도선사, 항만근로자, 선박검사원, 감독, 파나마운하당국의
특별작업제도에 관련된 작업자, 해저시추플랫폼 또는
이동식해양구조물(MODU) 운영 기술자(훈련 및 자격으로
인해 STCW 협약의 적용을 받은 개인은 제외), 무장요원,
과학자, 연구원, 다이버, 실습생, 통상적으로 선박의 운용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전문해상기술자 또는 그 밖의 자,
당국에 의해 명시된 기타 사람 또는 사람의 범주

Singapore

도선사, 항만근로자, 선박 검사관(원) 및 조사관, 항내에서
임시로 근로하는 자, 감독, 과학자, 연구원, 다이버, 수리
전문가, 전문해상기술자, 연예인, 개인적으로 계약된 보안
요원

[표 1-5] 외국의 선원이 아닌 자의 범위

8) 법 제2조제1호에서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선박검사원, 도선사, 실습 선원 등은 선원의 범주에서 제외됨. 다만, 실습
선원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에 따라 ①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선내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② 법 제38조 · 제40조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 · 송환보험가입 · 선원명부 · 선원수첩 ·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
증명서에 관한 규정, ③ 법 제76조(제2항 제외) · 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 · 선내
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④ 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
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⑤ 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따른 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 및 ⑥ 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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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원근로계약(SEA ;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이란 선박
소유자와 선원간의 근로계약과 계약주요사항을 포함한다.9)
아. “선원직업소개소(SRPS ;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일체의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10)
자. “선박(Ship)”이란 전적으로 내해를 항행하거나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된 수역을 항행
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11)
차. “선박소유자(shipowner)”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와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와는 무관하게
그 책임의 위탁 시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12)
카. “단체협약(CBA ;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타.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1919년에
설립한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자유
9) 법 제2조제9호에서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10) 법 제110조에 따라 구직 · 구인등록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해운조합 등)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
11) 법 제2조제8호에서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음.
12) 법 제2조제2호에서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
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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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습선원에 관한 외국 당국으로의 아국 회신 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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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습선원에 관한 외국 당국으로의 아국 회신 서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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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
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퇴치, 이주 노동자 및 가내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파.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란 1948년
설립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가 1982년에 명칭을 바꾼 유엔의 전문
기구로,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정부만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이다.
하.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란 1948년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발족한
유엔의 전문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세계보건
기구는 1967년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을 발간하였다.
갸. “비차별 조항(No more favourable treatment)"이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이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선박보다 불공평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냐. "인정단체(RO ; Recognized Organization)"란 책임당국이 노동조건에
대한 검사의 시행 또는 증서의 발급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 적임
이며 독립적으로 인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공적 기관(Public institutions)
또는 다른 단체(Other organizations)를 말한다.
댜. “선원의 권리(Seafarers' rights)"란 선원의 고용과 사회적인 권리,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로할 권리, 공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리, 양호한 주거
및 근로 환경에서 일할 권리, 건강 보호를 위한 권리, 의료 보호, 복지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타 조건을 말한다.
랴.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개정
규정(STC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이란 선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력, 기술, 해기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IMO에서 마련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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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말한다.
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이란 1912년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사고를 계기로 모든 상선의 항해 안전,
여객선에 대한 수밀 구획 및 방화격벽, 구명설비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IMO에서 마련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뱌.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
(MARPOL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nd its 1978 Protocol)」”란 기름뿐만 아니라, 육지
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IMO에서 마련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샤. “통신사(RO ; Radio Officer)"란 선박에서 통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선박직원으로 「전파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야. “유능부원(AB ; Able Seaman)”이란 감독직무나 특수부원의 직무가
아닌 갑판부에서 근무하는 부원에게 요구되는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국내법령 또는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의하는 일체의 선원을 말한다.
쟈. “일반부원(OS ; Ordinary Seaman)"이란 갑판부에서 근무하는 자격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부원을 말한다.
챠. “기관부원(ERR ; Engine Room Rating)"이란 기관부에서 근무하는 부원을
말한다.
캬. “기본급(Basic pay) 또는 기본임금(Basic wage)"이란 그 구성에 관계
없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수당, 유급휴가비 또는 기타 추가적 보수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13)
탸. “통합임금(Consolidated wage)"이란 기본급과 기타 보수 관련 급여를
포함한 임금 또는 봉급을 말하며, 통합임금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
13) 법 제2조제11호에서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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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모든 임금 관련 급여를 포함하거나 또는 부분적 통합에 있어서는
일부 급여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퍄. “근로시간(Hours of work)"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
되는 시간을 말한다.
햐. "휴식시간(Hours of rest)"이란 근로시간이외의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
(Short breaks)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거. “시간외근로시간(Overtime)"이란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너. "「1993년 해사 유치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1993)」"이란 나라
마다 독특한 해사 유치권14)과 저당권15)에 대한 제도가 상존하여 선하
증권법과 같은 국제적 통일기준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1993년 국제
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IMO의 노력으로 마련된 국제 협약이다.
더. “작업언어(Working languages)"란 모든 선박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선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정한 언어를 말한다.16)
러. “연소선원(Young seafarers)"이란 18세 미만의 선원을 말한다.
머. “특수목적선(Special purpose ships)"이란 「특수목적선 코드(2008 SPS
Code ;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2008)」에 따라 그
선박의 역할상의 이유로 12인을 초과하는 특별인원을 수송하는 기계로
14) 선박에 대하여 발생한 일정한 법정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 속구, 부속물로
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 상의 특수한 담보물 권리를
말하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해산 또는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에만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에 불이익을 받는 해사채권자에게 우선특권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15) 선박저당권은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나, 고가의 동산으로서 이용가치가
높아 상법에서는 선박등기라는 공시제도에 의하여 선박저당권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16) 모든 선박에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선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업
언어를 설정하여야 하며, 본선 항해일지는 이 언어로 기록되어야 한다. 회사 또는 선장
중 적절한 쪽이 적절한 작업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각 선원은 그 언어를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선원의 경우 그 언어로 지시 및 지침을 하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언어가 기국의 공식 언어가 아니라면, 게시되어야 하는 목록과 모든 도면은 작업
언어로의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함(SOLAS 협약 제5장제1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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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어떤 선박이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이하 "SOLAS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12인을 초과
하는 여객을 수송하는 경우 이 선박은 특수목적선이 아니라 여객선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버. “선박용 국제의료지침(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이란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라 한다)
에서 선원이 선상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플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1967년 발간한 안내서이다.
2007년에 발간된 제3판이 최신판이며, 2010년에 선내 의료함에 관한
부분을 최신화한 추록이 발간되었다.
서. “위험화물사고 의료응급처치지침(MFAG ;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이란 위험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방법을 규정한
지침서로서 WHO에서 발간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의 부록이다.
어. “국제해사훈련지침(An international Maritime Training Guide)"이란
1985년 IMO와 ILO의 합동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침서를 말하며, 항해
ㆍ통신ㆍ소화ㆍ구명ㆍ기관 설비 등의 사용법, 의료관리, 비상상황에서의
조치 등에 대한 선상에서의 훈련ㆍ교육 방법ㆍ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 “국제신호서의 의료편(The medica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이란 항해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여러 비상상황에서 언어적
장해가 있을 때의 신호방법과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신호서의
제3편으로 의료부문(Medical signal code)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처.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SAR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as
amended)」"이란 해상에서의 국제적인 수색 및 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MO에서 마련한 국제협약이다.
커. “국제 항공 및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매뉴얼(IAMSAR manual ; the
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manual)"
이란 육상 및 해상에서 항공기 및 선박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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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자와 구조자의 수색구조활동 절차를 명시한 지침서로서 세계 각
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SAR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as
amended)(이하 ”SAR 협약“이라 한다)」 및 SOLAS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과 항공수색구조업무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IMO가 합동으로 채택하였다.
터. "1996년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내 사고방지 실무코드(the ILO code
of practice entitle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ship at sea and
in port, 1996)"란 선상에서 선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지침의 제공하기 위해 ILO에서 마련한 실무코드로 1994년에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1996년 개정되었다.
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및 권고(제118호) - the
Guarding of Machinery Convention, 1963(No.119) and the Guarding of
Machinery Recommendation, 1963(No.118)」"란 ILO가 적절하지 않게
방호된 기계의 판매, 대여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국제
협약(권고 포함)을 말한다.
2. 주요 개념
가. 선원의 권리
1) 협약의 목적은 모든 선원이 적절하고 양호한 수준의 근로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원이 근로 및 생활 기준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본권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협약 본문 제3조(기본권 및 기본원칙)는 각 회원국의 자국 법령이
다음의 기본권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의 제거
다)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라)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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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선원은 ①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보안된 작업장에 대한
권리, ② 공정한 고용 조건에 대한 권리, ③ 선내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 및 ④ 건강보호ㆍ의료관리ㆍ복지대책ㆍ기타
형태의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이러한
선원의 근로 및 사회적 권리가 협약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검사 및 인증
기국은 선박에 대한 규칙적인 검사, 감시 및 다른 통제 수단을 통하여
선박이 협약의 요건과 협약에 따른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조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또는 다른 나라의
항구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협약 규정 제5.1.3조에 따라 부록 A5-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 받아야 한다. 검증은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강제화 되나, 선박소유자가 요청
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검증된 선박에 대해서는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발급(승인)하는데,
이 중에서 적합선언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진다. 제1부는 기국의
책임당국에 의해 작성ㆍ발급되며, 선박이 검증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국의 관련 요건을 수록하고 있다. 제2부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고 인증검사(임시인증검사 제외)에 합격한 후 기국의 책임
당국이 승인ㆍ발급하며, 선박이 해당 기국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
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다. 적합선언서의 양식은 협약의 제5장 부록 A5-Ⅱ를 참조한다.
2) 검증 대상이 아닌 선박은 협약의 요건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간격
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증 대상 선박과 검증 대상이 아닌
선박의 차이점은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발급 여부이나 , 적합
선언서 제1부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
아닌 선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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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 적용의 유연성
1) 선박과 선원에 대한 일반적 적용
특정 선박(또는 선박의 범주)에 대하여 협약에 적용되는지 또는 특정
사람의 범주가 협약의 취지 내의 선원에 속하는지 17) 또는 협약의
요건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소형선에 대하여 적용하는지는 책임
당국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일체의 결정사항은 ILO의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특정 요건의 적용
가) 선원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협약 규정 제3.1조와 협약
기준 제A3.1조의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동등 규정, 특정 요건의
적용 또는 면제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국내법령 또는 기타
조치에서 다루는 자국의 이행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기국의
책임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
나) 기국의 실질적인 동등 규정과 협약 기준 제A3.1조에 따른 면제
사항이 협약의 검증 요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선언서
제1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실질적 동등(Substantial equivalence) 규정18)
가) 각 회원국은 협약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특정 요건을 코드 A
(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협약 본문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실질적 동등 규정
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특히 검증 대상 항목과 관련된 실질적
동등 규정은 적합선언서 제1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나) 또한, 각 회원국은 실질적 동등 규정의 채택을 검토함에 있어
관련된 코드 A(기준)의 개별 조항(들)이 협약의 일반적인 목표와
목적을 철저하게 달성하고 유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7) Resolu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94th (Maritime)
Session, Ⅶ. ‘Resolution concerning information on occupational groups‘ 참조.
18) 우리나라는 ‘실질적 동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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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가)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은 현존선이거나 일정 크기
미만 또는 일정 범주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상이하고 특이한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갖고 있는 선원들의 이해관계를 차별 없이 배려하여야 하는
특수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하지만,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의 면제나 변경사항은 반드시 선박소유자와 선원 단체와의
협의를 한 후에만 승인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적합선언서
제1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나)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은 선박의 구조 및 설비와 관계
되는 요건으로 협약이 회원국에서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협약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의 ILO 협약에
규정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와 관련된 요건이 해당 회원국의 국내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적용되었던 범위까지 적용한다.
라) 하지만,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 협약 기준 제A3.1조를
포함하여 선박의 구조 및 설비와 관련되지 않은 협약의 요건들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현존선)에도 적용한다.
마)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협약 기준 제A3.1조제20항과
제21항에 따라 협약 기준 제A3.1조제7(b)항(냉방시스템), 제11(d)항
(세면기), 제13항(세탁시설) 그리고 제9(f)항, 제9(h)항부터 (l)항까지의
바닥 면적 관련 사항 중 일부 요건을 특정 상황에 따라 회원국이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바) 또한, 여객선, 특수목적선,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협약 기준 제A3.1조제6항(거주구역), 제9항(침실), 제10항(주방),
제11항(위생시설), 제15항(사무실) 중 특정 요건을 면제할 수 있거나
보통의 선박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협약 기준 제A3.1조제19항에 따라 상이하고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의 이익에 대한 차별 없는 배려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 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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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을 부여하여 협약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5) 기국검사제도의 책임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협약의 요건에 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가) 협약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작성
나)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기국 검사관의 확보(훈련 및 능력)
다) 기국 검사관의 권한, 지위 및 독립성을 규정하는 법령의 개발
라) 기국 검사관의 임무 및 비밀유지에 관한 지침
마) 기국 검사관에 대한 신분증명(자격증명서)
바) 보고 책임
사) 인정단체에게 검사제도의 특정 사항에 관한 위탁(해당 시)
아) 불만처리 및 정보요청에 대한 접수 및 대응을 위한 절차 구축
6) 협약에서 요구하는 문서
가) 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선박에는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가 비치
되어 있어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다른 나라의 항구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적합선언서를 첨부한
적합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의 사본 1부는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이 사본은 선원,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과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적합증서는 책임당국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인정단체가 협약
제5장 부록 A5-Ⅰ에 열거된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협약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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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요건 검사를 완료한 후 발급되어야 한다. 적합선언서는
적합증서가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적합증서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4) ① 신조선의 인도, ② 선박의 국적 변경, ③ 선박소유자가 운항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박에 대해 운항 책임을 맡은 경우, 임시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일 회원국에 의하여 동일 선박소유자에게는 최초 6개월
이후 연속된 임시적합증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 임시
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적합선언서는 발급될 필요가 없다.
(5) 적합선언서 제1부는 회원국의 책임당국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제1부는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기술
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당국이 인정하는 실질적 동등 규정이나
면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1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적합선언서 제2부는 선박소유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국내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지속적
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식별ㆍ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2부는 책임당국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인정단체에서
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검토ㆍ승인되어야 한다.
나) 또한, ① 협약 기준 제A2.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표준화된
선내작업배치표, ② 협약 기준 제A1.2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된
건강진단서 및 ③ 협약 기준 제A4.1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된 선내
의료보고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7) 인정단체의 지정19)
가) 각 회원국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공공 기관 또는 다른 단체에
기국을 대행하여 해사노동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증서의 발급
또는 양자 모두를 시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나,20) 어떠한 경우
19) 법 제13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증검사를 시행하거나 법 제140조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인증검사를 대행하고 있음. 다만, 법 제138조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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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의 발급에 관하여 전적
으로 책임을 가진다.
나) 또한, 회원국은 권한을 위탁한 인정단체에 관한 정보를 국제노동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목록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이 정보
에는 인정단체가 위탁 받은 기능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제노동
사무소는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회원국은 인정단체를 지정할 때 인정단체의 역할에 대한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21) 인정단체는 책임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기국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과정
등에서 선원에 의해 제기된 결함을 확인하고 기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 그 결함 (불만사항 포함 )에 대한 조사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해 필요한 조치는 책임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8) 선내 불만에 대한 대응
가) 각 회원국은 선내에서 발생한 불만사항을 접수 및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약 회원국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적합선언서에 식별ㆍ작성된 조치의 이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각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인정단체에 권한을 위탁하기 위하여 ① 협약의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와 선원을 위한 최저 요건, 고용조건, 거주설비,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사고 방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를 포함하는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② 그 직원의 전문성을 유지 및 최신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③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 및 관련 국제협약 문서뿐만 아니라 협약의 요건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④ 위탁하는 사항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한 적절한 규모, 조직,
경험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함.
21) 우리나라 인정단체(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는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최초ㆍ갱신
ㆍ중간 인증검사, ② 법 제137조제3항에 따른 임시인증검사, ③ 법 제137조제4항에 따른
특별인증검사 중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특별인증검사
및 ④ 기타 인증검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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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의 상태나 적합선언서 제2부의 불이행 등에 관한 정보는 각종
선박 검사 또는 점검 과정에서 선원에 의해 인정단체로 신고 되는
등 수많은 출처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다) 각 회원국은 이러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대응하는 절차와 불만
사항과 관련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인정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 회원국의 책임당국으로부터 특정
불만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만사항의 해결에 관한 책임은 회원국의 책임당국에게 있다.
9) 협약에 따른 항만국 통제 점검
가) 항만국 통제 점검은 자발적 또는 임의적이지만, 한 국가가 그러한
점검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효과적인 항만국 통제
점검과 모니터링 제도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항만국 통제 점검은 선박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의 요건은 협약의 본문, 규정 그리고 코드 A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의 코드 B는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다) 항만국 통제 점검은 협약 부록A5-Ⅲ에 열거되어 있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과 관련된 14개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나, 14개
항목 이외에도 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준수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또한, 항만국은 자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의 선원이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 해당 사항을 접수 , 조사 및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주요 규정
가. 선원의 선내 근로를 위한 최저 여건
1) 최저연령(규정 제1.1조 / 인증 및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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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인 선원에 대하여는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를 포함하는 최소한 9시간 동안에 야간근로가 금지된다.22)
나) 다만, 18세 미만인 선원에 대하여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된
훈련이 해당 선원에게 필수적이거나, 업무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이 해당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근무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야간근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3)
2) 건강진단서(규정 제1.2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선원은 회원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
하여야 하며,24) 해당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색각은 6년)이며,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이다.25)
나) 항해 중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26)
다)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건강
진단서는 최소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훈련과 자격증명(규정 제1.3조 / 인증 및 검사항목)

22) 법 제91조에서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92조
에서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나,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전술한 바와 같음.
24) 법 제8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ㆍ수리 받은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법 제54조에서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특수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해 중에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6)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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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며,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선내근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7)
4) 직업소개(규정 제1.4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각 회원국은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에 대하여 표준화된 면허ㆍ인증
제도 또는 기타 형식의 규제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28) 선원직업소개소는 선원에게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9)
나)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원소개소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소개소가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0)
나. 근로조건 규정
1) 선원근로계약(규정 제2.1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선원근로계약서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27) 법 제116조에 따라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가 제한됨. 또한,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기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법 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선박직원법」 제1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함.
28)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내 · 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선원인사관리 업무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를 포함)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제출하여 해운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29) 법 제111조에 따라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 · 모집 · 채용 · 관리에 종사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 · 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 · 모집 · 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
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
30) 법 제113조에 따라 구직 · 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선박소유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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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31)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계약서를 검토 및 자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32)
나) 협약에서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토록 규정하는 사항 ① 선원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②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③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 ④ 선원이 고용될 직무,
⑤ 임금액 또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식, ⑥ 유급
휴가 일수 또는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식,
⑦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및 조건, ⑧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
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급여, ⑨ 선원의 송환 수급권, ⑩ 기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33)
다) 선원근로계약의 조기 종료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예고
하여야 할 최단 예고기간은 해당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7일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34)

31) 법 제43조에 따라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
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32) 법 제2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33)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에는 ①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②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④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⑤ 임금에 관한 사항, ⑥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⑦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⑧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⑨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⑩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⑪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4)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다만, ①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및 ③ 선원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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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규정 제2.2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임금은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도록 지급되어야 하며,35) 선박
소유자는 적용환율과 부가적인 보수를 포함한 월급명세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36)
나) 선원은 가족 등에게 일정 주기로 은행 송금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요구할 수 있다.37)
다) 송금과 관련하여 환율은 국내법령에 따른 통상환율 또는 공표
환율을 적용하여 선원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규정 제2.3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각 회원국은 협약의 요건에 합치하도록 일정 기간에 대한 최대
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통상 근로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 주1일 휴식 및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하되, 동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38)
다) 최대근로시간은 1일 24시간 중 14시간, 7일의 기간 중 7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최소휴식시간은 1일 24시간 중 10시간,
7일의 기간 중 77시간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39)
35)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 ·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36)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①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구성
항목에 관한 사항 및 ③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함.
37) 법 제5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38)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를 명할 수 있음.
39)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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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중 한번은 최소 6
시간이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0)
마) 선박에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을 포함하는 선내작업
배치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 선원의 일일근로
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41)
4) 휴가에 대한 권리(규정 제2.4조 / 검사항목)
선원 유급휴가는 고용 매월 당 최소 2.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연차유급휴가를 보류하는 일체의 협정은
금지되어야 한다.42)
5) 송환(규정 제2.5조 / 검사항목)
가) 각 회원국은 선원이 정당하게 송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재정 보증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여야 한다.43)
나) 선원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원근로계약이 실효될 경우 또는 선박
소유자나 정당한 사유로 선원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또는
선원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선원
40) 법 제6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
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41) 법 제6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
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은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42) 법 제70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부여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여야 함.
43) 법 제40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장소까지 선원을
송환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등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에 따라 송환과 관련된 서류를 선원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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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국내법령 및
기타 조치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이 근로 의무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을
무상으로 송환하여야 한다.44)
다) 기국의 책임당국이 선원의 송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선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선원의 국가에서 송환할 수 있으며,
기국의 책임당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45)
라) 송환비용을 지불한 회원국은 선박의 기국으로부터 송환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거나
출항정지를 요청을 할 수 있다.46)
6) 선박의 침몰시 선원보상 등(규정 제2.6조)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경우 , 선박소유자는 각 선원에게 해당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하여 발생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
하여야 하며,47) 사망 또는 재해보상 시 선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48)

44) 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
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함.
다만, ①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② 선원이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및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음.
45) 법 제4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함.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또한,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 나라로 송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에 구상함.
46)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시키고 송환
조치에 든 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음.
47) 법 제3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48) 법 제10장(제94조부터 제106조)에 따라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요양, 상병치료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한 재해 보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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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무수준(규정 제2.7조 / 인증 및 검사항목)
모든 선박에는 승무정원증서를 갖추어야 하며,49) 해당 증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승무하여야 한다.50)
다.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1)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규정 제3.1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은 협약 발효일 이후에 건조된
회원국의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며,51)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 , 「선박
안전법」 및 「선박설비기준(고시)52)」을 참조한다.
2) 식량 및 조달(규정 제3.2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승선 중인 선원은 고용기간 중에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아야
하며,53) 음식 준비를 책임지는 선박조리사는 자신의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54)
나) 선장은 식량 및 식수의 공급, 식량 및 식수 저장ㆍ취급에 사용
되는 모든 장소와 설비,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49)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제76조(선내 급식)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해양
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승무
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50) 선박소유자는 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선박직원법」 제11조(자격
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함.
51) 대한민국 국적 선박은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하여 관련 요건을 적용함.
52)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2호, 2009. 8. 21)」의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협약이 대한민국
에서 발효되는 날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함.
53) 법 제7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선내 급식비)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 금액을 밝혀야 함.
54) 법 제7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함. 다만, ①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③ 어선에
대하여는 선박조리사의 승선을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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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비에 대하여 빈번하게 서류검사를 하여야 한다.55)
다) 18세 미만인 선원은 선박조리사로 고용되거나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1) 선내 및 육상 의료관리(규정 제4.1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선내에서 필요한 약품, 진단의 제공 및 의료전문가의 이용 등이
육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 기항 시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56)
나) 선장과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는 표준의료보고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성된 의료보고서는 비밀이 유지되고 선원의 치료를 촉진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57)
다) 100명 이상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국제 항해를 하는
경우 의사를 승무시켜야 하며, 그 외 선박은 의료관리자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 승선하여야 한다.58)
2) 선박소유자의 의무(규정 제4.2조 / 검사항목)
가)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59)
55)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매월 1회 이상 ①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②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③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및 ④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함.
56) 법 제8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됨.
57)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료
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 · 관리 하여야 하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58) 법 제84조(의사의 승무), 제85조(의료관리자),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당되는 선박별로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를 승선시켜야 함.
59) 법 제10장(제94조부터 제10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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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 16주 동안
의료관리, 식사 및 숙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6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송환될 때까지의 임금과 송환되거나
하선한 때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임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61)
다) 선박의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계약이 체결될 때 고의적으로
은폐한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3) 건강ㆍ안전보호와 사고방지(규정 제4.3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는
적용 가능한 기준과 선내 안전ㆍ건강정책 및 프로그램을 준수
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기타 관련된 자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62)
나) 5명 이상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는 선내 안전위원회가 설치
되어야 하며, 선내 안전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의 권한을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함.
60) 법 제9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① 진찰, ②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③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 ⑤ 간병, ⑥ 이송 및 ⑦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을 지급하여야 하며, 승무(기항지
에서의 상륙기간, 승선 · 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61) 법 제9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게는 요양기간
(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
보상을 하여야 함.
62)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에 따른 선내 안전 · 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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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야 한다.63)
다) 선박 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당국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4)
4) 사회보장(규정 제4.5조 / 검사항목)
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부상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중 최소 3개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65)
마. 협약의 준수 및 집행
1) 일반원칙(규정 제5.1.1조)
가) 적합선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적합증서는 해당 선박이 책임당국
으로부터 적절히 검사를 받았으며,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만족한다는 추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66)
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검사의 시행 또는 증서의 발급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
하는데 적임이며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공적 기관 또는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
및 증서발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67)
다) 협약의 사본을 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68)
63) 법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에 따라 마련된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근거하여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담당자 등을 선임하여야 함.
64)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양
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함.
65)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9개)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은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어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은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법 상 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별도로 규정
하여 운영하고 있음.
66) 법 제12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합증서의 인증검사를 수검하고 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함.
67) 전술한 바와 같음.
68)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7조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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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규정 제5.1.3조)
가) 동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에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69)
나) 상기의 선박들은 적합선언서와 적합증서를 선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 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라) 적합증서는 중간 및 갱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선박이 새롭게
인도되거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임시적합
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적합선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마) 적합선언서 등의 양식은 협약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거주구역의 구조가 변경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70)
바) 적합증서는 ①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해당되는 인증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중간 또는 특별 검사를 시행한 후에 적합
증서에 배서가 되지 아니한 경우71) 또는 ③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또는 ④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운항에 책임을 가지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⑤ 거주구역의 구조 또는 설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등에 효력이 정지된다.

69) 우리나라는 법 제135조에 따라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및 ③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함.
70)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의 규정에 따라 ① 신조선의 인도, ② 선박의 국적 변경 및 ③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며, ⑴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와 ⑵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인증검사를 받아야 함.
71) 법 제138조제7항에 따라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할 때까지 적합
증서의 효력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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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및 집행(규정 제5.1.4조)
가) 각 회원국은 정기적인 검사, 감시 등의 체계를 통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을 주기적
으로 검증하여야 한다.72)
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모든 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책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언어로 작성된 보고서의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1부는 선원
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선원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선내불만처리절차(규정 제5.1.5조 / 인증 및 검사항목)
가) 선박소유자는 협약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하며,73) 불만을 제기한 선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희생물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74)
나) 모든 선원에게 선내불만처리절차 사본 1부가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에는 책임당국의 연락정보와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선원의 거주 국가가
선박의 기국과 다른 경우)되어 있어야 한다.
5) 항만국 책임(규정 제5.2조)
가) 회원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75)
72) 전술한 바와 같음.
73)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①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②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③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선내고충처리 담당자 및 ④ 선내고충
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선내 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
74)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75) 법 제1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내 항(정박지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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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가 발급ㆍ작성ㆍ기재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선박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했다는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된 경우 또는 선박의
특정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불만신고가 있는 경우, 항만국은 세부적인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76)
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은 선박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기국의 대표
에게 알리고, 다음 기항지의 책임당국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77)
라) 선박소유자 등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등 적절하게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항만국은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출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8)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①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② STCW 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③ STCW 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④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및 ⑤ 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음.
76) 법 제133조에 따라 ①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② 선원의 근로
기준 및 생활기준이 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③ 선박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
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④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
점검을 실시하고 ⑴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⑵ 점검결과 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77) 법 시행령 제49조의5에 따라 상세 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 대한민국 국민인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78) 법 시행령 제49조의5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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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Ⅰ. 인증검사의 개요
1. 인증검사의 대상
협약의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②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사노동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9)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과 ③ 기타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문서인 적합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법령의
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식별한 조치
사항이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적합
선언서를 승인ㆍ발급 한다.
2. 인증검사의 종류80)
가. 임시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의 시행 전에 ① 신조선의 인도, ② 선박의 국적 변경,
③ 선박소유자 변경의 사유로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임시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임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 한다.
또한 , 임시적합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다시 임시인증검사를 시행
하고 임시적합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79) 협약 규정 제5.1.3조의 규정 참조.
80) 법 제1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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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초인증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최초인증검사
선박이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을 위한 검사이기도 하다. 최초
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 한다.
다. 중간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는 최초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
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에 시행되는 검사로, 최초인증검사 또는 갱신
인증검사 시행 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적합증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중간인증검사의 검사 범위와 수준은 원칙적
으로 최초인증검사와 동일하다.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적합증서의
제3쪽 중 3쪽의 “중간인증검사의 확인”란에 검사 결과가 배서된다.
라. 갱신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발급되는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시행되는 검사로,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시행되며, 갱신인증검사의 범위와 수준은 최초인증검사와 동일하다. 갱신
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새로운 적합증서가 발급되나,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갱신인증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한 선박은 해당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는 날까지 유효한 새로운
적합증서가 발급 된다.
마. 특별인증검사
적합증서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①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81) ②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 등과 관련한 선상 노동분쟁의 발생 또는 ③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의 위반으로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81) 특별인증검사는 원칙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해서만 시행되나,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에 따른 검사는 법 제 140조에 따라 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
선급)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음.

40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관청은 해당 사항에 대한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적합증서의 제3쪽 중 3쪽의
“추가배서”란에 검사 결과가 배서된다.

Ⅱ. 인증검사의 절차82)
1. 인증검사의 신청 및 접수
선박소유자83)는 인증검사 기관을 지정84)하고 인증검사 신청서와 함께
적합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선박국적증서의 사본,85) ITC의 사본을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 제출86)하여야 한다.
부산청은 인증검사 신청 사항을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선박소유자가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
검사를 수검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검사 신청서, 구비서류 사본 등 인증
검사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대행기관에 송부(요청)한다.
2. 적합선언서의 검토
부산청은 인증검사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인증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적합선언서가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 다음의 문서와
함께 검토87)한다.
82) 2013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등 해사노동협약 민원사무의
객관성 확보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재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의 제정 작업
중에 있으며, 동 안내서에서는 제정 작업 중인 규정(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현행 인증검사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3) 인증검사 신청의 주체는 인증검사 대상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전부 이행할 수 있는 선박관리업자만 될 수 있음. 따라서, 선박관리업자가
인증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 등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전부
이행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예) 선박관리업자가 선원의 임금을 선박소유자
로부터 받아 지급할 경우 관리업자를 선박소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84) 선박소유자는 부산청 또는 법 제140조에 따른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
중에서 선박의 운항일정에 맞춰 인증검사의 시행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85) 선박의 용선 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와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선박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국내법령에 따라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상화물
사업등록증 - 운항명세서 포함, 관리계약서, 용선(리스)계약서 등)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86) 향후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전국의 해양수산관청에 배치되면 인증검사가 시행되는 항구의
관할 해양수산관청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
87) “부록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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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증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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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증검사 대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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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합선언서 제2부(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인용하는 경우, 관련
매뉴얼 포함)
나.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88), 취업규칙89) 및 표준 선원근로계약서
다.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와 그 대리인간의 선원공급계약서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
라. 선내불만처리절차
마. 선원직업소개소의 면허증 또는 인증서
바.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선원직업소개소 검증결과서 또는 제3자가 검증
하고 작성한 선원직업소개소 검증결과서
3. 인증검사의 실시
가. 인증검사계획의 통보
부산청은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증검사 개시 전까지 적절한
인증검사 시간을 정하고, 그 계획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대행
기관에 의해서 인증검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직접 검사
계획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나. 거주설비 도면검토 및 확인
부산청은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어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대해 인증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88) 단위노조가 없는 국적선박의 경우, 선원 단체와 한국선주협회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비치하여야 함.
89) 법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①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③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 · 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④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 · 안전 ·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⑤ 퇴직에 관한 사항, ⑥ 실업
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⑦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⑧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⑨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⑩ 산전 · 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해양수산관청에 신고
하는 서류를 말하며, 해양수산관청은 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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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증검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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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증검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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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에 따라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등의 서류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인증검사의 시행
1) 부산청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9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91) 인증검사 결과가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적합증서
(적합선언서 포함)를 발급한다.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 과정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한
결함 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 등이 명시된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
되는 경우 ) 또는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해당되는 경우 )를 발급
한다. 선박소유자는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검사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적합증서(적합선언서 포함)를 발급한다.
2) 대행기관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인증검사원(이하 “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92) 인증검사 결과가 국내법령과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 확인서(Statement of fact)93)와
인증검사 결과보고서를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한다.
90) “부록 1” 참조.
91) 일반적으로 인증검사는 ① 인증검사반 소개 및 인사, 인증검사의 목적,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설명 등 시작회의로 시작하여 ② 적합선언서 검사 → ③ 문서 및 기록 확인 → ④ 선장
및 선원 면담 → ⑤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등에 대한 현장 검사 ⑥ 보고서 작성 → ⑦ 종료
회의 순으로 진행함.
92) 전술한 바와 같음.
93) 인증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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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검사원은 인증검사 과정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한
결함 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 결과보고서
및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 등이 명시된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를 발급한다. 선박
소유자는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인증검사원은 시정조치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인증
검사 확인서를 발급한다.
인증검사 확인서가 발급된 후 대행기관은 인증검사원이 작성한 인증
검사 결과보고서,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인증검사 관찰
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한 서류 등 인증
검사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이하 “인증검사 결과 문서 일체”라 한다)를
부산청에 보고한다. 부산청은 보고받은 문서를 검토하여 인증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적합증서(적합선언서 포함)를 발급한다. 만약 보고한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산청은 대행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적합증서(적합선언서 승인 포함)를 발급한다.
4. 인증검사 보고서의 작성
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은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인증검사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본 1부는 부산청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선박소유자에게
전달한다. 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은 선원을 대신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 1부를 선원의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부산청
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검사 보고서의 사본 1부를 해당 선박의 선원이 볼 수
있도록 선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선박소유자명”란은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성명(또는 법인명)을
영문으로 적는다.
나.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IMO 번호” 및 “선박진수일”란은 선박
국적증서(영문)의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IMO 번호”
및 “진수일”을 각 각 영문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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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인증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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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종”란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
증서의 선종을 영문으로 적는다.
라. “총톤수”란은 ITC의 국제총톤수를 적는다. 다만, ITC의 비고란에
「1969년 톤수협약」 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져 있는 경우,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ITC의 국제총톤수를 함께 적는다.
예) 999(ITC 1,999)
마. “선박등록일”란은 「선박등록시스템」을 확인하여 "YYYY. M. D." 형식
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최초로 선박을 등록한 일자를 적는다.
예) 2015. 1. 9.
바. “선원의 수”란은 “전체 선원수(외국인 선원수)” 형식으로 선원수첩(또는
선원신분증명서)과 선원명부를 확인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수를
구분하여 적는다.
예) 한국인 10명, 외국인 12명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22(12)
사. “주요항로”란은 항해일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주요 기항국가를 영문
으로 적는다.

예) China

아. “인증검사의 종류”란은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ㆍ특별 인증검사 중
에서 선택하여 표기한다.
자. “인증검사일”란은 "YYYY. M. D." 형식으로 인증검사를 시행한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차. “인증검사 장소”란은 인증검사가 이루어진 항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는다.

예) Busan

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기관명”란은 승인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영문으로 적는다.

예) Busan, Republic of Korea

파.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일자”란은 "YYYY. M. D." 형식으로 적합
선언서를 승인한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하. “주무인증검사관”란은 주무인증검사관(주무인증검사원)의 성명을 영문
으로 적고 서명한다.

예) HONG, GIL-DONG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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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인증검사관”란은 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한다.
예) HONG, GIL-DONG / 서명
냐. “결함번호”란은 “해당 결함의 연번 / 전체 결함의 수” 형식으로 결함
번호를 적는다.

예) 전체 결함의 수가 10개인 경우 첫 번째 결함

보고서의 결함번호는 “1 / 10”으로 적음
댜. “결함내용”란은 결함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랴. “협약의 요건”란은 협약의 기준과 조항을 적는다.
예)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A2.1.1"
먀. “국내 기준의 요건”란은 법 관련 조항을 적는다.
예)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43조
뱌. “시정기한”란은 ”YYYY. M. D.“ 형식으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
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를 참고하여 인증검사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지정되는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샤.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란은 인증검사관이 간단명료하게 국문과 영문
으로 적고, 피검사책임자, 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 및 주무인증검사관
(주무인증검사원)이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한다.
야.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란은 피검사책임자가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그 내용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피검사책임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한다.
쟈. “시정조치 완료일”란은 인증검사관은 "YYYY. M. D." 형식으로 결함의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적절하게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챠. “시정조치 결과 확인"란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인증
검사관(인증검사원) 및 주무인증검사관(주무인증검사원)의 성명을 영문
으로 적고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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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관찰사항 내용”란은 관찰사항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탸. “관찰사항 내용 확인 ”란은 관찰사항에 대하여 피검사책임자 , 인증
검사관(인증검사원) 및 주무인증검사관(주무인증검사원)이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한다.
5. 적합선언서의 승인
가. 적합선언서 제1부
적합선언서 제1부 부산청에서 적합증서 발급 시 함께 승인ㆍ발급한다. 다만,
임시적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적합선언서 제1부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적합선언서 제1부의 제6쪽 중 5쪽에는 인증검사관의 성명, 직책 등을
작성한 후 인증검사관이 직접 서명94)하고 부산청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제6쪽 중 6쪽에는 협약 본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동등
사항과 협약 제3장의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과 조달에 관한 규정
중 각 회원국의 면제사항을 기재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선박에 대한 침실,
거실 또는 휴게실 등에 관한 면제사항은 일부 규정95)하고 있지만 실질적
동등사항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나. 적합선언서 제2부
적합선언서 제2부는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인증검사 신청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이행 계획 및
절차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선박
소유자명, 회사의 주소, 서명자의 성명(선박소유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
서명자의 직책, 작성일, 선박소유자(회사)의 인장 또는 명판을 날인한다.
94) 적합선언서 승인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권자의 서명.
95) ①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은 개별 침실 요건 면제(「선박안전법 시행
규칙」 별표6 제4호)
②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은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거실 또는 휴게실을 제공
하여야 하는 요건 면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제4의2호)
③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은 “위생시설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요건 면제(「선박설비기준」 제32조 제3항)
④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은 사무실 설치 면제(「선박설비기준」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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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증검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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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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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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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은 인증검사 시행 전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적합
선언서 제2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박의 안전
관리매뉴얼, 표준선원근로계약서, 선내불만처리절차 등의 서류와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인증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증한 후 적합증서의
발급과 함께 승인ㆍ발급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선박
(선박소유자)은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적합선언서 제2부가 임시인증검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적합선언서 제2부를 승인ㆍ발급하지는
않는다.
다. 적합선언서의 작성(승인) 방법
1) 적합선언서 제1부
가) “선명”과 “IMO 번호”란은 선박국적증서의 “선박의 명칭”과 “IMO
번호”를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나) “총톤수”란은 ITC의 국제총톤수를 적는다. 다만, ITC의 비고란에
「1969년 톤수협약」 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져 있는
경우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ITC의 국제총톤수를
함께 적는다.
예) 999(ITC 1,999)
다) “성명”과 “직책”란은 발급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
권자의 성명과 직책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라) “서명”란은 결재권자의 서명인을 날인한다.
마) “장소”는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ㆍ도 단위
영문을 적는다.

예) Busan, Republic of Korea

바) “날짜”란은 "YYYY. M. D." 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증검사를 완료한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사)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란은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한다.
아) “발급기관명”란은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예) 부산 및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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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질적 동등사항”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취소선을 그어서
삭제한다.
예)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 동등
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Ⅵ,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차) “면제사항”란은 다음 표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사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선을 그어서 삭제한다.
예) 협약의 제3장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국 문

영 문

①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
목적선에 대하여 개별 침실 요건 면제

①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individual sleeping rooms

②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거실 또는
휴게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요건 면제

②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an adjoining sitting room, day room
or equivalent additional space for the
master, the chief engineer and the
chief navigating officer

③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위생시설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요건 면제

③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sanitary facilities within easy access of
the
navigating
bridge
and
the
machinery space or near the engine
room

④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사무실 설치 면제

④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ship's office

[표 2-1] 적합선언서 제1부의 면제 가능 항목
2) 적합선언서 제2부
가) “선박소유자명 ”란은 선박국적증서 (영문 )의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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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 주소”란은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주소”를 적는다.
다만,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 「선박법」에 의한 선박
소유자와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영문) 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
받은 선박이력기록부(영문)에 기재된 주소를 적는다.
다) “서명자의 직책”란은 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선원관리업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급 직원의
직책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라) “서명자의 서명”란은 서명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인을 날인
한다.
마) “날짜”란은 "YYYY. M. D." 형식으로 선박소유자가 적합선언서 제2부를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한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바) “선박소유자의 인장 또는 스탬프”란은 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서명을 서명해야 하며,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법인의 명판을 날인한다.
사) “성명” 및 “직책”란은 발급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권자의 성명과 직책을 영문으로 적는다.
아) “서명”란은 결재권자의 서명고무인을 날인한다.
자) “장소”란은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시ㆍ도 단위 영문으로 적는다.
예) Busan, Republic of Korea
차) “날짜”란은 "YYYY. M. D." 형식으로 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증
검사를 완료한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카)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란은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한다.
타) “발급기관명”은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예) 부산 및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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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합선언서의 재발급
선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선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선언서의 모든 장 우측 상단에 “Re-issued" 고무인을 날인한다.
6. 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가. 임시적합증서의 발급
임시인증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임시적합증서를 발급한다.
나. 적합증서의 발급
최초ㆍ갱신 인증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유효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적합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경우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있지만,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을 넘을 수는

없다.
다. 적합증서의 배서
중간ㆍ특별 인증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적합증서의 제3쪽

중 3쪽의 “중간인증검사의 확인”란 또는 “추가배서”란에 인증검사관(인증
검사원 포함)의 서명, 인증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장의 관인을 날인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적합증서의 배서라고 한다.
라. 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배서 방법
1) (임시)적합증서의 제3쪽 중 1쪽(또는 제2쪽 중 1쪽)
가) “증서번호”란은 “XX-YYYY-NNNN" 형식으로 적는다.
(1) XX : 발급기관의 구분기호(영문)(「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별표 2 참고)
(2) YYYY : 검사연도(숫자)
(3) NNNN : 연도별 일련번호(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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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급기관명”란은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예) 부산 / Busan

다) “발급기관의 주소”란은 국문과 영문으로 적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을
참고하여 적는다.
라)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및 “IMO 번호”란은 선박국적증서
(영문)의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및 “IMO 번호”를
각 각 영문으로 적는다.
마) “등록일자”란은 "YYYY. M. D." 형식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최초로
선박을 등록한 일자를 적는다. 예) 2015. 1. 9.
바) “총톤수”란은 ITC의 국제총톤수를 적는다. 다만, ITC의 비고란에
「1969년 톤수협약」 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져 있는
경우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ITC의 국제총톤수를
함께 적는다.
예) 999(ITC 1,999)
사) “선박의 종류”란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서의 선종을 영문으로 적는다.
아) “선박소유자명”과 “선박소유자의 주소”란은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성명(법인명)”과 “소유자 주소”를 영문으로 적는다. 다만,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 「선박법」에 의한 선박소유자와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영문)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
이력기록부(영문)에 기재된 주소를 적는다.
2) (임시)적합증서의 제3쪽 중 2쪽(또는 제2쪽 중 2쪽)
가) 증서의 “유효기간”란은 "YYYY년 M월 D일“과 ”YYYY. M. D."형식
으로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적는다.

예) 2020년 1월 8일 및 2020. 1. 8.

나) 증서의 “검사완료일” 및 “발급일”은 “YYYY년 M월 D일”과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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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형식으로 적합증서 발급을 위하여 인증검사의 결과를 보고한
날을 적는다.
예) 2015년 1월 9일 및 2015. 1. 9.
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발급장소”는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ㆍ도 단위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예) 부산광역시 및 Busan, Republic of Korea
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발급일”란은 “YYYY년 M월 D일”과 "YYYY.
M. D." 형식으로 적합증서 발급을 위하여 인증검사의 결과를 보고한
날을 적는다.
예) 2015년 1월 9일 및 2015. 1. 9.
마)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란은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한다.
바) “발급기관명”란은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예) 부산 및 Busan

3) 적합증서의 제3쪽 중 3쪽
가) “서명”란은 주무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한다.
나) “장소”란은 배서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ㆍ도 단위
영문으로 적는다.

예) Busan, Republic of Korea

다) “날짜”란은 “YYYY년 M월 D일”과 "YYYY. M. D." 형식으로 적합
증서 배서를 위하여 인증검사의 결과를 보고한 날을 적는다.
예) 2015년 1월 9일 및 2015. 1. 9.
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란은 배서기관의 관인을 날인한다.
마) “배서기관명”란은 배서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예) 부산 및 Busan

4) 적합증서의 재발급
가) (임시)적합증서 제3쪽 중 1쪽(제2쪽 중 1쪽)
(1) 재발급하는 적합증서는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변경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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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번호”, “발급기관명”, “발급기관의 주소”을 제외하고 기존의
발급된 적합증서와 동일하게 발급한다.
(2) “증서번호”란은 검사연도별 일련번호에 따라 신규 번호를 적는다.
(3) “발급기관명” 및 “주소”란은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발급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는다.
나) (임시)적합증서 제3쪽 중 2쪽(제2쪽 중 2쪽)
(1) 재발급하는 적합증서는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변경사항과“
증서의 발급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인“, ”발급기관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발급된 적합증서와 동일하게 발급한다.
(2) “증서의 발급일”란은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날을 적는다.
(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인”과 “발급기관명”란은 적합증서를 재발급
하는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하고 명칭을 적는다.
다) 적합증서 제3쪽 중 3쪽
(1) 중간ㆍ임시ㆍ특별 인증검사의 결과가 배서된 적합증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날짜”를 제외하고는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관할청의 “인증검사관 서명”, “장소”,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배서기관명”으로 발급한다.
(2) “날짜”란은 기존의 발급된 적합증서의 중간ㆍ임시ㆍ특별 인증
검사 일자와 동일하게 적는다.
라) 기타 사항
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에는 증서 우측 상단에 “Re-issued"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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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행정사항
가. 인증검사의 이의신청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141조(이의신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인증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증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책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증검사 등의 수수료
부산청에서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인증검사 수수료(적합선언서 승인 수수료 포함)와 인증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인증검사 수수료는 정부 수입인지로 인증검사 신청 시 납부하고, 인증검사
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증검사 완료 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부산청에서 발급한 전자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의
경우 적합선언서의 승인 수수료는 책정되지 아니한다.
선박소유자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검사
수수료와 인증검사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행기관에서 책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증검사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비용을 대행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를 제외한 최초ㆍ
중간ㆍ갱신ㆍ특별 인증검사의 경우 적합선언서의 승인을 위한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부산청에 정부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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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증검사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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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박의 종류

기본수수료

수수료

적합선언서 승인

-

-

67,360원

최초 인증검사
갱신 인증검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67,360원

제2군에 속하는 선박

84,200원

제1군에 속하는 선박

50,520원

제2군에 속하는 선박

67,360원

제1군에 속하는 선박

50,520원

제2군에 속하는 선박

50,520원

중간 인증검사

임시 인증검사

기본수수료
X
톤수계수

비 고
1. 선박의 종류
가. 제1군 : 유조선ㆍ화학제품운반선ㆍ가스운반선ㆍ산적화물선ㆍ고속여객선ㆍ고속화물선 및
기타화물선
나. 제2군 : 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2. 위 표에 따른 톤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톤수 500톤 미만 : 0.8
나.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 0.9
다. 총톤수 1,600톤 이상: 1
3. 공휴일에 하는 인증검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인증검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자의 출장에 드는 여비를 부담한다.

[표 2-2] 인증검사 수수료(부산청)

구분

선박의 종류

기본수수료

최초 인증검사
갱신 인증검사
중간 인증검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1,456,000원

제2군에 속하는 선박

1,799,000원

임시 인증검사

-

685,000원

수수료
기본수수료
X
톤수계수

비 고
1. 선박의 종류
가. 제1군 :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및 기타화물선
나. 제2군 : 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2. 위 표에 따른 톤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톤수 3,000톤 미만 : 0.8
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0.9
다. 총톤수 10,000톤 이상 : 1
3. 외국에서의 인증검사 대행 수수료
가. 인증검사 소요일이 4일 이하(출발/도착일 포함)인 경우 대행수수료의 20% 할증
나. 인증검사 소요일이 5일 이상(출발/도착일 포함)인 경우 대행수수료의 40% 할증
4. 선박소유자는 인증검사 대상선박에 승선하는 인증검사자의 출장여비 부담

[표 2-3] 인증검사 수수료(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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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증검사의 방법
1. 인증검사 항목
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은 협약 기준 제A5.1.3조제1항에 따라 협약
부록 A5-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다음의
14가지 항목을 검증한 후 선박소유자에게 적합증서를 발급한다.
협약 부록 A5-Ⅰ
①
⑥
⑩
⑭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근로 또는 휴식시간 ,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 ⑧ 거주설비 , ⑨ 선내 오락시설 ,
식량 및 급식, ⑪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절차,
임금의 지급

[표 2-4] 협약의 인증검사 항목
우리나라는 상기의 협약에서 요구하는 14가지 항목에 추가하여 ① 휴가,
② 송환, ③ 협약에 의한 문서, ④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⑤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인증검사를 시행한다.
2. 인증검사 서류 및 문서 목록
인증검사관(인증검사원)은 원활한 인증검사 진행을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다음의 서류 및 문서의 준비를 요청한다.
연번

인증검사 항목

서류 및 문서 목록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선원
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여권 또는 기타 생년월일이

1

최저연령

기재된 공식적인 문서, 선내작업배치표,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 선원의 최저 연령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원근로계약서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선원건강

2

건강진단서

진단서,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 선원의 건강진단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원수첩, 해기사 면허증, 승무자격증, 당직부원

3

선원의 자격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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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인증검사 항목

서류 및 문서 목록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신규승선자 필수지침서

4

선원근로계약

5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선원수첩,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내
징계위원회 기록부
직업소개소 면허(증서), 직업소개소 검증 점검표
선원근로계약서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선내작업
배치표,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6

근로 또는 휴식시간

및 휴식기간 기록부,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급식위원회
기록부, 기관실 경보 기록지 등 선내 근로 및 휴식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원수첩, 선원명부, 승무정원증서, 해기사 면허증,

7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승무자격증, 당직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자격증,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박검사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위생점검 기록부,

8

거주설비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 거주설비
설치ㆍ유지보수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박검사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위생점검 기록부,

9

선내 오락시설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 거주설비
설치ㆍ유지보수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승무정원증서,
선내작업배치표, 선원명부, 식단표, 주부식 보급

10

식량 및 급식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급식위원회 기록부, 교육
훈련 기록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선박 조리사
자격증 등 식량 및 급식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박안전관리증서(SMC),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산업보건 및 안전경영시스템(OHSAS 18001) 인증서,
해기사 면허증 , 당직부원 자격증 등 선원 자격
증명서, 선내작업배치표, 위험성 평가 절차서 및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기록부,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TBM(Tool Box Meeting) 기록부, 위험작업허가 절차서
및 기록부,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기록부, 마약 및 알코올
남용 방지 기록부, 검지기구 및 보호구 관리 기록부,
선내 안전 및 소화설비 점검 기록부, 선내교육훈련

67

연번

인증검사 항목

서류 및 문서 목록
기록부, 안전ㆍ건강 담당자 및 안전대표자 선임
관련 절차서 및 기록부,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대
표자 임명장,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의약품
ㆍ의료기기 관리대장 등 선내 건강, 안전 및 사고
방지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선원건강진단서,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표준
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리대장,

12

선내 의료관리

의료지침서, 항해계획서, 의료관리자 자격증, 응급
처치담당자 교육이수증, 의사면허증 등 선내 의료
관리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휴가

선내불만처리 관련 절차서 및 기록부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표,
임금채권보장증권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수첩, 급여
명세표,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송환 관련

16

송환

절차서, 송환보험 또는 공제 증권 등 송환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17

협약에 의한 문서

18

선박소유자의 의무

협약 도서 또는 (전자)인쇄물
재해보상 보험(공제) 증권,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 관련 절차서 또는 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ㆍ건강보험ㆍ질병보험ㆍ연금보험

19

사회보장

ㆍ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사회보장
관련 서류

[표 2-5] 인증검사 항목별 서류 및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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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검사 항목별 세부 검사요령

①

선원의 최소연령(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A1.1.1

16세 미만인 자가 선내에서 선원으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지 아니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16세 미만인 일체의 자를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1조제1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1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선원명부 , 선원수첩 , 선원신분증명서 , 여권 등 선원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검사하여 16세 미만인 자가 선원으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16세 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고용, 종사
또는 근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16세 미만인 자가 선원으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하선(송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16세 미만인 자가 선원으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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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A1.1.2
A1.1.3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96)근로는 금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1조제2항).
나) 책임당국은 ①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와 ② 업무의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하고, 책임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당해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야간근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1.1조제3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2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여권 등 선원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해양수산관청의 승인과 선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96) “야간”은 국내법령 및 관행에 따라 정의된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나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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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18세 미만인 선원을 승선 승선
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관청의 승인과 선원의 동의를 얻었는지와
②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야간 근로(실습 선원의
경우 야간에 실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제외)를 금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선내작업배치표, 항해 또는 기관일지, 선내 작업일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야간 근로를 하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해양수산관청의 승인과 선원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
하고 있는 경우 → 해양수산관청의 승인과 선원의 동의를 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18세 미만인 선원을 승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관청의 승인과
선원의 동의를 얻은 후 승선시켜야 하는 절차 또는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 야간 근로를 금지하는 절차가 적합
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3) 18세 미만인 선원이 야간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인
선원에 대한 야간 근로를 금지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1.1.4

18세 미만인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18세 미만인 선원을 고용, 종사 또는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그 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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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선원명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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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연소선원 작업주의서 및 동의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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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금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1조제4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①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②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③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
에서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④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⑤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⑥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⑦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
하는 작업, ⑧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⑨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등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법 제91조제3항).
나. 검사 방법
1)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
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내작업배치표, 항해 또는 기관일지, 선내 작업일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
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18세 미만인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
하고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인 선원에 대한 해당 작업을 금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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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3.2.8

18세 미만인 선원이 선박조리사로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18세 미만의 선원은 선박조리사로서 고용되거나 , 종사 또는 근로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8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을 위하여 18세 이상인 자로서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선박조리사로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①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③ 어선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
하거나 선박조리사를 대신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법 제76조제2항).
나. 검사 방법
1)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여권 등 선원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검사하여 선박조리사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 자가 18세 미만 인지 확인하고, 18세 미만인 선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선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선내에서 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선박조리사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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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18세 미만인 선원이 선박조리사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하선(송환) 또는 다른 직무로 고용, 종사 또는 근로케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18세 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고용하거나, 종사 또는 근로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②

건강진단서(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건강진단서상 해당 선원에 대하여 ①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 ② 청력, 시력 및
색각의 결함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직책에 고용된

A1.2.1

선원의 경우 청력 및 시력 그리고 색각의 상태가 모두

A1.2.6

만족스러운지 여부 및 ③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승선
중인 다른 선원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일체의 의료상태로
앓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기술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상에서 실시
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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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진단서는 선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그들이 수행할 직무상
색각의 결함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직책에 고용된 선원의 경우
청력 및 시력 그리고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운지 여부,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기타의 자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일체의 의료상태로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6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지정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법 제87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이 선원으로 승무시키는지, ② 직무
수행에 제약사항이 있는 선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제한된 해당 직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전 선원의 선원용건강진단서를 검사하여 ① 기재되지 아니한 필수
기재사항(청력, 시력, 색각 등)은 없는지와 ② 승선 불가 판정을 받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직무 수행에 제약사항이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
하여 제약사항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승선불가 판정을 받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 하선(송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승선 불가 판정을 받은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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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는 선원에게 제한된 직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3) 직무 수행에 제약사항이 있는 선원이 제한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선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이 제한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선원용건강진단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또는 의원)으로부터 선원용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거나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재실시하도록 지시

승선중인 모든 선원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A1.2.4

지정된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소지
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건강진단서는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며 유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4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지정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법 제87조제1항).
나. 검사 방법
전 선원의 선원용건강진단서를 검사하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관청 지정 의원에서 발급(외국인 선원의 경우,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 인정97))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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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선원용건강진단서(국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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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선원용건강진단서(외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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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용건강진단서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관청 지정 의원에서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관청 지정 의원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선원용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선원용건강진단서 원본이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선원용건강진단서 원본을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모든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유효한가?
- 일반건강진단 1년, 특수건강진단 2년
A1.2.7

- 18세 미만 선원의 건강진단 1년, 색각검사 6년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된 경우 유효
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였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18세 미만의 선원을 제외하고는 최대 2년,
18세 미만의 선원은 최대 1년, 색각 진단서는 최대 6년을 넘지 않는다
(협약 기준 제A.1.2조제7항).
2) 국내 법령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 중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
(어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97)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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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법 시행규칙 제54조).
나. 검사 방법
전 선원의 선원용건강진단서를 검사하여 선원용건강진단서가 유효(일반
건강검진 1년, 특수건강검진 2년, 18세 미만인 선원 1년, 색각 검사 6년,
다만, 항해 중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건강진단의 유효
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한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원용건강진단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관청 지정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선원용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1.2.10

건강진단서는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 근로하는 선원에 대한 건강
진단서는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10항).
2) 국내 법령
관련 규정 없음
나. 검사 방법
전 선원의 선원용건강진단서를 검사하여 선원용건강진단서가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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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원용건강진단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용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은 기관으로부터 영어로 작성한 선원용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하도록 지시

-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나. 검사 방법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건강진단 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부담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건강진단 비용을 선원이 부담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선원에게 반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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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원의 자격(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이나 자격증명을 받은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승무
- 자격요건을 갖춘 갑판 또는 기관부 당직 부원의 승무
- 위험화물적재선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해당 시)

R1.3.1

-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선원의 승무

R1.3.3

- 18세 이상인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의 승무
- 의사의 승무(해당 시)
-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관리자(해당 시)
- 자격요건을 갖춘 응급처치 담당자의 승무(해당 시)
-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선원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해당 시)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거나 자격
증명을 받거나 아니면 달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선내
에서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규정 제1.3조제1항).
나) STCW 협약의 요건에 따른 훈련 및 자격증명은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1.3조제3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법 제64조제1항).
나)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
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법 제64조제2항).

84

다)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의 선박소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법 제64조제3항).
라)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
시켜야 한다(법 제64조제4항).
마)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법 제65조 제1항), 해양수산관청에서 발급받은 승무
정원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7호).
바)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65조제3항).
사)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66조).
아)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을 위하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또는 어선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6조제2항).
자)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과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어선
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 이상의 어선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
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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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선박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평수ㆍ연해 또는 근해
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제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85조).
카)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연해
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과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응급처치 담당자)을 선임하여 두어야 한다(법 제86조).
타)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기초안전ㆍ상급안전ㆍ여객선ㆍ당직
부원ㆍ유능부원ㆍ전자기관부원ㆍ탱커기초ㆍ탱커보수ㆍ의료관리자
ㆍ고속선ㆍ선박조리사 및 선박보안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16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유효기간

4.5일
(재교육 2일)

5년

2일
(재교육 1일)

5년

3일
(재교육 0.5일)

5년

3일

5년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기초
안전
교육

※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 제외)의 부원으로 승무
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제외)

상급
안전
교육

구명정
조종사
교육

상급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 제외)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
기관사ㆍ운항장ㆍ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
하고자 하는 사람
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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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소화
교육

응급
처치
담당자
교육
고속
구조정
조종사
교육

여
객
선

여객선
기초
교육
여객선
상급
교육

당직
부원
교육

탱커
기초
교육

선 박
조리사
교 육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재교육 1일)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
하고자 하는 사람

유효기간

3일
(재교육 0.5일)

5년

1일

5년

2일
(재교육 1일)

5년

4일
(재교육 2일)

5년

5일

없음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
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1월 이상

없음

유조선 또는 케미칼 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 · 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
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3일

없음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 · 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3일

없음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무
하고자 하는 자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또는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승선경력자 : 1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그 밖의 사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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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교육과정
의
료
관
리
자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유효기간

자격
취득
교육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5일

없음

보수
교육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2일

5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

2일

없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장 및 갑판부 직원

1일
(재교육
0.5일)

2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

1일
(재교육 0.5일)

2년

선박
보안
상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

2일

없음

선박
보안
중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
하려는 사람

1일

없음

선박
보안
기초
교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0.5일

없음

고속선교육

선박
보안
교육

비고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
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 · 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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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유효기간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STCW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표 2-6] 교육과정별 교육대사장 및 교육ㆍ유효 기간
파)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선박
직원법」 제11조).
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선박직원법」 제15조).
갸)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체약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
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다(「선박직원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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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이나
자격증명을 받은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승무정원증서,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해기사 면허증, 자격증, 교육
이수증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선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이나 자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이나 자격증명을 받은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승무정원증서에서 직책별로 요구하는 직종별 면허등급의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있는
경우 → 선원 교대(송환)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원을 승선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선종ㆍ직책 별로 요구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원이 있는 경우 → 선원 교대(송환) 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선원의 해기사 면허증, 승무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 및 훈련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이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서류의 원본을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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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승무정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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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해기사 면허증 예시

92

[그림 2-16] 승무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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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당직부원 자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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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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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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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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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선박조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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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의료관리자 자격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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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교육이수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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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원은 업무 수행 전에 선내 인명안전을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R1.3.2

- 선내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
- 선내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
-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규정 등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지 않는 한
선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협약 규정 제1.3조제2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52조의2).
가) 선원에게 선박 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
나) 선장에게 선박 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
다)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
등 자료를 제공
라)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 · 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제공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이 신규로 승선하였을 경우 선박
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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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신규승선자 필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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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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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내교육훈련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원이 신규로 승선하였을 경우,
해당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신규로 승선한 경우 선박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신규로 승선한 선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3) 선원이 신규로 승선한 선원에 대하여 시행하는 교육ㆍ훈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교육ㆍ훈련을 재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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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원근로계약서(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모든 선원은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A2.1.1(a)
A2.1.1(b)
A2.1.1(c)
A2.1.1(d)

대표 양자가 서명한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선원은 근로계약서의 서명 전에 계약서를 검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자문을 구할 수 있었는가?
항만국 통제관,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선장 및 모든 선원에
의한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한, 협약에 따라
양호한 근로ㆍ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서(또는 기타
계약상의 증거나 유사한 증빙서류)의 원본을 소지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2.1조제1(a)항 및 제1(c)항).
나)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하는 선원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의사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설비뿐만 아니라 서명 전에 계약서를 검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1(b)항).
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선내에서 선원근로조건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항구에서 방선하는 자를 포함한 책임
당국의 관리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2.1조제1(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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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선원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27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 선원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27조제2항).
다)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3조제1항).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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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라) 선박소유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
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한 것
으로 본다(법 제43조제3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선원근로계약서에 선원과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②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선원
근로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 기회를 제공하며, ③ 전 선원의 선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비치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명부와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선원근로
계약서에 선원과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였는지, ② 협약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 ③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 기회를 제공
하였는지와 ④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선원근로계약서에 선원과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②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 기회를
제공하며, ③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비치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경우
→ 선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유효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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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선원근로계약서 예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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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선원근로계약서 예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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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선원근로계약서 예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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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가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로 하여금 선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5) 선원관리업자가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가 직접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6)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검토 및 자문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모든 선원은 선원의 고용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 (하선
A2.1.1(e)
A2.1.3

기록부 등 )를 제공받고 있는가 ?
고용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에는 업무의 평가 및 임금의
액수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은 선박에 대한 그들의 고용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하선기록부
등)를 제공받아야 하고(협약 기준 제A2.1조제1(e)항), 이 문서에는 선원의
업무의 질 또는 임금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협약 기준 제A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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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선원의 고용기록(국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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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선원의 고용기록(외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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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법 제51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시행령 제16조).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선원에게 선원의 고용기록을 포함
하는 문서를 제공하고, ② 고용기록에 선원에 대한 업무 평가나 임금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명부와 전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① 해당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승무경력이 기록되고 해양수산관청,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
또는 선장이 확인하였는지와 ② 해당 기록에 선원의 업무평가나 임금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선원에게 선원의 고용기록을 포함하는 문서를 제공하고, ② 고용
기록에 선원에 대한 업무 평가나 임금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해당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승무경력이 기록되지 아니하였
거나 해양수산관청,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 또는 선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되는 승무경력을 기록하여 해양수산
관청, 선박소유자(또는 대표자) 또는 선장이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고용기록에 선원의 업무평가나 임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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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다만, 외국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국 책임당국에 선원에 의하여
업무평가나 임금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조치

하도록 권고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사본 1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A2.1.2

표준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중 협약의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점검이 적용되는 부분은 영어로 작성이
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할 경우, 단체협약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와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검사가 적용되는 부분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2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하며, 선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151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국내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과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관한 내용을 법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두어야 한다(법 제151조
제2항).
나. 검사 방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검사하여 ① 해당 문서가 국문과 함께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지와 ②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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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단체협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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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취업규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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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표준근로계약서 포함)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문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지시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표준근로계약서 포함)이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문서를 선내에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도록 지시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②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④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⑤ 임금에 관한 사항, 적용 시, 임금계산에 사용된 산식
⑥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적용되는 경우, 유급휴가
A2.1.4

일수 계산에 사용된 산식
⑦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및 조건(계약해지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 계약의 효력종료 일자 또는 시점 등)
⑧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항
⑨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⑩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⑪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모든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4항).
가) 선원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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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다)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
라) 선원이 고용될 직무
마) 임금액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식
바) 유급휴가 일수 또는, 적용되는 경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식
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및 그것에 관한 조건
(1)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선원근로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의
계약해지 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 단, 선원보다 선박소유자의
예고 기간이 짧아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간을 명시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효력종료 일자
(3) 항차별 계약의 경우, 목적항 및 도착 후 선원이 하선하기 전
계약종료 시점
아)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 급여
자) 선원의 송환 수급권
차) 적용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인용
카) 국내법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세부사항
2) 국내 법령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
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3조제1항).
가)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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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라)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마) 임금에 관한 사항
바)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사)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아)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자)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차)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카)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근로계약서에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명부와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가) 선박소유자, 선박, 선원에 대한 정보가 국문과 영문(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나) 선원근로계약 체결장소(지명 포함)와 체결일자가 국문과 영문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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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원이 고용될 직무에 관한 내용이 국문과 영문(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라) 선원근로계약의 기간 기재 및 유효성 여부
마)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를 위한 예고기간 설정의 적절성 여부
(1) 협약에 따른 예고 :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2) 국내 법령에 따른 예고 : 선박소유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선원은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함
바) 법 및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최저 임금, 시간외근로
수당 (통상임금 기준 ), 유급휴가급 (통상임금 기준 ), 퇴직금 (승선
평균임금 기준) 등 임금계산에 사용된 산식 기재 및 적절성 여부
(1) 법에 따른 최저 임금(2016년 기준) : 월 1,641,000원
(2)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최저 기본임금(2016년 기준)98)
(가) 1등 항해사ㆍ기관사 : 월 1,335달러(미국)
(나) 2등 항해사ㆍ기관사 : 월 1,070달러(미국)
(다) 3등 항해사ㆍ기관사 : 월 1,031달러(미국)
(라) 직장급 부원(갑판장, 조기장, 조리장) : 월 686달러(미국)
(마) 수직급 부원(갑판수, 조기수, 조리수) : 월 614달러(미국)
(바) 원직급 부원(갑판원, 조기원, 조리원) : 월 457달러(미국)
사) 임금지급일의 지정 및 임금지급방법의 적절성 여부
아) 법 및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 또는 유급
98)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인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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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
(1) 협약에 따른 유급휴가 : 승무 기간 1개월에 대하여 2.5일 이상
(2) 국내 법령에 따른 유급휴가 : 승무 기간 1개월에 대하여 7일
이상. 다만,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은
6일 이상
(3)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유급휴가 : 승무 기간
1개월에 대하여 3～5일 이상
자) 선내 급식비 지급 기준 작성 여부
차) 협약 및 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의 적절성 여부
(1) 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
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를 명할 수 있음
(2)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3)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4)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에는 유급휴가 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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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 급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작성 여부
타) 선원의 송환 수급권에 관한 기준 작성 여부
(1)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
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
하여야 함
(2) 선박소유자는 ①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②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파)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대표자 )의 서명 여부 . 다만 , 선원관리
업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
하는 경우 선원관리업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과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는 선원근로계약서에 국내법령과 협약
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선원과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이 협약, 법,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하회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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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건을 협약, 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도록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선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보상 포함)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알리는가?
A2.1.5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7일 이상 30일의 범위
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리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근로계약의 조기 종료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예고
하여야 할 최단 예고기간을 설정하는 법령을 채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최단 예고기간은 해당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
되어야 하나 7일 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5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3조제1항).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99)100)를 받은 경우
99) 법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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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33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한 선원근로
계약의 해지 예고기간이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선박소유자의 선원근로계약 해지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에 의한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3. 선장의 허가 없이 흉기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를 선박에 들여왔을 경우
4.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징계는 훈계, 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미리 5명(해원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0) 법 시행규칙 제16조(징계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 · 운항장
· 1등 항해사 · 1등 기관사 · 1등 운항사 · 통신장 ·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 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
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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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계약 해지 예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련된 서류를
개정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선박소유자
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사항(서면에 의한 예고
통지)을 관련된 서류에서 개정(삭제)하도록 지시
3) 선원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예고기간을 30일의 범위로만 규정
하고 있는 경우 → 선원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예고기간을 최소
7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정하여 관련된 서류를 개정하도록 권고

-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법 제29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해당 내용을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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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서 개정(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선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보상 포함)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법 제30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체결하는 계약이 없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이나 저축금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
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해당 내용을 관련된 서류에서
개정(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선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보상
포함)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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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1조).
나. 검사 방법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선원의 임금에 대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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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법 제32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기간 동안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
소유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2조
제2항).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 선내징계위원회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
하여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
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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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에 대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ㆍ정직ㆍ감봉 및 그 밖의 징벌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⑤

선원직업소개소(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모든 선원은 선내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선원수첩,

A1.4.5

여권 등 비자를 제외한 개인여행문서 발급 비용은 제외)의
지불도 요구받지 아니하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모든 선원은 선내 고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신뢰성 있는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1.4조제1항).
나) 건강진단서,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기타 유사한 개인여행문서(비자
제외)의 발급비용은 제외한다(협약 기준 제A1.4조제5(b)항).
2) 국내 법령
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법 제111조).
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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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모든 선원이 선내 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선원수첩, 여권 등 비자를 제외한 개인여행문서 발급 비용은
제외)의 지불을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 및 기타 선원의 승선 등과 관련한 비용 지출
서류를 검사하여 선원이 선내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의 비용
(선원수첩, 여권 등 비자를 제외한 개인여행문서 발급 비용은 제외)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선내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의 비용(선원수첩, 여권
등 비자를 제외한 개인여행문서 발급 비용은 제외)의 지불을 요구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취업 수수료, 비자 발급비용 또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한
경우 → 해당 금액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원
A1.4.9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선원
직업소개소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
하였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박소유자가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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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소는 협약에 따라 면허 또는 인증되거나 규제가 되어야 한다
(협약 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실행 가능한 이러한 서비스가 협약의 요건을 만족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4조제9항).101)
2) 국내 법령
가)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09조).
나)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
해운조합,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9조
의5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하는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법 제110조).
다) 선박소유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
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법 제113조제2항).
나. 검사 방법
해운업등록증, 선원직업소개소 인증서ㆍ면허증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업
소개소에 대하여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서류를 검사하여
선원직업소개소가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01) 선박소유자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기반을 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기준 A1.4를 이행하는 국내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가지도록 할 책임은 기국에 있다. 동 책임은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감독함으로써,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품질관리제도를 통하여 감독됨으로써 그리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서비스가 기준 A1.4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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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직업소개소 면허증 및 인증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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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직업소개소 면허증 및 인증서(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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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선박소유자를 위한 선원직업소개소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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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직업소개소 인증서ㆍ면허증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한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서류를 제시하도록 지시
2)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승선시키는 경우,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선원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선원국 또는 관련 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증하고 그 결과 또는
인정단체 등이 검증하고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간 최대 40시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 시 1주간 최대 56시간의

A2.3.3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가?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은 1주간 최대 16시간의 범위
에서, 그 밖의 선원은 1주간 최대 4시간의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각 회원국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통상 근로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 근로, 주1일 휴식 및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은 이 기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선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체협약에 위임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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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협약 기준 제2.3조제3항).
2) 국내 법령
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60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법 제60조제2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의 근로시간이
1일 최대 8시간, 1주간 최대 40시간(선박소유자와 선원이 합의한
경우 최대 56시간) 및 1주간 시간외근로시간이 최대 16시간(항해
당직근무 선원 : 16시간, 그 밖의 선원 :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일지,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선내
교육훈련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급식위원회 기록부, 기관실 경보
기록지 등 선원이 선내 근로에 종사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이하
“선원의 근로 기록”라 한다)와 함께 선내 작업배치표와 근로 및 휴식
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원의 근로시간이 적절하게 기록ㆍ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가) 단체협약,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
계약서의 근로시간 확인
나) 선내 작업배치표의 항해 중 또는 정박 중 근로시간 확인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연료유 수급, 하역 또는 정박 작업, 각종
선내 점검 및 위원회 개최 등 선원의 근로 시간의 검증을 위하여
선원의 근로 기록 확인

137

[그림 2-36] 항해일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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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기관일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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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Tool Box Meeting 기록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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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검증을 위하여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확인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최대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
하도록 지시
2) 선원의 근로시간 또는 시간외근로시간이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해당
선원에게 보상(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최소 휴식시간은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그리고
A2.3.5
A2.3.6

임의의 7일 중 77시간 이상 주어지고 있는가?
휴식시간은 1회만 분할되고, 그 중 한번은 최소 6시간
이상이며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국내법령에서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경우, 최소 휴식시간102)은 임의의
24시간 중 10시간 그리고 임의의 7일 중 77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국내법령에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경우, 최대 근로시간103)은
임의의 24시간 중 10시간 그리고 임의의 7일 중 72시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5항).
나) 휴식시간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102)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협약 기준 제A2.3조제1(b)항).
103)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함(협약 기준 제A2.3조제1(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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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6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60조
제3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
에게 임의104)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및 임의의 1주
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고,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이 14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 선내 작업배치표 및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원의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기록ㆍ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
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에게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시간이 부여
되지 아니한 경우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해당 선원에게 보상
104)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통제 위원회(Tokyo MOU)는 "휴식시간의
시작 또는 종료 시점부터(beginning or end of a rest period)"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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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소집, 소화 및 구명정 훈련과 국내법령에서 규정하는
A2.3.7

훈련은 휴식기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소집, 소화훈련 및 구명정훈련과 국내법령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휴식기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7항).
2) 국내 법령
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 항해 선박은 제외)과 「선박
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
하여야 할 해원(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3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장이 소화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선원의 휴식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과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비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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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한 훈련이 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이 선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이 현저하게 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한 경우
→ 휴식시간을 방해받은 선원에게 보상(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휴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기관구역이 무인화 되어 있을 때처럼 한 선원이 대기상태에
A2.3.8

있을 경우, 그 선원이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시간이
방해를 받으면 적절한 보상휴식이 제공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기관구역이 무인화 되어 있을 때처럼 한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을
경우 그 선원이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시간이 방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휴식기간을 주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8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법 제60조제7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필요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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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과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이 부여
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을 부여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보상휴식이 부여되지 아니한 선원에게 보상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선박에 승선 중인 모든 직책에 대하여 ① 항해 및 정박
A2.3.10

중의 작업일정, ②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에 관한

A2.3.11

정보가 포함된 선내작업배치표가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모든 직책에 대하여 항행 중 및 항내에서의 작업 일정과
국내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최소 휴식시간을 포함한 선내작업배치표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선박의 작업언어 또는 언어들과 영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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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관련 규정 없음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승무정원증서, 선내 작업배치표,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수첩과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내 모든 직책에 대하여 ① 항해
및 정박 중의 작업일정과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선내 작업배치표가 실제 선원의 근무형태와 일치하는지와 ②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선교, 기관실, 휴게실 등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의 근무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선내 작업배치표가 작성ㆍ게시된
경우 → 승무정원증서를 기준으로 실제 선원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선내 작업배치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지시
2) 선내 작업배치표가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작성ㆍ게시되지 아니한
경우 → 선내 작업배치표를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지시
3) 선내 작업배치표가 선교, 기관실, 휴게실 등 선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들의 근무 및 휴식 공간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내 작업배치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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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기관실 알람 기록부 예시

선원의 일일 근로ㆍ휴식 시간은 표준화된 양식에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기록ㆍ유지되고 있는가?
A2.3.12

선장 또는 선장이 위임한 자와 선원이 서명한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는
선원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책임당국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양식 또는 ILO에서 준비한
일체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선박의 사용언어 또는 언어들 및 영어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위임한 자와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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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3항).
나)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근로
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2조제4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의 1일 근로
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는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그 기록의 사본을 선원에게 주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 선내 작업배치표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기록(선장 및 선원의 서명 포함)ㆍ유지ㆍ제공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는 서류를 선내에 비치ㆍ기록(서명 포함)ㆍ유지ㆍ제공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는 서류가 선내에 비치ㆍ기록(서명 포함)ㆍ유지ㆍ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된 서류를 선내에 적절히 비치ㆍ기록(서명 포함)ㆍ
유지ㆍ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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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선내 작업배치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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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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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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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은 해양수산
관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 해당 승인사항은 준수되고
A2.3.13

있는가?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단체협약에는 유급휴가 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은 회원국이 국내
법령 또는 책임당국이 규정한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인가 또는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예외는 가능한 이 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 당직 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보다 빈번한
휴가 또는 보다 장기간 휴가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협약 기준 제A2.3조제13항).
2) 국내 법령
가) 해양수산관청은 입항ㆍ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 휴식
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청장은 해당 단체협약이 다음
에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법 제60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1)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2) 휴식시간의 완화는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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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후에는 계속하여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3)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4)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
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되는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 기간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
(7)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
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70시간 이상,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고,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하는
기간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하여도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의 완화의 적용기간은 계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휴식시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분할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을
세 차례로 분할 할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각 각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되는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유급휴가 간격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유급휴가를 주거나 유급
휴가의 일수에 1일 이상을 더한 날 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줄 것.
이 경우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9)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항로는 다음의
해당하는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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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제외), 일본국 및 러시아연방공화국(극동지역에 한정)의 항구
사이의 항로
(나) 그 밖에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로
나)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에는 유급휴가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0조제5항).
나. 검사 방법
1)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을 검사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2)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
부터 승인 받은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완화
기준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선원의 근로 기록, 선내 작업배치표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완화 기준에
따라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기록(선원의 서명 포함)ㆍ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단체
협약이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 → 단체협약을
관할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선내에 비치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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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근로 및 휴식시간 등의 완화에 관한 단체협약 예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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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근로 및 휴식시간 등의 완화에 관한 단체협약 예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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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완화 기준이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사항을 관련된 서류에 반영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3)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해당 선원에게 보상(시간외
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장은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당면한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인명을
A2.3.14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한 경우,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 후 실행
가능한 빨리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선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당면한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원에게 요구할 선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획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중지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실행 가능한 빨리
선장은 계획된 휴식시간 중에 근로를 한 선원에게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14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
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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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조제6항).
나)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법 제60조제7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다만,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실행 가능한 빨리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
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법 제60조제6항).
2) 선원의 근로 기록 및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선박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실행 가능한 빨리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후 작업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보상휴식이 부여되지 아니한 선원에게 보상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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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법 제60조제8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과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이 적절하게 부여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
되지 아니한 경우 → 휴일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원에게 보상(시간외
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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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선원 보호를 위하여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

하고, ②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과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
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근로
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법 제61조).
가) 18세 미만인 연소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18세 미만인 연소선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과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연소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연소선원의 최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1일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 매 2시간 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과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연소선원
에게 최대 근로시간 (1일 8시간 , 1주간 40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최소 휴식시간(1일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 매 2시간 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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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연소선원에게 최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소 휴식시간(1일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 매 2시간 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
하도록 지시
2) 연소선원에게 최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소 휴식시간(1일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 매 2시간 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휴식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연소선원에게 보상(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보상휴식을 부여 시
제외)과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

-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과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2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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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법 제62조
제2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보상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정액을 시간외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과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
하는 금액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보상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보상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보상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아니한
경우 →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종사한 선원에게 보상(시간외
근로수당 또는 휴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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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부여
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105)을 주어야 한다
(법 제93조).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여성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여성 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무급)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의 근로 기록 및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검사하여 여성선원
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 (무급 )을 부여하는 절차가 적합
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여성선원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
(무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선원이 원하는 경우 선원
105)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된 1개월의 근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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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상휴식(무급)을 부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⑦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해양수산관청으로

A2.7.1

부터 인정받아 발급받은 승무정원증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선박은 승무정원증서 상에 기재된 승무정원을 준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박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박에 충분한 승무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항해의 특성과 조건
및 선원의 피로를 고려한 모든 상황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2.7조).
나) 선박은 승무정원증서 또는 책임당국에서 발급된 동등한 증서 상에
기재된 승무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7조제1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법 제65조 제1항), 해양수산관청에서 발급받은 승무
정원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7호).
나)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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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66조).
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승무정원증서를 검사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승무정원증서,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수첩ㆍ선원근로계약서ㆍ
해기사 면허증ㆍ승무자격증ㆍ자격증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승무정원
증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승무정원증서를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승무정원증서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양수산관청
으로부터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증서를 선내에 비치
하도록 지시
2) 승무정원증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승무정원증서에 따른 선원을 승선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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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
항행구역

평수
구역

연안
수역

연안
수역
(평수
구역
제외)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200톤 미만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선장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2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5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어선-6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3천 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천 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선장

3급 항해사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어선-6급 항해사)
-

선장

3급 항해사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2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3급
4급
5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1천600톤 이상
3천 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2급
3급
4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2급
3급
4급
5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3천 톤 이상
6천 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2급
3급
4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2급
3급
4급
4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200톤 미만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원양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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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항해사
(어선-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어선-6급 항해사)
-

6천 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2급
3급
3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1급
2급
3급
4급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항해사

비 고
1. 부선 ·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2.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동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인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 예 · 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같다).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6. 부선ㆍ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
하여야 한다.
7.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
가.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의
항행구역
연안수역

원양수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200톤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200톤 이상
500톤 미만

기관장

5급 기관사

200톤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200톤 이상
500톤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나. 어선 외의 선박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의
항행구역
연
안

평수
구역

주기관추진력
(킬로와트)

선박직원

승무자격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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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역

연안
수역
(평수
구역
제외)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어선-6급 기관사)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어선-5급 기관사)

기관장

4급 기관사
(어선-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3천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
1등 기관사
기관장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원양수역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어선-5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어선-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2급
3급
4급
5급

기관사
기관사
기관사
기관사

6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1급
2급
3급
4급

기관사
기관사
기관사
기관사

비 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발
전기 · 전기기기에 관한 전기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거나 전기기사
또는 전자기기 · 계측제어에 관한 전기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영해안의 해역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
(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이 10시간 미만(연안여객선은 6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 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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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선ㆍ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 1명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요트의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함)의 승무기준
선종별
여객선
(무선전신
시설설비
선박)
여객선 및
어선외 선박
(무선전신
시설설비
선박)
어선
(무선전신
시설설비
선박)

선박

선박직원

승무자격

국제항해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여객정원 250인 미만

통신장
통신사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여객정원 250인 미만

통신장
통신사 2인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통신장

3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통신장

1급 통신사
(외국선박-2급 통신사)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3급 통신사

총톤수 500톤 이상 2만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통신장

1급 통신사
(외국선박-2급 통신사)

국제항해
선박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
선박

이상의 선박

비 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천600톤 미만의 외국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승무자격은 이를 3급 통신사로 한다.

4. 자동화선박의 승무기준
선박
선박
항행
구역

연안
수역

크기
(총톤수
유형
또는
주기관추진력)
제2 종
3천톤 이상 또는
제3 종

승무자격
선박직원

선장
운항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통신장

여객선

2급
3급
4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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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항해전문)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항해전문)
비고 참조

여객선외의 선박

3급
3급
4급
4급

운항사(항해전문)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항해전문)
비고 참조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제1 종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3등 운항사

또는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3천
킬로와트
이상 6천
킬로와트
미만

통신장

제2 종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2명)
통신장

원양
수역

제3 종

선장
운항장
1등 운항사(2명)
2등 운항사(3명)
3등 운항사(3명)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6천톤 이상
1등 기관사
또는
제1 종
6천
킬로와트
이상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등 운항사
통신장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비고 참조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비고 참조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비고 참조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비고 참조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
(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비고 참조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
(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비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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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제2 종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2명)
통신장
선장
운항장
1등 운항사(2명)

제3 종

2등 운항사(3명)
3등 운항사(3명)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비고 참조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비고 참조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비 고
1. 선장 · 운항장 · 1등 운항사 · 2등 운항사 또는 3등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운항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항해사 및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2. 총톤수 3천 톤 미만의 자동화선박은 갑판부 · 기관부 및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3. 선박직원의 승무자격은 항해사와 운항사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사의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을 기준으로 한다.
4.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사 승무기준
승무자격
선종별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화물선

어선

항행구역

선박
직원

무선설비 2중설치 및
육상정비 선박

선상정비 및 육상정비
(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선박

여객정원
250인 이상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1급 통신사 1인

여객정원
250인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2급 통신사 1인

국내항해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2급 통신사 1인

국제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2급 통신사 1인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또는
4급 통신사 1인

2급 통신사 1인

500톤 이상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2급 통신사 1인

500톤 미만

통신장

4급 통신사 1인

3급 통신사 1인

국제
항해

[표 2-7]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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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⑨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A3.1.4～17

「선박안전법 」 제 26조 (선박시설의 기준 ) 및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가 비치되어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박 구조 및 설비에 관한 협약의 요건은 협약 발효일 이후에
건조된 각 회원국의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106) 협약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1949년 선원거주설비(개정) 협약
(제92호)107)」과 「1970년 선원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개
정포함))108)」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요건을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그 날짜 이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선박은 용골거치일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일자에 건조된 것으로 간주한다(규정
제3.1조제2항).
나) 선박은 작업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하여
선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일관되는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이 제공 및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 협약에 의해 수립된
최소기준과 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령을 따라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항).
다) 거주구역에 대한 일반적 요건과 관련하여(협약 기준 제A3.1조제6항),
(1) 천정높이는 모든 선원 거주구역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모든 선원 거주구역 내의 최소허용 천정
높이는 203cm 이상이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거주구역내의 일체의
구역 또는 구역의 일부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
106) 대한민국 국적 선박은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하여 관련 요건을 적용함.
107)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Revised), 1949(No.92).
108) Accommodation of Crews(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0(No.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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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가) 높이의 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선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주구역은 적절하게 단열되어야 한다.
(3) SOLAS 협약의 규정 제2조제(e)항 및 제(f)항에서 정의된 바의
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침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침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
(4) 여객선 및 「1983년 국제해사기구 특수목적선에 대한 안전 코드
및 개정규정109)」에 따라 건조된 특수한 선박에 대하여 책임당국은
채광 및 통풍이 만족스러울 경우, 선원거주구역을 만재흘수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침실에는 화물 및 기관구역 또는 주방, 저장고, 건조실 또는 공동
위생시설로부터 직접 통하는 개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실
및 외부격벽과 상기의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은 강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조되어야 하며 또한 수밀 및 기밀이
된 것이어야 한다.
(6) 내부격벽, 판재, 내장재, 바닥재 및 이음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7) 적절한 조명과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거주구역 및 오락 및 식량 조달 시설은, 선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소음, 진동, 기타 환경요소 및 화학제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방지
하고 선원에게 수용 가능한 산업 및 선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109) IMO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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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하여 건강, 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의
요건과 해당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통풍과 난방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협약기준 제A3.1조제7항),
(1) 침실 및 식당구역은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
(2) 냉방시스템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
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선원 거주구역,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위생구역은 거주구역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외부공기로
통풍되어야 한다.
(4)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적절한 난방시스템
으로 충분한 난방이 되어야 한다.
마) 조명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여객선과 같이 특별한 배치가 허용
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침실과 식당구역은 자연 채광되고 적절한
인공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8항).
바) 침실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협약 기준 제A3.1조제9항)
(1)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는 각 선원에 대하여 개별 침실이 제공
되어야 한다. 다만,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동 요건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2) 남성용과 여성용의 분리된 침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침실은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고 안락하고 정돈이 용이하도록 설비
되어야 한다.
(4)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 선원에 대한 별도의 침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침실의 내측 규격은 최소한 198×80cm이어야 한다.
(6) 일인용 선원 침실의 바닥면적은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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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4.5평방미터
(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5.5평방미터
(다)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7평방미터
(7) 책임당국은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일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감소를 허가할 수 있다.
(8)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되는
선원 침실은 최대 두 명의 선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 바닥
면적은 7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선원에 대한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2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나) 3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1.5평방미터
(다) 4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4.5 평방미터
(10)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실의
바닥면적은 일인당 3.6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1)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및
휴게실이 없는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용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총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8.5평방미터
(다)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10평방미터
(12)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에 하급선박직원용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7.5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급선박직원용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8.5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하급선박직원이란 운항급의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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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상급선박직원은 관리급의 직원을 말한다.
(13)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침실 이외에 침실에
딸린 거실ㆍ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관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4) 가구는 각 사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최소 475리터)의 옷장과
56리터 이상의 서랍 또는 적절한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랍이
옷장에 결합된 경우 옷장의 최소 용적은 각 사용자당 500리터
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선반이 비치되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잠글 수 있어야 한다.
(15) 각 침실에는 필요에 따라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인출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안락한 좌석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 주방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헙약기준 제A3.1조제10항),
(1) 식당은 침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주방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2) 식당은 모든 선원이 어느 일시에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식음료를
계속 제공하는 시설 포함) 충분한 크기와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히 배치ㆍ설비되어야 한다. 이 식당설비는 적절히
별개로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 위생시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협약 기준 제A3.1.11조),
(1) 위생시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최저기준을 만족하고 적절히 안락감을 주며, 선원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은 항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실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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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선박에는 개인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6명 이하의 인원 당
최소한 한 개의 수세식 화장실, 하나의 세면기 및 하나의 욕조
또는 샤워기 또는 양자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여객선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세면기가 있는 개인 욕실이 딸린
침실을 제외한 각 침실에는 온수와 냉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책임당국은 항해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에 대하여는 필요한
설비의 특별한 배치 및 그 수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6)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 장소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자) 병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15명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3일을
초과하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전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
되는 분리된 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책임당국은 연안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병실의 승인에
관하여 책임당국은 병실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병실의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2항).
차) 적절한 위치에 설비가 갖추어진 세탁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3항).
카) 모든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승선 선원수를 고려하여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갑판상의 하나의 공간 또는 공간들을
마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4항).
타) 모든 선박은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동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5항).
파)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ㆍ출항하는 선박은 책임당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6항).
하) 건강,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와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원 오락시설과 선내에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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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는 선원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적합한 문화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7항).
갸) 상이하고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의
이익에 대한 차별 없는 배려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에는 책임당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 후 모든 시설이 이 기준에
규정된 것 이하로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기준과 관련하여
적용상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9항).
냐)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승선인원과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다음의 요건과
관련하여 200톤 이하의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20항).
(1) 냉방시스템, 여객선 외의 선박의 침실 세면기, 세탁시설
(2) 선원 침실의 바닥면적
댜) 협약의 요건과 관련한 일체의 면제는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면제가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백히
정당화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21항).
2) 국내 법령
가)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선박시설의 기준, 만재
흘수선의 표시, 복원성의 유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당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선박
안전법」 제13조제2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3조제3항).

178

라)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선박
안전법」 제13조제4항).
마) 거주설비, 위생설비 등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26조).
나. 검사 방법
협약이 국내에 발효한 날인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하여 ① 「선박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해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도면의 승인을 받고 발급한 검사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가 비치되어 있는지와 ② 필요한 경우, 거주구역
또는 설비의 배치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도면과 상이한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선박 검사를 수검하도록 지시
2) 거주구역 또는 설비의 배치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상 거주구역 또는 설비의 배치와 상이한
경우 → 도면에 따라 거주구역 또는 설비를 배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선박 검사를 수검하도록 지시
연
번

요건
협약

점검사항

국내법령
거주구역

A3.1.6(c)
1

선박
설비기준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호

선원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계획만재흘수선의
위쪽에 설치되었는가?
침실이 충돌격벽의 전방에 설치되지 아니하였는가?

※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가능

2

A3.1.6(a)

선박
설비기준

천정높이는 최소 203cm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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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요건
협약

점검사항

국내법령
제21조제1항

※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원의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높이 1.8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음

A3.1.6(b)

선박
설비기준
제21조제4항
제44조

거주구역(열 등을 발생시키는 배관 포함)은 응결 또는
과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단열되었는가?

-

선박
설비기준
제21조제3항

거주구역, 선교 등 기타 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
에는 양묘기, 묘쇄관의 개구, 권양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는가?

A3.1.6(e)

선박
설비기준
제 5 조, 제6 조
제14조, 20조
제22조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의 요건 및「선박설비기준」의 기준을 만족
하고 있는가?

A3.1.6(f)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6항

내부 격벽, 판재, 내장재, 바닥재 및 이음재로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움이 되는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7

A3.1.6(g)

선박
설비기준
제29조제9항

거주구역에 적절한 조명과 충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가?

8

A3.1.6(h)

선박
설비기준
제29조의2제3호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조리시설은 협약 규정 제4.3조
(건강 및 안전보호와 사고방지) 및 관련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3

4

5

6

통풍과 난방

9

10

A3.1.7(a)

선박
설비기준
제47조

A3.1.7(b)

선박
설비기준
제45조

모든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또는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었는가?
통풍장치의 동력(비상전원에 의한 동력 제외)은 선원이
선내 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가?
선원실 , 식당 , 사무실 , 휴게실 , 진료실 , 병실 , 격리된
무선실, 기관제어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ㆍ난방 시킬 수
있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냉 난방 장치가 적절히 설치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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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요건
협약

점검사항

국내법령

-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
• 해상의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냉방구역이 충분히
환기되고,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을 것
• 냉방장치의 동력(비상전원에 의한 동력 제외)은 선원이
선내 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것
- 난방장치
• 일산화탄소등에 의한 위험이 없을 것
•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
•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온수, 온기, 전기, 증기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한 것일 것. 다만, 거주제실 내에서는 증기가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
•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의 통상적인 기후조건에 맞춰
거주제실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 난방장치는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해 선박의 구조, 규모, 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가능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가능

11

12

A3.1.7(c)

선박
설비기준
제47조제7항

진료실 및 병실은 거주구역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외부공기와 통풍되는가?

A3.1.7(d)

선박
설비기준
제45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선내에 적절한 난방설비가 작동
되고 있는가?
조 명

A3.1.8
13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1항
제24조제9항

침실과 식당구역은 자연 채광되고 적절한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 여객선에는 특별한 배치가 적용될 수 있음

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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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요건
협약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14

점검사항

국내법령

A3.1.9(a)
선박
설비기준
제23조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가?
※ 특수목적선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음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에 대하여 면제 가능

15

16

A3.1.9(b)

A3.1.9(c)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선박
설비기준
제23조

여성용과 남성용 침실은 분리되었는가?

모든 선원의 침실은 적절한 크기이며 안락하고 정돈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었는가?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면제 가능

17

A3.1.9(d)

선박
설비기준
제23조제4항

18

A3.1.9(e)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1항

19

A3.1.9(f)
A3.1.9(g)
A3.1.9(h)
A3.1.9(i)
A3.1.9(j)
A3.1.9(k)
A3.1.9(l)

각 선원에 대하여 별도의 침대가 제공되고 있는가?
선원실의 침대는 선원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길이는 1.98미터 이상, 너비는
0.8미터 이상으로 제작되었는가?
침실의 바닥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
하고 있는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 또는
단위면적(제곱미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구분
(총톤수)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1인용

2인용

3,000톤 미만

4.5

7.0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

10,000톤 이상

7.0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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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4.5

7.5

11.5

14.5

연
번

요건
협약

점검사항

국내법령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
인원은 여객선은 4 명 ,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 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
적은 1인당 3.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총톤수 3,000 톤 미만의 선박 ,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 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4.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
단위면적(제곱미터)
구분
(총톤수)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선박 직원용

3,000톤 미만

7.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8.5

10,000톤 이상

10.0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운항급
직원용

관리급
직원용

7.5

8.5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 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21

22

23

A3.1.9(m)

A3.1.9(n)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3항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침실이외에 침실에
딸린 거실 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는가?
모든 침실에는 각 선원용 옷장(최소 475리터)과 56리터
이상의 서랍 또는 동등물이 제공되는가?
※ 서랍이 옷장과 결합된 경우 옷장은 최소 500 리터 이어야 함

모든 옷장에는 선반이 비치되어야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었는가?

A3.1.9(o)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3항

필요에 따라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미닫이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안락한 좌석설비가 설치되었는가?

-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3항

거울, 화장실용 작은 수납장, 책꽂이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가 비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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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A3.1.10(a)

-

24

식당은 침실과 떨어져 있고, 가능한 한 주방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 단거리항해여객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및 항해 형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면제 가능

A3.1.10(b)
25

선박
설비기준
제29조

식당은 승선 중인 선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
안락함 그리고 식음료 제공시설을 포함한 다음의 적절한
설비 및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 바닥면적은 선원정원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여객선, 특수목적선, 예인선 및 범선에 대하여는
이를 경감할 수 있음
-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할 것
-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냉장고 및 냉 · 온 음료수 설비를 갖출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한함)
- 식당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 선박직원용과 부원용으로 구분할 것.
다만,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주방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식기용
로커 및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 식탁의 윗면과 의자에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의 최소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
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함

※ 단거리항해여객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및 항해상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면제 가능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었는가?

26

A3.1.11(a)

-

위생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적절히 안락감을 주며,
선원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가?
- 세면기 및 욕조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 벗겨짐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재료로 제작될 것
- 대변기는 항상 사용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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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
- 2인 이상이 사용하는 욕실, 세면장 및 변소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
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
• 벽은 바닥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수밀될 것
•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될 것
• 변소는 선실, 욕실 및 세면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될 것
• 변소에 2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칸막이가 설치될 것

27

A3.1.11(b)

선박
설비기준
제32조제3항

위생시설은 항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실 제어장소
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가?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면제 가능

다음의 위생시설이 개인 위생시설을 제공받지 못한
선원을 위해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설

비

선원 6인마다
1개의 욕실

28

A3.1.11(c)
A3.1.11(e)

선박
설비기준
제32조제1항

적

용

욕실은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것일 것
- 예인선, 항해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 그 밖의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이 많은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할 수 있음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선원 6인마다 200톤 이상의 선박에 개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1개의 세면기 침실마다 1개의 냉 온수용 세면기를 설치할 것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
비 고
1. 여성이 선내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전용의 욕실을 갖추
어야 한다.
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규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인원이 규정인원의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당해
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개인 욕실이 딸린 침실을
제외한 모든 침실에 온수와 냉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
면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29

A3.1.11(d)

-

30

A3.1.11(f)

선박
설비기준
제32조제1항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에서 이용 가능한가?

31

-

선박
설비기준
제32조제3항

기관부 선원을 위한 개인용 침실 및 욕실이 설치되어있는
선박이 아니 경우 다음 요건에 적합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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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실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관실에 가까울 것
- 개인용 의류로커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ㆍ온수용
세면기를 갖출 것
진료실 및 병실
1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3일 이상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전적인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A3.1.12
32

선박
설비기준
제30조

진료실 및 병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 병실은 충분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병실 내의 병상은 선원이 2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50인 초과마다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함.
다만, 실습생 등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특수한 선박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름
- 병실 내 또는 병실부근에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욕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대변기,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 · 온수용 세면기를 갖출 것
- 병실은 모든 기상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
에게 편안함을 주며 사용자가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 병실은 진찰 및 의료응급처치를 쉽게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병실의 출입구, 병상, 조명, 환기시설, 난방 및 급수
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범선, 관공선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가능

기타 시설

33

A3.1.13

선박
설비기준
제32조제2항

적절한 위치에 다음의 설비를 갖춘 세탁실이 갖추어져
있는가?
- 세탁기
- 건조기 또는 건조실
- 다리미 및 다리미대
※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를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적절한 위치에 선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로커 또는
작업복걸이가 있는 챔버로커(Chamber locker)가 갖추어져
있는가?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복도 등의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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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작업복걸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34

A3.1.15

선박
설비기준
제28조

선박은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동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가?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면제 가능

35

36

37

A3.1.16

A3.1.14
A3.1.17

A3.1.18

선박
설비기준
제24조제11항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선박은 초음파,
고전압 등의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장치를 선내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선박
설비기준
제29조의2

협약 규정 제4.3조(건강 및 안전보호와 사고방지) 및 관련
협약의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원 오락시설과 선내
에서 생활하고 근로를 하는 선원을 만족시키는 다음의
적합한 문화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선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휴게실이
식당을 겸할 수 있음
• 총톤수 8,000톤 이상의 선박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흡연실 또는 도서실과 취미 · 오락실을
설치할 것
-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갑판상의
공간. 이 경우 선원수와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규모를
정할 수 있음
- 선원의 건강 ·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선내 오락 및 문화시설. 이 경우
오락시설의 비품에는 최소한 책꽂이, 독서 · 필기용
설비. 이 경우 게임 설비를 포함할 수 있음

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표 2-8]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15.1.9 이후 건조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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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한 검사증서 예시(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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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A3.1.18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
관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책임당국은 선장의 책임에 의하거나 책임 하에 선원거주구역이 청결
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수행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 검토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8항).
2) 국내 법령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가)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나)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다)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라)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거주
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이 청결하고 양호한 수준 또는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거주 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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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위생점검 기록부,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이 청결하고 양호한 수준 또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 ㆍ관리
하는지 확인하고 ,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매월 1회 이상 선내 위생점검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선내 거주구역 및 설비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거주설비 또는 선내 오락시설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 해당
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를 지시하거나 선원이 해당 설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하도록 권고
4) 선내 위생점검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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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위생점검 기록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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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식량 및 조달(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승선 중인 선원들은 고용기간 중에는 선박의 요건, 선원의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품질의

R3.2.1
R3.2.2
A3.2.2(a)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식수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 선원에게 1인당
1일 기준액을 알리고 있는가?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만 지출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승선 중인 선원들은 고용기간 중에는 선박의 요건, 선원의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품질, 영양가 및 양의
식량, 식수를 무료로 제공받아야 한다(협약 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나) 공급되는 식량과 식수는 선박 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수, 식량과
관계된 종교적 요구사항 및 사회적 관례 그리고 항해 기간 및
특징을 고려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의 점에서 적절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2(a)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
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76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식료품 공급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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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77조제1항).
다)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법 제77조제2항).
라)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7조제3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법 제77조제4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 또는 지원하는 1인당
1일 선내 급식비 기준액이 선원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원명부, 급식위원회 기록부 및 식단표를 검사하여 선원의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품질의 영양가
있는 식단이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3) 주부식 보급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내 급식비가 식료품 구입 및 운반의
목적으로만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1인당 1일 선내 급식비 기준액을 선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급식비 기준액을 선원에게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2)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선원에게 대체 식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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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 해당 선원에게 대체 식단을 제공하는 등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적절한 품질의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식수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급식비 기준액을 고려하여 선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품질의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급식비가 식료품 구입 또는 운반 외의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 급식비
외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선박에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
5) 식량과 식수가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이
지출한 급식비를 해당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A3.2.2(b)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충분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2(b)항).
2) 국내 법령
관련 규정 없음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승무정원증서, 선내 작업배치표, 선원명부,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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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조리부의
조직 및 인력이 적절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조리실 및 주부식 창고 등을 검사하여 적절하고 다양한 조리 시설 및
장비가 제공되고, 해당 시설 및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위생
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조리부 조직 또는 조리부에 소속된 선원이 적절히 구성 또는 승무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조리부의 구성 또는 조리부에 소속된 선원을
승무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조리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인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수리, 세척 또는 교체를 지시하거나, 선원의
사용 요구가 없고 법정 필수 설비가 아닌 경우, 폐기하도록 권고
3) 선원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조리 시설 또는 장비가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선원의 요구에 따른 조리 시설 또는 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와 협의(권고)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선내 조리사로 고용된 선원은
선내 자신의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고
R3.2.3
A3.2.5

있는가?
선내 조리사가 승선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해선이 아닌
선박,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또는 어선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승선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선내 조리사로 고용된 선원은 선내
자신의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협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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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3항).
나) 책임당국은 10명 미만의 선원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
수와 항해 형태를 감안하여 완벽한 자격의 요리사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방에서 식량을 처리하는 자는 선내
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5항).
다) 18세 미만의 선원은 선박 요리사로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또는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준 협약 제A3.2조제8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을 위하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또는 어선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법 제76조제2항).
나. 검사 방법
1)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여권 등 선원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선원이 선박조리사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지
확인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을 선박조리사로
고용하거나, 종사 또는 근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선원명부, 선원수첩 및 선박조리사로 근무 중인 선원의 선박조리사
관련 자격증110) 또는 교육훈련 기록부를 검사하여 선박조리사로서
110) 법 시행령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①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
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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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18세 미만인 선원을 선박조리사로 고용하거나, 종사 또는 근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내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선박조리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선원을 하선(송환)시키고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원을 승선토록 하거나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원을 추가로 승선111)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에 선박조리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조리사가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112)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선박조리사에게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시행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도록 지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④ 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선박조리사로 승선할 수 있음.
111) 선원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기존의 조리 업무에 종사한 선원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증 취득 후 다른 선박에 계속하여 승선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주와 협의 필요.
112)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시행(교육훈련 기록부 작성 권고)하고 지침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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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①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②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A3.2.7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③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
관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자는 다음에 대한 빈번한 서류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7항).
가)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나) 식량 및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다)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기타 설비
2) 국내 법령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가)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나)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다)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라)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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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내 식량과 식수, 조리설비
및 조리실 등에 대한 위생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수준 또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유지 ㆍ관리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위생점검 기록부,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선내 식량과 식수, 조리설비 및 조리실 등에 대한 위생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 수준 또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점검되고 그 기록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내 식량과 식수 , 조리설비 및 조리실 등에 대한 위생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 수준 또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
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내 위생점검이 매월 1회 이상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식량ㆍ식수 또는 조리설비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결함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선내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5) 조리설비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 해당 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를
지시하거나, 선원의 사용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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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
-

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
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시행
규칙 제47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선원으로 구성된 급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급식위원회 기록부 ,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
하여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선원으로 구성된 급식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선원으로 구성된 급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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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선원으로 이루어진 급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선원으로 이루어진 급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 급식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급식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요구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선원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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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급식위원회 기록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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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건강 및 안전보호와 사고예방(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선상
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사항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A4.3.1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내의 근로, 생활 및 훈련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선내 직무상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국내법령 및
기타조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질병,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유해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상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사항이 마련
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선박에 산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정책과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c)항 및 기준 제A4.3조제2(b)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내 산업 안전 및 건강 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해양
수산부령 제99호, 2015.1.9 시행, 이하 “선원안전위생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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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1)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이하 "ISM Code"라 한다)113)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양수산관청
또는 한국선급(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관리증서
(SMC ;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이하 “SMC"라 한다), 안전
관리적합증서(DOC ; Document of Compliance, 이하 ”DOC"라 한다)와
산업보건 및 안전경영시스템(OHSAS 18001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ment Series 18001, 이하 “OHSAS 18001”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기관(한국선급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증서가 있는 경우)가 유효한지 검사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등의 서류를 검사
하여 「선원안전위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임무,
위험한 선내작업의 금지, 안전담당자의 선임, 개선의견의 제출, 작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SMC 또는 DOC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 유효한 SMC 또는
DOC 발급을 위하여 해양수산관청 또는 한국선급으로부터 인 증
심사를 수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113) 1987년 3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 등 국제적으로 대형 해난사고와
해양 오염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해난사고의 80%이상이
인적과실(Human error)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IMO는 이러한 인식하에 인적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이에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선박의
물리적 안정성 및 선원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육ㆍ해상 모든 부서를 망라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1993년 10월 총회
결의 741호로 채택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며 1994년 5월
ISM Code의 전면적이고 조속한 시행을 강제화 하기 위하여 SOLAS 협약 당사국 회의
에서 ISM Code를 SOLAS 제9장으로 제정함. SOLAS 협약 제9장의 제정으로 ISM Code는
1998년부터 모든 비준국가에 단계적으로 적용, 1998년 7월 1일부터 모든 여객선, 500톤
이상의 유조선, 케미컬탱커,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운반선, 고속화물선에 적용되고 기타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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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선박의 안전관리증서(SMC)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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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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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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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소유자의 임무, 위험한 선내작업의 금지, 안전담당자의 선임,
개선의견의 제출, 작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증서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고

A4.3.1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
하고,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내의 근로, 생활 및 훈련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선내 직무상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국내법령 및
기타조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질병,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유해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상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사항이 마련
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선박에 산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정책과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c)항 및 기준 제A4.3조제2(b)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법 제82조
제1항).
나)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하며(법 제83조제1항), 방호시설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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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2항).
(1) 「선내안전위생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ㆍ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
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보호
장구와 방호장치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보호
장구와 방호장치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3) 조리실, 갑판작업실, 기관실, 선용품 보관창고 등 선내 작업 현장을
검사하여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선원 면담을 통하여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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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보호장구 및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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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
하도록 지시
2) 보호장구가 선원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에게 필요한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기계의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 방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와 관련하여 선원이
지켜야하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와 관련하여 선원이 지켜야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
시키고 있는가?
-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 장비를 사용
A4.3.1
-

하여 하는 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내의 근로, 생활 및 훈련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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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직무상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국내법령 및
기타조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질병,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유해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상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사항이 마련
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선박에 산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정책과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c)항 및 기준 제A4.3조제2(b)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법 제82조제2항).
(1)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나) ① 개별 위험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선원안전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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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제2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국내
법령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선내작업을 식별하여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만이 작업하도록 허가하는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위험작업허가서, TBM(Tool Box Meeting)114) 기록부, 위험성 평가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선내작업을 식별하고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만이
작업하도록 허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3) TBM(Tool Box Meeting) 기록부, 위험작업허가서, 선원명부, 선원
수첩, 해기사 면허증, 승무자격증 등 선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검사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한 자가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선내작업을 식별하여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만이 작업하도록 허가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이 없는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을 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114) 현장에서 작업 전에 작업 예정, 절차, 안전의 확인, 유의점 등에 대하여 선원들이 협의
하는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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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위험한 선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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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위험작업허가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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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위험성 평가 기록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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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기준과 선내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준수를 위한 선박소유자,
A4.3.2(b)
A4.3.2(c)

선원 및 기타 관련된 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선내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임을 고려하여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박에 산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정책과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c)항 및 기준 제A4.3조제2(b)항).
나) 선내의 산업 안전,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임을 고려하여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또는
양자의 직무를 명시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2(c)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법 제91조제3항).
나)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
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2조제1항).
다)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임신ㆍ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법 제91조제4항).
라)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에서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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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하거나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에 알게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
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법 제91조제5항).
마)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법 제91조
제6항).
바) 18세 미만의 선원은 다음의 작업을 할 수 없다(「선원안전위생규칙」
제8조제1항).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ㆍ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사) 여성선원은 다음의 작업을 할 수 없다(「선원안전위생규칙」 제8조
제2항).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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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4)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5)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아)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은 다음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선원안전위생규칙」 제8조제2항).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ㆍ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11)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12)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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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14)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15)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16)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자)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선원안전위생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
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음)하고, 위험물을 상시 운송
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 안전담당자로
선임(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여야 한다(「선원안전위생규칙」 제4조
및 제5조).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 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①
18세 미만인 연소선원과 여성 선원에 대하여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선내 작업을 식별하고 해당 선원에 대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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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②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담당자(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는 기관사) 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1등 항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위험작업허가서, TBM(Tool Box Meeting) 기록부, 위험성 평가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18세 미만인 연소선원과 여성 선원에 대해
국내법령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선내 작업을 식별하고
해당 선원에 대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3) 안전담당자 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 임명장, 선원명부, 선원수첩,
해기사 면허증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
담당자(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는 기관사) 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1등 항해사)로 선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TBM(Tool Box
Meeting) 기록부, 위험작업허가서, 검지기구 및 보호구 관리 기록부,
선내 안전 및 소화설비 기록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안전담당자
(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국내
법령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18세 미만인 연소선원과 여성 선원에 대하여 국내법령과 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선내 작업을 식별하고 해당 선원에 대한
작업을 제한하고 ②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담당자(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는 기관사) 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
(1등 항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
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18세 미만인 연소선원 또는 여성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을 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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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안전담당자 임명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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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일정한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로 선임된
경우 →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담당자 (또는 위험물 안전
담당자)로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4)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가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
담당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 )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5)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가 지정된 임무를 적절히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담당자(또는 위험물 안전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내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
A4.3.2(d)

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안전대표자의 권한을 명시
하고, 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선내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내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대표로서 지명 또는
선출된 선내 선원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구성되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 A4.3조
제2(d)항).
2) 국내 법령
관련 규정 없음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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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경우, 선내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하고 안전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안전대표자의 권한을 명시
하고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를 검사하여 ①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안전대표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② 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경우, 선내
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해당되는 경우, 선내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안전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절차가 적합
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안전대표자가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안전
대표자를 지명 또는 선출하고 선원안전대표자의 권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
3) 해당 되는 경우, 선내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선내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내안전보건위원들에게 선내안전
보건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
4) 선내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선내안전보건
위원들에 대하여 선내보건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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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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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있는가?
-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

A4.3.5

-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책임당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5항)
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관한 ILO가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할 것
나)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
되며,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
다) 업무상 사고를 조사하는 것
2) 국내 법령
선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
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1조).
가)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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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라)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마)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바)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사)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해양
사고,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내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해양사고,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내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해양사고,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가 국내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 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ㆍ유지하도록 지시
2) 해양사고,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해양수산관청에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 → 보고되지 아니한 해양사고 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 보고서를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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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항행에 관한 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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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A4.3.8

평가 시 선박소유자의 소속 선박 또는 책임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를 참조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내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위험평가(관련 통계자료를
고려)가 요구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8항).
2) 국내 법령
관련 규정 없음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115) 관련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매뉴얼 및 기록부를 검사하여 안전보건공단116), 중앙해양안전
심판원117), 선원ㆍ선박소유자 단체에서 게시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
ㆍ관리하는 선상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통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위험성 평가 시 선상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내ㆍ외부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통계를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115) ISM Code 제1.2.2.2조(선박, 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안전장치의 수립)에 따라 선박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인명의 안전 및 보건, 선박의
안전, 화물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파악
하고,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여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정기적(통상 ISM Code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검토와 함께 실시 - 1년) 또는
임시적(해당사항 발생 시)으로 실시.
116)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ha.or.kr.
117)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m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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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및 보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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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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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무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
대하여 다음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 선원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
-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A4.1.1

이용하는 것 등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와 의료관리 제공
-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
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의 무료 제공
-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하는 동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및 필수적 치아관리를 포함한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협약 규정 제4.1조제1항), 선원
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와
의료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1(b)항).
나) 국내법령 및 관행에 따라 건강예방과 관리는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선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4.1조제2항).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실행 가능한 경우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1(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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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1(e)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
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선원안전
위생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118)을 지켜야 한다(법 제82조제5항).
나)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82조제6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선원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 ② 선원
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③ 의료
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 등 육상근로자가 일반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와 의료관리 제공, ④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⑤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의 무료 제공과
⑥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전 선원의 선원건강진단서,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①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② 기항 항구에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받고 있는지 및 ③ 그러한 의료지원이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해당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118)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고시)(안) 마련을 위한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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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선원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 ②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③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
등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
보호와 의료관리 제공, ④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⑤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의 무료 제공 또는 ⑥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제공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
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ㆍ유지하도록 지시
2)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3) 선원이 기항한 항구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못한 경우 → ① 해당 선원의 상병 또는 질병이 지속
되고 있는 경우 무료로 치료해 주고 ② 선원이 상병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직접 지불한 비용을 선원에게 반환하도록 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4) 승무 중인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가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건강 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

A4.1.2

선장과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한 표준
의료보고서가 기록ㆍ유지되고 있는가?
작성된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한 채택한 표준의료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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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어야 하며, 그 양식과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2항).
2) 국내 법령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국내법령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①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의 표준의료보고서를 기록ㆍ유지하고,
② 작성된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의 표준의료보고서를 기록ㆍ관리(비밀유지 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해당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의 표준의료보고서를 기록ㆍ유지하고,
② 작성된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절차가 적합
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표준의료보고서가 기록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 누락된 표준의료보고서를
기록ㆍ관리하거나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국내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의 표준의료보고서를 사용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국내법령 및 협약에 따른 표준의료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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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표준의료보고서 예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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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표준의료보고서 예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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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A4.1.4(a)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모든 선박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a)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선원안전위생규칙」 등
에서 정하는 사항119)을 지켜야 한다(법 제82조제5항).
□ 주사약
연번

1

분류

항생제

비치기준

상품명

성분명

신도마이세친주,
헤로세친주

클로람페니콜

2

1

10바이알

가나신주

황산카나마이신

2

1

10바이알

곰실린주, 아목사펜주

아목시실린

2

1

10바이알

국제 국내

단위

2

강심제

아미노필린주

아미노필린

1

1/2

10앰플

3

혈관수축제

염산에피네프린주,
에피네프린주

에피네프린

1

1/2

10앰플

4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주,
염산리도카인주

염산리도카인

2

1

10앰플

5

지혈제

검빅스주

파라아미노메칠벤조산

1

1/2

10앰플

6

해열 진통
소염제

케토프로펜주, 케페닌주,
타폭센주

케토프로펜

2

-

10앰플

주사용 증류수

주사용 증류수

2

1

50앰플

생리식염주사액,
멸균생리식염수

염화나트륨

5

2

1000ml

5%당 링겔,
덱스트란40주사액,
하트만덱스액

당 및 각종 전해질제제

3

1

500ml

7

수액제

119)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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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아푸신주,
아미노푸신주, 헤파민주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및 전해질제제

3

-

500ml

□ 내용약(Internal medicines)
연번

1

2

3

4

5

분류

항생제

강심제

해열 진통
소염제

일반
감기약

진해
거담제

비치기준

상품명

성분명

아목사펜캽셀,
아목시실린캅셀

아목시실린

1

1/2

독시싸이클린하이클레이트
캅셀, 독시싸이클린캅셀,
바이브라마이신엔캅셀(정)

염산독시싸이클린

1

1/2

네오마이센친캅셀,
클로람페니콜캅셀,
헤로세친캅셀

클로람페니콜

1

1/2

100캅셀

박트림정, 셉트린정,
티 에스정(캅셀)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1

1/2

100정(캅셀)

아세트아미노펜정,
타이레놀정

아세트아미노펜

2

1/2

아스피린정,
바파린에이(캅셀), 로날정

아스피린

2

1/2

100정

나로텐정,
볼타렌정,카덱신정

디클로페낙나트륨

1

-

100정

크록신정, 바로론정

크로닉신라이시네이트

1

1/2

100정

데노펜정, 라이펜정,
펜잘정, 펜스톱정

아세트아미노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무수카페인,
베타이메칠아미노에탄올
바이타르트레이드

1

1/2

100정

아나진정, 타노판정,
파니콜정

클로르페니라민말레이트
, 아세트아미노펜,
무수카페인,
아텐자마이드

2

1

100정

나이킨내복액,
디스콜내복액,
판토피내복액
(판피린에스 내복액)

아세트아미노펜,
구아이페네신,
염산디엘메칠에페드린,
클로르페니라민말레이트
, 무수카페인

120

30

30(20)ml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이트
노바콜캅셀, 세라스렌캅셀,
, 염산크로페라스틴,
하벤캅셀, 화이투벤캅셀
염산디엘메칠에페드린,
세라지오펩티다제

2

1/2

리나치올캅셀, 카로민캅셀

카보시스테인

1

-

100캅셀

용각산

길경, 세네카, 행인,
감초, 용외, 사향,
카페인

5

2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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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내

단위
100캅셀
100캅셀(정)

100정

100캅셀

6

진정제

독시팜정, 자메로정,
잘덴정

독실아민숙시네이트

3

1

7

진훈제
(멀미약)

드라마민정, 보나링에이정

디메칠하이드리에이트

1

1/2

100정

액티피드정, 코나본정

염산트리프로리딘,
염산슈도에페드린

1

1/2

50정

코넥스캅셀, 콘택600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이트
, 벨라돈나알카로이드

1

1/2

100캅셀

1/2

-

100정

8

항히스타민제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정 클로르페니라민말레이트

9

10

11

12

13

소화제

제산제

소화성
궤양용제

훼스탈포르테정,
판크레온포르테정

소화효소 및 담즙성분

2

1

베아제정

소화효소, UDCA 및
판크, 레아친

2

1

100정

활명수

아선약, 엘멘톨,
디엘캄파, 고추, 계피,
건강, 정향 등 11가지
생약제제

10

2

450ml

속청, 솔청수

계피, 진피, 건강,
디엘염산카르니틴 등
다수생약제제

5

1

10병

암포젤엠현탁액,
게루삼현탁액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
콜로이드인산알루미늄,
아가, 펙틴

50

10

3(4)포

(겔포스)
탈시드

하이드로탈사이트

2

1

60정

노루모내복액

중조, 유게놀, 아미노
아세트산, 엘멘톨,
디엘캄파

3

1

10병

시메티딘정

시메티딘

1

-

100정

복합아루사루민정

베이식알루미늄슈크로스설
페이트, 스코폴리아엑스,
테마제팜

1

(1)

180(60)정

복합부스코판당의정

히요신엔부칠브로마이드,
설피린

1/2

1/2

바랄긴정

설피린, 염산피토페논,
휀피베리니움브로마이드

1/2

-

100정

로페린캅셀,
염산로페라미드캅셀

염산로페라미드

2

1/2

100캅셀

락테올캅셀

틴달라이즈드락토바실루
스에시도피루스라이오필
리제이트

2

1

100캅셀

정로환, 정장환

크레오소트, 황련, 감초,
향부자, 등피

5

2

100환

진경제

정장제

1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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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정

100정

14

노회캅셀

알로에엑스

1

-

100캅셀

둘코락스당의정

비시아코딜

1

1/2

100정

하제

15

이뇨제

라식스정, 푸로세미드정

푸로세미드

1

1/2

100정

16

혈압
강하제

베타곤정, 베타자이드정,
벤디지아크정

메토프롤롤타르트레이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1

-

30정

17

관상동맥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설하정,
니트로글리세린정

니트로글리세린

1/4

1/10

18

화농성
질환용제

마로이신정,
배농산급탕엑스정,
베노라제정

길경, 감초, 대추, 작약,
건, 강, 지실

1

(1)

500(100)정

세티콜트로키,
세피놀트로키

세틸피리디니움클로라이드,
에칠아미노벤조에이트

10

-

10정

가그린액, 가글액

보릭에시드,
메칠살리실레이트, 치몰

5

2

180ml

덴톨정, 인사돌정

베타시토스테롤

5

-

100정

3(2)

1

5g(10정)

19

치과구강용약

오라메디연고(아프타치정) 트리암시놀론아세토나이드

20

21

22

치통수, 치통액

크레오소트, 클로브오일,
페퍼민트오일,
에칠아미노벤조에이트

3

1

오로친정, 아레진당의정

글리시리진,
오로틱에시드,
클로르테니라민말레이트

1

1/2

100정

메치오닌당의정

디엘메치오닌,
염산치아민, 리보플라빈,
시아노코발라민

1

-

100정

우루사연질캅셀,
쓸기담연진캅셀

우루소데속시콜린산

5

1

100캅셀

헬민연진캅셀

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2

-

100캅셀

복합엘씨500

엘시스틴,
주석산수소콜린

2

-

100캅셀

레모나세립

아스코르빈산,
리보플라빈,
염산피리독신

3

1

240포

그랑페롤, 토롤천, 하노백

초산토코페롤

3

1

100캅셀

바로코민정, 인코라민정
(아로나민골드정)

푸루설타아민,
리보플라빈테트라부티
레이트, 아스코르빈산,
초산토코페롤,
시아노(하이드록소)
코발라민

5

1

100정

비콤푸렉스정
삐콤씨정

염산치아민, 리보플라빈,
염, 산피리독신,

해독제

간장
질환약

비타민
제제

10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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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

시아노코발라, 민,
칼슘판토테네이트,
아스코르빈산
23

타미플루 캡슐

Oseltamivir Phosphate

40

1/2

10캡슐

리젠자로타디스크

Zanamivis 5mg

40

1/2

20포낭

항바이러스제

□ 외용약 및 기타(External medicines and etc.)
연번

1

2

3

분류

화농성
질환용약

안과용약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상품명

성분명

테라마이신외용연고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황산겐타마이신연고(크림)

황산겐타마이신

이명래고약(범밴드)

10～20여 가지의
생약제제

비치기준
국제 국내

단위

5

2

20(5)

5(1)

2g(10매)

엘아스파라기네이트,
디포타슘글리실리지네이트,
뷰렌점안액, 스파쿨점안액,
아란토인, 황산아연,
오크링점안액, 윙클점안액
염산나파졸린,
네오스티그민메칠설페이트

4

2

10ml

테라코트릴눈/귀약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초산하이드로코티손

3

1

5ml

옵티클점안액,
클로람페니콜점안액

클로람페니콜

2

1

10ml

훼너간크림

염삼프로메타진

5

1

20g

맥살겔연고, 스파겔연고

에토페나메이트
10

5

20g

로시덴겔, 샤르겔

피록시캄

카라민로숀

카라민, 산화아연,
페놀용액

5

2

60ml

안티프라민, 네오파스연고

디엘캄파, 엘멘톨,
메칠살리실레이트
엘멘톨,
메칠살리실레이트

2

(2)

맨소레담로숀
스프레이파스,
에어신신파스(제놀스틱)

디엘캄파, 엘멘톨,
메칠살리실레이트,
글리콜살리실레이트,
디펜히드라민

5

2

신신물파스에이,
맨소레담액파스, 롱파스

디엘캄파, 엘멘톨, 메칠
살리실레이트, 클로르
페니라민말레이트,
바닐릴아마이드노니릭산,
치몰

5

1

45ml

제놀, 대일시프

디엘캄파, 엘멘톨,
메칠살리실레이트, 치몰,

20

5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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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

500(20)g

200ml(40g)

염산디펜히드라민

4

5

6

기타
피부질환용약

기생성피부
질환용약

소독제

샤론시프에이스핫,
대일시프핫

메칠살리실레이트,
디엘캄파, 캅시쿰엑스

10

2

5매

라벤다크림, 세레나크림,
실크론크림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
네이트, 크로트리마졸,
황산겐타마이신

10

3

10g

동상연고

초산토코페롤, 비타민 A,
에르고칼시페롤,
디엘캄파, 엘멘톨,
디펜히드라민

2

1

20g

솔박타

트리크로카반

5

1

400ml

더모베이트연고(액),
베타베이트연고

콜로베타솔-17-프로피오
네이트

4

2

25g(ml)

니조랄크림

케토코나졸

5

-

15g

감마린크림, 린단크림,
린덴로숀

린단

5

1

100g

톨나프테이트액, 티나덤액

톨나프테이트
살리실산, 페놀,
디엘캄파

3

1

100ml

살롤액, 피엠정

에코나졸나이트레이트,
스킨힐지크림, 스펙터크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나이드,
아나존지크림
황산켄타마이신

20

5

10g

리마졸크림, 카네스텐크림

크로트리마졸

3

1

20g

크레졸수

크레졸

20

5

250ml

크레졸비누액

크레졸, 베지타블오일,
에탄올

3

1

200ml

소독용알콜, 소독용에탄올

에칠알콜

10

5

250ml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3

1

250ml

요오드틴크,
묽은요오드팅크

아이오다인틴츄어

3

1

120ml

메디스웹, 스왑콜

이소프로필알콜

3

1

100매

베타딘액, 포비돈액

포비돈아이오다인

3

1

100ml

7

조직부활용약

나나솔연고,
복합마데카솔연고,
센티카에스연고

아시아티코사이드,
황산네오마이신,
초산하이드로코티손

10

3

10g

8

창상보호제

화상가아제, 아크리카인

아크리놀, 백색바셀린,
멸균흡착거즈

20

5

7.5×90cm

좌운고좌약

자근, 당귀, 참기름,
황납, 돈지,
천연토코페롤

2

-

20개

치이타좌약(크림)

초산푸루코토론트리메칠,
염산리도카인(+클로르
퀴날돌)

3

2

10개(20g)

9

치질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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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살충제

프록토셀딜좌약(연고)

하이드로코티손,
염산디부카인,
황산네오마이신비,
에스쿨로사이드

에프킬라에프에어졸

D.D.V.P., 페니트로치온

에비씨모노탄에프,
홈키파에어졸

D.D.V.P., 프탈스린

10

3

600ml

레이드

살충원액,
올소이소프로폭시페닐메
칠카바메이트, 인산
2-2디클로로비닐디메칠

10

3

550ml

에프킬라싹싹

퍼메트린,
디-시스/트란스,
후라메트린

30

5

200ml

비 고
1.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치기준은 최대 40명의 승선원이 6개월 간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기본으로 한다.
2. 승선인원이나 항행기간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승선인원 또는 항행기간의 비례에 따라 환산
하여 비치수량을 증가한다.
3. 승선인원이 20명 이하 또는 항행 기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로 표시한 것만을 선내에
비치할 수 있다.
4. 입출항 항구로부터 항행 시간이 10시간 이내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약품 중
로 표시한 것만을 선내에 비치할 수 있다.

[표 2-9] 특수장소(선박)에서의 취급용 의약품 명세표120)

1958년 선내의료함의 내용에 관한 권고(제105호)121)
1. 국제약국방에 표시되어 있는 다음의 조제에 상당하는 약품
가. 제1권
디프테리아혈청(선택), 파상풍혈청(소량)(선택), 요오드의에텔용액, 아편팅크(또는 해당약품)
나. 제2권
아드레나린주사액(선택), 유산아트로핀주사액(선택), 모르핀주사액, 니케사미드주사액(선택),
프로카인ㆍ하이드로클라이드주사액(선택), 아세틸살리실산정, 아스코르빈산정(선택), 유산
암페타마인정(선택), 인산코데인정(또는 해당약품), 염산에퍼드린정, 트리니트로ㆍ글리세린정
(선택), 염화제일수은정(감홍), 프로고나일ㆍ하이드로라이드정(또는 마라리아치료약), 삭시
니즐패치아졸정(또는 해당약품), 슬파다이아진정(또는 해당약품), 벨라돈나팅크제, 주사용
증류수
2. 기타 약제
가. 외과약
부상용 방부제, 소독제, 도약, 급성피부염 용수약, 치용연고, 안식향산 및 살리실산의 화합물과
같은 윤선용약, 산화아연연고 등 만성피부 염증약, 화상용약, 개선용 벤질안식향산염첩용약,
성병예방약 일식포장(선택)
나. 안과약
마치약, 방부제, 황색산화수은안용연고(선택)
120) 특수장소(선박)에서의 취급 의약품 재지정 통보(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2580,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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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통약
라. 내복약
바르비츌산유도체정(즉효최면약, 지효진정약), 효스틴수소취화물정(스코보라민수소취화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선취약, 쇼듐ㆍ클로라이드정(열사경련용), 페니실린ㆍ레보지트리ㆍ폼
ㆍ주사약(예 : 강화페니실린G(정질 펜니실린을 포함한 프로카인페니실린G), PAM(모노스테
아린산알루미늄을 포함한 유상프로카인ㆍ페니실린G) 또는 벤자틴ㆍ페니실린G, 내복용항
생물질(예 : 염산염 또는 페니실린V)(선택), 항히스타민제(선택), 위액산도치료약, 완하제
마. 기타
올리브유(또는 해당약품), WHO가 발행하고 있는 각 항ㆍ포구에서의 성병 진료소의 국제표의
사본 앞의 국제표에 부속하는 성병처치를 위한 개인용 소책자
※ 바르비 출산 유도체정, 인산코데인정, 모르핀주사약, 아편팅크 및 벨라돈나팅크는 선장
또는 그 밖의 책임 있는 직원이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관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그 밖의
책임 있는 직원은 프로카인 및 페니실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3. 외과용기계 기구 및 비품
체온계, 피하주시기 및 주시침(혈청기타의 주사에 적당한 것), 봉사 및 붕대(장선, 천선),
봉침(될 수 있으면 침축도 넣을 것), 지혈겸자, 파편빼개, 해부용겸자, 외과용소도(스텐
레스제), 수술용가위, 지혈기, 안과용반전, 세안컵, 점안컵, 여러가지 크기의 연고무뇨도
주입기, 부목(목제 또는 철제), 변기, 뇨기, 난형접시, 급식기, 열탕병, 들것(네일=로버트슨
들것 또는 유사한것으로 선내의 일부에서 다른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데 적당한 것), 붕대
가위, 목재도포기, 붕대, 가제, 탈지면, 반창고, 고무붕대, 석고분재붕대(선택)

[표 2-10] 최소한의 의료약품 및 의료시설표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대장, 선내의료지침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지침서가 제공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해당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121) Ships' Medicine Chests Recommendation, 1958(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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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대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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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지하도록 지시
2)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3)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100명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A4.1.4(b)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인 경우, 의사가
승선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100명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의료관리를 제공할 책임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b)항).

2) 국내 법령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 또는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
인원이 200인 이상의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
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4조).
나. 검사 방법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에 한하여 선원명부, 선원수첩, 의사면허증, 항해
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의사가 승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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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항해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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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의사면허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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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임
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승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승선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경우 → 의사를 승무하도록 지시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선박에 의사가 승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료 및 약품
A4.1.4(c)

관리를 담당하는 선원 1명 이상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선원 1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의사가 승무하지 않는 선박은 최소한 자신의 통상적 직무의 일부로서
의료관리 및 약품관리를 담당할 선원 1명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선원이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로서 선내에서 의료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STCW 협약의 요건을 충족
하는 의료관리에 관한 훈련을 원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지명된 선원은 같은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응급
처치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
제4(c)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
으로 하는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선박 또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제외)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법 제85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
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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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자격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85조제2항).
다) 의료관리자는 다음의 선내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법 제85조제4항).
(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
보관 및 관리
(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 또는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응급처치 담당자)을 두어야 한다(법 제86조
제1항).
마)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86조제3항).
나. 검사 방법
선원명부, 선원수첩, 의료관리자 자격증, 응급처치담당자 교육이수증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선박에 의사가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료
및 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선원 1명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의료관리자 1명 또는 의료응급처치 담당자 1명이 승선하고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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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승선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이 있는 의료관리자 1명 또는
교육을 이수한 의료응급처치 담당자 1명을 승무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4.1.4(d)

해상에서 무선 또는 위성 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책임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사이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d)항).
2) 국내 법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 대한 의료
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88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1일
24시간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활용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교, 통신실 등 의료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장치가 설치된
곳에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문이 적절히 게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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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선박의료지도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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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1일 24시간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활용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 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ㆍ유지하도록 지시
2) 1일 24시간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상시
의료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선박에 제공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정하는 선원의 승무를
금지하고 있는가?

-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
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 등을 예방
하기 위하여 직무상 사고 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법 제81조).
나)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되며(법
제82조제3항),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8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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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검사하여 ①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
하다고 정하는 선원의 승선을 금지하고 ②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내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전 선원의 선원건강진단서, 황열122)ㆍ콜레라123)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기타 질병을 가진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내법령 및 협약
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
하다고 정하는 선원의 승선을 금지하고 ②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내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

122)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두통, 오한,
식욕부진, 황달, 출혈성 징후 등이 나타나며,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며,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아르보바이러스(Arbovirus)가 원인으로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의 침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와 혈액으로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킨다.
발열,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환자의 15% 정도는 독성기로 접어들게 됨. 독성기의
환자는 다시 열이 발생하며 급격히 황달,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눈, 코, 입,
위장관 등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함(국립검역소 “국제
공인예방접종 정보” 참조).
123)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임. 오염된 물과 음식을 매개로 하여 감염되며 날것 또는 설익은
해산물 특히 최근에는 조개, 새우, 게 등 패류가 원인이 되기도 하며, 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탈수증이나 산혈증 및 순환기계 허탈 발생함(국립검역소 “국제
공인예방접종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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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감염병, 정신질환 등 승무가 곤란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의사가 승무가 힘들다고 판정할
경우 하선(송환)시키도록 지시
3)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해양수산관청에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 →
누락된 선원의 직무상 사고 보고를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⑬

선내불만처리절차(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A5.1.5.2

선원의 불만처리를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A5.1.5.3

하기 위한 선내절차가 마련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박은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처리를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선내절차를 갖춰 두어야하며(협약 규정 제5.1.5조제1항),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
당국에도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5조
제2항).
나) 협약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는 선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협약 규정 제5.1.5조제2항), 선내불만처리절차
중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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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사고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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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 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법 제114조).
나)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나 선장
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법 제129조제1항).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29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검사하여 선원의 불만에 대한 공정한 조언 및 처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의 불만에 대한 공정한 조언 및 처리를 위한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선원의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해결이 필요한 경우 선원의 불만을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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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선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불이익을 받은 선원에 대하여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모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에 추가하여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의 작업언어로 작성된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사본 1부를 제공받고 있는가?
- 기국의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A5.1.5.4

- 기국이 선원의 거주 국가와 다른 경우, 선원국의 책임
당국의 연락정보
-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모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에 추가하여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의 사용언어로 작성된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사본 1부를 제공받아야
하며, 기국의 책임당국 연락정보, 선원의 거주 국가가 다른 경우, 선원국의
책임당국 연락정보 및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5조제4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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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1)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검사하여 ① 기국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② 기국이
선원의 거주 국가와 다른 경우, 선원국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③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국문
및 선내 작업언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① 선교, 기관실, 휴게실 등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선내불만처리
절차가 게시되어 있고, ② 전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선원이 선내불만처리절차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를 받았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① 기국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② 기국이 선원의 거주 국가와 다른
경우, 선원국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③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선내불만처리
절차에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내용을 선내불만처리
절차에 반영ㆍ작성하고 전 선원에게 수정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제공
(선내 게시 포함)하도록 지시
2) 선내불만처리절차가 국문 및 선내 작업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국문 및 작업언어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작성하여 전 선원에게
수정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제공(선내 게시 포함)하도록 지시
3) 선원근로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선원에게 제공
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에게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
4)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지시

260

[그림 2-67] 선내불만처리절차서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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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임금(인증 및 검사 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의

A2.2.1

간격을 넘지 않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게
전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일체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2.2조 및 기준 제 A2.2조제1항)124)
2) 국내 법령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2조제2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법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규
정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임금,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근속수당,
승선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제외)을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
124) 선박소유자에게 임금대장의 사본 또는 전자 기록부를 선박의 문서로 비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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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법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임금
에서 공제하는 임금,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근속수당, 승선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제외)을 지급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2.2.2

선원은 월급, 기타 보수 및 해당되는 경우 적용환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매월 제공받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은 그들의 월급 및 가족 수령분과 같은 공인된 공제액을 나타내는
명세서를 매월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한 것과 다른 화폐 또는 환율로
지급될 경우에는 적용환율도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2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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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① 임금의 금액, ② 임금의 구성항목과
③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표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급여명세표를 맞춰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제공되지 아니한
급여명세표를 선원에게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2) 급여명세표에 ① 임금의 금액, ② 임금의 구성항목 또는 ③ 적용
환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누락된 사항을
급여명세표에 기재하여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A2.2.3
A2.2.4

모든 선원은 자신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한 요금의 수준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제공받았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모든 선원은 자신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제공
받아야 하며, 이러한 수단에 대한 일체의 요금은 적절한(Reasonable)
수준125)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3항 및 제A2.2조제4항).

125) 환율은 자국 법령에 따라 통상 또는 공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선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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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이 개시될 때 또는 계약기간 중에, 선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가족에게 일정주기로 은행송금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나) 선원이 지목하는 자(자들)에게 일정액을 선원이 원하는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요구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3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① 선박소유자가 선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전하여 선원이 지정한 가족 또는 부양자에게 송금하고, ② 적절한 수준의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선원이 지정한 가족이나 부양자에게 송금
되지 아니한 경우 → 임금을 선원이 지정한 가족이나 부양자에게
송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환전ㆍ송금 수수료가 은행에서 고시한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선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차감한 경우 → 은행에서 고시한
수수료를 확인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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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환전 또는 송금수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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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선장에게
-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4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선박이 기항하였을 때 선박
소유자가 해당 항구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박소유자(선장)가 선박의 기항지에서 선원이 청구하는 현지 통화로의
임금 지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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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

)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

)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3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지급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선원
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 등 선원의 비상한
상황에서 선원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선박소유자가
거부한 경우 → 선원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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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도산 등의 사실인정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최종 3개월분) 및 퇴직금
-

(최종 3년분)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가?
선장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증서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또는 선박소유자 단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도산 등의 사실인정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6조제1항). 또한, 선장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 증서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시행
규칙 제13조제2항제7호).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
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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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
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원양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법인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
하는 공제 또는 기금
나)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56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하여 ① 해당
서류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와 ② 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
하여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임금채권보장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내에 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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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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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59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의 기준126)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기준을 하회하여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최저임금의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126) 2016년 선원최저임금은 “월 1,641,000원이며,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최저임금을 기준(1등 항해사ㆍ기관사 : 1,335
USD, 2등 항해사ㆍ기관사 : 1,070 USD, 3등 항해사ㆍ기관사 : 1,031 USD, 직장급(조리장
포함) 부원 : 686 USD, 수직급 부원 : 614 USD, 원직급 부원 : 457 USD)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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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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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휴가(검사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

R2.4.1

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은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법령에 따라 유급연차휴가127)가 부여
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2.4조제1항).
2) 국내 법령
1) 선박소유자(법 제74조128)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법 제69조제1항).
2)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69조제4항).
127) 최소 유급연차휴가는 고용 매월 당 최소 2.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최소 연차유급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선원은 기국에서 인정되는 공적 또는 관습적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선원의 연차기간에 포함하여도 관계없음.
128) 법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
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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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선원에게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가 부여129)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원하고 있는 경우130)를 제외하고,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선원에게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 선원의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2) 8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승무한 선원에게 유급휴가가 부여
되지 아니한 경우 →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A2.4.2

자신의 직책에 따른 운항적 요건과 더불어 상륙이 허가
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따른 운항적 요건에 적합하도록 상륙이 허가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2.4조
제2항).
129)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130) 선원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승선하는 경우, 외국 항만당국에 의한 점검에서 결함
사항이 식별되지 않도록 선원의 승선연장 신청서, 선원이 근로를 제공한 승선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급(미사용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퇴직금
(해당되는 경우)의 지급 명세표, 갱신한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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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관련 규정 없음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선원의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선원의 직책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기항한 경우 상륙할 수 없는 경우 → 선원의 직책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원의 상륙을 허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2.4.2

유급휴가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
이상 부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각 회원국은 연차휴가에 관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연차휴가에
관한 최소기준을 결정하는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4조제1항).
나)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는 적절한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단체
협약 또는 국내법령을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고용 매월 당
최소 2.5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책임당국이 결정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결근은 연차휴가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협약 기준 제A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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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당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 이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연차
유급휴가를 보류하는 일체의 협정은 금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4조제3항).
2) 국내 법령
가)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
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법 제69조제2항).
나)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법 제70조제1항).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법 제70조
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선원이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3일131)
이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3일 이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일수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부족한 일수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131) 연해구역 항해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 기항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
: 5일,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 : 6일, 외국인 선원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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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
-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62조제5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1주간에 4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하는 선원에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부여
되는 유급휴가(3～6일)와는 별도로 1일의 추가적인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주간에 4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하는 선원에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부여되는 유급휴가(3～6일)와 별도로 1일의 추가적인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부족한 일수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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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132)에 따른 휴가로
132)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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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법 제69조제3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
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여성선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을 승무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선원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승무기간으로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과 법에 따라 보상(임금의
지급, 유급휴가의 부여, 퇴직금의 정산 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여성선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을 승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
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
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선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

유급휴가 부여(6개월보다 길지 않는 승선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부여)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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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133)를 주어야 한다(법 제69조제5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
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연소선원을 유급휴가 없이 6개월 이상
승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연소선원이 6개월 이상 유급휴가 없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 연소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연소선원을 유급휴가 없이 6개월 이상 승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내용이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
유지하도록 지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133)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안) 마련 중에 있음. 협약 지침 제B2.4.4조(권고)는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6개월 또는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그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연소선원의 거주국에 기항하지 않았고, 그 후 3개월의 항해 중 그 나라에 기항하지 않은
국제항해 선박에 휴가 없이 그 기간 동안 승선한 18세 미만의 연소선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강구(항해 중에 얻은 일체의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연소선원의 거주국의
원래 고용지로 무료 송환시키는 것을 포함)되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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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법 제70조제3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
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
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부족한 일수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
하도록 지시

산전
-

산후의 여성선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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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134)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
한다(법 제70조제4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및 여성선원의 선원
근로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여성선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여성선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 부족한 일수에 대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여성선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
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134)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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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

대하여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법 제70조제5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
계약서와 선원수첩을 검사하여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계산(1일 미만은 1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유급휴가가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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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
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73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
계약서ㆍ선원수첩ㆍ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원이 사용하지 못한 유급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급휴가급
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 미사용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유급휴가급을 지급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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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검사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박소유자는 송환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
하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R2.5.2

지정하였는가?
선박소유자는 송환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 증서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선원은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송환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2.5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송환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협약 규정 제2.5조제2항).
다) 선원은 최소한 다음 상황에서 송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5조
제1항).
(1) 해외에 있을 때 선원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 선박소유자에 의하거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 선원에 의해서 선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3) 선원이 더 이상 그들의 고용 계약 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될 때
2) 국내 법령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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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선원을 송환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법 제40조),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 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또한, 선장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 증서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7호).
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
하는 손해보험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
회사가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다)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
조합법 」 제 6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 60조 또는 「원양산업
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라) 「민법 」 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법인이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마)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나. 검사 방법
선주책임상호보험(P&I insurance ;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이하 “P&I 보험”이라 한다) 등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
계약의 체결지까지 선원을 송환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환보험증권”이라 한다)를 검사하여 ① 해당
서류가 선내에 비치되어져 있는지와 ② 선원이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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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선주책임상호보험증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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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송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송환보험에 가입하여 송환보험
증권을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ㆍ유지
하도록 지시
2) 송환보험증권이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송환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송환보험의 피보험자가 승무중인 선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승무중인 선원이 피보험자로 지정한 송환보험 가입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는 상황, 기간(12개월 미만)
A2.5.2

및 세부적 권리에 대한 사항이 선원근로계약서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국내법령 또는 기타 조치 또는 단체협약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는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5조제2항).
가) 선박소유자 또는 정당한 사유로 선원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와 선원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있는 상황
나) 그 후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는 선내 최대승무기간(12개월
미만일 것)
다) 송환지, 교통수단,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명세 및 기타
선박소유자가 수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합의한
송환에 대한 세부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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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선원근로계약서에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검사하여 ① 선박소유자
또는 정당한 사유로 선원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선원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있는 상황, ②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
받는 선내 최대승무기간 (12개월 미만일 것 ) 및 ③ 송환지 , 교통
수단,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명세 및 기타 선박소유자가
수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합의한 송환에 대한 세부적
권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이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에게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는 상황, 선내 최대승무기간(12개월
미만) 및 송환비용 등 세부적인 송환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이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사항을 선원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ㆍ유지
하도록 지시

290

선박소유자는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으로
A2.5.3

선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로부터 송환
비용을 상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으로 선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선원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로부터
송환비용을 회복하는 것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법령 및 기타
조치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이 근로 의무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기준 A2.5조제3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8조제4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①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선하기 전에 송환비용을 선원
에게 요구하거나 ② 선원을 송환한 후 임금 등 선원의 권리로부터
해당 비용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① 선박소유자가 선원으로부터
송환비용을 청구하거나 ② 선원을 송환한 후 임금 등 선원의 권리로
부터 해당 비용을 상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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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선하기 전에 송환비용을 선원에게 요구하거나
선원을 송환한 후 임금 등 선원의 권리로부터 해당 비용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승선하기 전에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청구하거나 송환 후에
임금 등 선원의 권리에서 송환비용을 상계한 경우 → 해당 금액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2.5.9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송환관련 국내법령의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송환관련 국내법령의 사본 1부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하며 선원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5조제9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송환과 관련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선원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41조).
나. 검사 방법
선원의 송환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135)을 국문 및 선내의
작업언어로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35) 법 제38조(송환), 법 제39조(송환수당), 법 제40조(송환보험 등의 가입), 법 제41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 법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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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송환 관련 국내법령 비치

293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의 송환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2) 선원의 송환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은 서류가
국문 및 선내의 작업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서류를
국문 및 선내의 작업언어로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
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
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38조제1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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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관련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
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관련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부담한 경우 →
해당 금액과 선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하여 선원에게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송환되고 있는가?
-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

-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하는 경우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
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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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38조제2항).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나)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및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법 제38조
제3항).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원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무상(교통비, 숙박비, 식비,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및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무상으로 송환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무상
(교통비, 숙박비, 식비,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및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송환
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
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
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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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환과 관련된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한 경우 → 해당 금액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

제외하고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송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을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39조).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송환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송환수당을 선원
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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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상당하는 송환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송환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송환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협약에 의한 문서(검사항목)
협약 요건
A5.1.1

검사 사항
협약의 사본 1부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은 협약 사본 1부를 선내에 갖춰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조제1항).
2) 국내 법령
1) 선장은 ① 선박국적증서, ② 선원명부, ③ 항해일지, ④ 화물에
관한 서류, ⑤ 선박검사증서, ⑥ 해도, ⑦ 기관일지, ⑧ 속구목록,
⑨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⑩ 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송환보험 증권의 사본 및 ⑪ 협약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선박은 협약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8조
의3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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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협약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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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방법
협약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 또는 (전자)인쇄물 1부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협약의 사본 1부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협약의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의 의무(검사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A4.2.1(a)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에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에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에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2조제1(a)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136)
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94조
136)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별표 5)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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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94조제2항).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137)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요상보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4조제3항).
라)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95조).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137)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 검사
2. 약제(
)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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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
(식사 포함)
(5) 간병138)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97조).
바) 선박소유자는 요양보상 및 장해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상, 상병보상 및 장해
보상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 제98조).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
되는 일자 사이에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기간에 선원 고용에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하여 요양 및 장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기간에 선원 고용에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하여 요양
및 장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 등 선원의

138)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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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서 상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기간에 선원 고용에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하여 요양 및 장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기간에 선원 고용에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하여 요양 및 장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 등 선원의 권리에서 상계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A4.2.1(b)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였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국내법령, 선원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2조제1(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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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1)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승선평균임금 이상의 보험
금액으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법 제106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
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2) 선장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 증서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7호).
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
하는 손해보험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
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다)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
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
발전법 」 제 28 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
하는 공제
마)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재해
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공제
나. 검사 방법
P&I 보험 등 선박소유자가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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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입한 재정보증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것을 증명한 서류를 검사하여 ① 해당 서류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② 선원이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③ 보험금액이 승선평균
임금 이상인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ㆍ유지하도록 지시
2)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3) 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승무중인 선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승무중인 선원이 피보험자로 지정한 송환보험 가입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선원이 회복될 때
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영구적이라고 선고
A4.2.1(c)

되었을 때까지 의료적 치료,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통근비와 같은 의료관리 비용을 담보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회복되었을 때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영구적이라고 선고되었을 때까지 진료, 필요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의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의료관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협약 기준 제A4.2조제1(c)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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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94조
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의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제 94조제2항).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요상보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4조제3항).
라)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95조).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
(식사 포함)
(5) 간병
(6) 이송
139)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별표 5)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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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
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②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2) 전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고 선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 등이
선원에게 청구되거나 임금 등 선원의 권리에서 상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② 선원이 승무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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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 등 선원의 권리에서 상계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4.2.1(d)

선박소유자는 계약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 매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는 계약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 매장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협약 기준 제A4.2조제1(d)항).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
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00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②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②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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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 2부 , 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유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례를 한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A4.2.3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입은 선원이 선내에 체류
하거나 또는 송환될 때까지 모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질병 또는 상해가 근로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또는 송환될 때까지의 임금
전액과 선원이 송환되거나 하선한 때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또는 만약
더 빠른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현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할 때
까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2조
제3항).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 제96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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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96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거나 ②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거나
②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
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사항을 관련된 서류에 반영하여 이행
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직무 상 또는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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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에 남긴 재산은 안전
A4.2.7

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선원 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반환되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대표는 질병 ,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에 남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선원 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2조제7항).
2) 국내 법령
가)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선박에 승선
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 제18조).
나)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한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여 유류품과
함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
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고,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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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선박에 승선
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거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원인으로
-

사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 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99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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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99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 포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거나 ②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 포함)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하는 (다만 ,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
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거나 ②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하는(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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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고 있는가?

-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101조제1항).
나)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01조제2항).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피부양자
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고,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①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고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
에는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314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보상 또는 유족보상(장제비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행방불명보상
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도록 지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는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관련 규정 없음
2) 국내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102조).
나. 검사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
버린 경우,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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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2)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유실품 보상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사회보장(검사항목)
협약 요건

검사 사항
선박소유자는 사회보장 관련 선원법 등 국내 법령에 따른

A4.5.1

사회보장제도를 선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사회보장보험의 사용자(선박소유자 등) 부담금을 선원이
부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가. 관련 규정
1) 해사노동협약
가) 기국의 사회보장법률이 적용되는 선원과 기국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위의 부양가족은 육상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장보호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협약 규정 제4.5조제3항).
나)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해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협약 규정 제4.1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협약 규정 제4.2조) 및 기타 규정(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부상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
급여)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5조제1항).
다)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과 지역경제통합기구 체제에서 채택한 규정을
통하여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규에 관한 다른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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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령
가) 국민건강보험법
(1)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된다(제6조).
(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2)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제52조제1항).
나) 국민연금법
(1)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 )가 된다 . 다만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별정
우체국의 소속직원, 군인은 제외된다(제8조).
(2)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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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보험법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제8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나)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 2조제 6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된다.
(다) 공무원. 다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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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지급한다(제37조).
(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제40조제1항).
(나)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제64조제1항).
(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제65조제1항).
(라)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제66조제1항).
(마)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
하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제67조제1항).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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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제6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나. 검사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검사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해당 선원을 4대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선박소유자가 부담
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원 면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2) 해당 선원의 급여명세표를 검사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의 비용140)을 선원에게 청구하거나 선원의 임금 등에서 상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및 시정조치 예시
1) 선박소유자는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선원을
4대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합선언서 제2부, 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ㆍ유지하도록 지시
140) 일반적으로 선원의 경우 4대사회보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에 따름)」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자(선박소유자)와 근로자(선원)가 균등하게 부담함.

320

2)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사회보험의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
하거나 선원의 임금 등에서 상계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선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시

[그림 2-74]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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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항만국 통제 점검

Ⅰ. 항만국 통제 점검의 개요
1.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
정상적인 운항 상태로 각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은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선원의 권리 포함)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협약의 본문 제5조제4항에 따른 항구
에서의 검사(Inspections in port, 이하 “항만국 통제 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선박의 크기(총톤수 또는 길이)에
상관없이 자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141)과
그 선박에 승선 중인 모든 선원에 대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을 실시한다.
2. 항만국 통제 점검의 종류
협약과 관련한 항만국 통제 점검은 최초 점검(Initial inspection)과 상세
점검(More detailed inspection)으로 구분되며, SOLAS 협약, MARPOL 협약,
STCW 협약 등 기타 국제협약 요건에 따른 기존의 항만국 통제 점검 지침에
의한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가. 최초 점검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항만국 통제관(이하 “항만국 통제관”이라 한다)은
항만국 통제 점검을 위해 선박에 승선하기 전, ① 선박 기국의 협약 비준,
② 선박의 협약 요건 미준수 신고 및 ③ 심각한 결함 존재 여부를 확인
한다.142) 최초 점검으로 ⑴ (임시)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제1부 및 제2부),
⑵ 기국(또는 인정단체)에서 시행한 인증검사 결과보고서, ⑶ 승무정원증서,
⑷ 선원의 자격증명서, ⑸ 선내작업배치표, ⑹ 선원근로계약서, ⑺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 협약에 따른 적합증서와
141) 각 회원국은 협약 본문 제5조제7항에 따라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보다 더 유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142) 해사노동협약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지침서 제2.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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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선언서의 적절성 및 유효성, ⒝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요건 준수
여부와 ⒞ 선박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를
확인하며, 현장 점검(Tour of the ship)이나 선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협약의
요건 여부, 선원불만 등을 확인한다.143)
나. 상세 점검
항만국 통제관은 최초 점검 과정에서 다음의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상세 점검을 실시한다.144)
가. 필요한 문서가 작성ㆍ유지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유지되거나, 협약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기준 제A5.2.1조제1(a)항)145)
나. 선박에서의 근로 또는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협약 기준 제A5.2.1조제1(b)항)
다. 협약의 이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국적을 변경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협약 기준 제A5.2.1조제1(c)항)
라. 선박에서의 특정 근로 또는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선원 불만이 제기된 경우(협약 기준 제A5.2.1조제1(d)항)
마. 점검 과정에서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대한 후속 조사나 상세 점검
(필요한 경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협약 기준 제A5.2.2조제2항)
바. 이전 점검에서 식별된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거나 선박의 기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사. 협약의 요건을(선원의 권리 포함)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를 항만국 통제관이 발견한 경우(협약 기준 제A5.2.1조제1항)
143) 해사노동협약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지침서 제2.2항 및 법 제133조제1항
제1호 참조.
144) 해사노동협약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지침서 제2.3항 및 법 제133조제1항
제2호 참조.
145) ILO 결의서 제16호에 따라 협약 발효 후, 1년 동안은 해당 선박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항만국과 기국에서는 선박이 적합증서나 적합선언서 없이도
계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만국 통제관은
단지 (임시)적합증서 또는 적합선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세 점검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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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관은 상세 점검 시 적합선언서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범위 내146)에서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을 사용하여 점검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원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47)
다.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점검
항만국 통제관은 (임시)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 기준 제A5.1.4조제4항148)에 따른 검사
(감독 등)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149)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임시)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는 점검 절차에 따라 점검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선박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부적합 사항으로
이어지는 선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결함 사항이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상세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며, 항만국 통제관은 결함을
식별한 경우, 선장에게 협약 요건의 준수 또는 실질적 동등사항에 대한
증거의 제출과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선장이 제시한 증거나 설명이 의심되고 해당 선박에 (임시)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기국에 연락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Ⅱ. 항만국 통제 점검의 절차
1. 항만국 통제 점검의 목적 및 주안점
항만국 통제의 목적은 정상적인 운항 상태로 각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
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이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선원의
권리 포함)과 관련하여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선원의
146) 법 제13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원의 불만사항이 신고 되어 상세 점검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불만사항에 한정하여 점검을 실시함.
147) 해사노동협약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지침서 제2.4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의
4 참조.
148) 근로감독은 기준 제A5.1.3조에서 요구하는 간격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그 간격은 어떠한 경우
에도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49) 기국의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검사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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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한 기준은 협약의 본문 및 규정 그리고 코드 A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코드 B(지침)는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원칙적으로 협약의 제5장 부록 A5-III에 기재된
선박에서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한 14개 항목에 한하여 점검을 시행
하지만,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한 협약의 기준이 적절히 준수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150)
협약 요건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라 관련 회원국의 국내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조치로 규정되어야 하며,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협약의 제5장 부록 A5-III에 기재된 14개 항목을 이행
하기 위해 채택한 기국의 기준을 기재한 적합선언서 제1부를 적합증서에
첨부ㆍ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박이 협약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을 준수하고 있다는 추정적 증거
로서 항만국 통제 점검의 출발점이 된다.
항만국 통제관은 자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의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처리 및 조사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만약 불만사항의
처리가 그들의 역할이 아닌 경우,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선원을
안내하거나 또는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항만국 통제 점검의 준비
항만국 통제 점검의 시행과 그 실효성은 점검 시행 전에 점검 대상 선박의
배경에 관한 기본 정보가 있을 경우에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박의
이전 기항지, 차항지와 정박 시간뿐만 아니라, 선박의 종류, 선적 중인 화물의
종류, 선박의 국적 등에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사전에 입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전에 식별된 결함 및 해당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결함의 특징, 건수, 빈도 또는 동일 선박소유자
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어느 특정 선박에 대하여 점검의 시행여부를 결정
하는데 영향을 준다. 또한, 서류 점검 중 이전에 식별된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는 상세 점검의 명백한 근거가 된다.

150) 협약 규정 제5.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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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국 통제 점검의 범위 및 대상
선박이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이는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에 관한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151). 항만국 통제 점검은 협약 기준 제A5.2.1조제1(a)항부터
제1(d)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검토하는 수준에서만 시행한다.152)
즉, 항만국 통제관은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적정성 및
유효성(협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 특히, 협약의 부록 A5-I에 열거된 14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는지)을 점검하여 ① 선내의 근로
및 생활 여건이 협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②

협약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기준 제A5.2.1조제1(c)항)으로 기국을
변경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③ 불만제기(기준 제A5.2.1조
제1(d)항)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적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서 점검을 종료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모든 점검 과정에서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되거나 정상적인 운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항만국 통제 점검의 시행
가. 승선 및 문서 요청
항만국 통제관은 승선할 때 요청이 있는 경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한 항만국에서 발급한 문서 또는 신분증(소지인의 사진 포함)을
선장 또는 책임사관에게 제시한다.
승선 후, 항만국 통제관은 선박이 적절하게 유지ㆍ운용되고 있는지 점검
하며, 점검의 목적이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검토하는데 있음을 명심
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선내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일치
하지 않는 사항을 식별한 경우,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결함을 제외
하고는 모든 결함에 대하여 문서 검토를 마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가 없는 경우 , 항만국 통제관은 상세 점검이
151) 협약 규정 제5.1.1조제4항.
152) 협약 규정 제5.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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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상세 점검을 실시한다.
나. 문서 검토
항만국 통제관은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의 적정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선내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의 요건과 관련하여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에서
인용 또는 참조하는 다른 선박 문서를 확인한다.
우선 항만국 통제관은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적합선언서 제1부에 기재된 실질적 동등규정과 승인된 면제 및 변경
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적합선언서 제1부에 반영된 기국의 국내 법령과
관련 요건을 고려한다. 적합선언서 제1부에서 결함 가능성이 식별되는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관련된 협약 요건이 선박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선박에서 특정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그 문제와 관련하여 선장과 논의한다. 또한, 필요 시 기국의 책임당국과도
논의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선장 또는 기국의 책임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박에서 하나 이상의 협약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 기준 제A5.2.1조제1(b)항에 따라 상세 점검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두 번째로, 항만국 통제관은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의 유효성을 검토
함에 있어 ①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153) 이하, ②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하임을 명심한다. 또한, 임시적합증서를 제외하고,
모든 적합증서는 협약 기준 제A5.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협약
기준 제A5.1.4조제4항에 따라 시행된 ⑴ 최초 또는 중간인증검사에 기초한
서명 날인 또는 관인이 찍힌 적합증서와, 필요한 경우, 배서증서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하고, ⑵ 적합증서와 첨부된 적합선언서(해당되는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국 검사관에 의해 명백히 서명되거나 관인이 찍혀져
있어야 하며, ⑶ 적합선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한다. 뿐만
아니라, 항만국 통제관은 ⒜ 기국의 책임당국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임시)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에 작성되어 있는지와 ⒝ 적합
153) 협약 기준 제A5.1.3조제3항에 따라 갱신된 적합증서의 경우, 5년보다 3개월 긴 기간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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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서 제2부에 기재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국의 모든 검사의
결과(결함 내용과 결함의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 포함)가 적합선언서에
기록 또는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필수 구성요소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거나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상세 점검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 현장 확인
항만국 통제관은 승선 전 부두 또는 승선 후 선박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선박에서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근거를 확인하고 상세 점검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협약의 준수 회피 여부 판단
항만국 통제관은 선박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국을 변경
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상세 점검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154) 선박의 기국 변경에 관한 사항은 SOLAS 협약 제11-1장 제5
규칙에 따라 발급된 선박이력기록부(CSR ; Continuous Synopsis Record,
이하 “CSR"이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변경의 목적이 협약의 준수
회피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보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중대한 결함 사항 중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결함 사항이
새로운 기국의 검사이력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항만국 통제관은 기국의 검사보고서나 항만국 통제 점검보고
서를 검토함에 있어 기국 변경의 목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협약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국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항만국 통제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마. 상세 점검의 시행
항만국 통제관은 선원이 제기한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항만국 통제관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식별하는 경우에 상세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항만국 통제관은 상세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요청받은
154) 협약 기준 제A5.2.1조제1(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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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러한 조치의 근거를 가능한 빨리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항만국 통제관에 의한 상세 점검은 기국에서 시행하는 인증검사보다
훨씬 좁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선박의 주요 구역을 점검하고 선원과 면담(필요한 경우)한 후, ① 선박이
적절하게 유지 및 운용되고 있고 ② 선원들도 그들의 일반적인 상황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약 요건의 계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1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항만국 통제관은 상세 점검을 마칠 수도 있고,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5. 항만국 통제 점검의 사후조치
가. 비-출항정지성 결함(Non-detainable deficiencies)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나 협약의 요건
(선원의 권리 포함)을 현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일반적인 항만국 통제 점검의 조치 및 조치 기한의 부여기준을
따른다.
나. 출항정지성 결함(Detainable deficiencies)
항만국 통제 점검 결과,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나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을 현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항만국 통제관은 해당 선박이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거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인정되기 전
까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시정조치 이행계획서(RAP ; Rectification Action Plan)
시정조치 이행계획서(RAP ; Rectification Action Plan, 이하 “RAP"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고 이행하는 것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공동 책임
이다. RAP에는 항만국 통제관이 지정한 시정조치 기한 내에 모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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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항구에서 항만국 통제관이 RAP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의 이행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항만국 통제
점검보고서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RAP는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선장이 출항정지성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항만국 통제관에게 보고되기 전에 기국의 책임당국과 기국의 책임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정단체(이하 ”인정단체“라 한다)에 제출155)
한다. 협약이나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점검 매뉴얼에서
특정한 RAP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항만국 통제관은 RAP 에서 동의된 시정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출항정지 될 수 있음을 선장에게
알리고, RAP를 검토함에 있어 점검이 이루어진 항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RAP는 협약 기준 제A5.2.1조에 따른 규정과 절차로서 항만국 통제관은
RAP에 명시되어 있는 시정조치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반드시 RAP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항만국 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RAP를 수락하여야 한다.
1) 예정된 항로 또는 서비스의 기간 및 성격
2) 선원의 안전, 건강, 보안에 대한 위험의 성격
3) 협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의 심각성
4) 이전 결함 이력 또는 반복적인 결함 여부
5) 선원의 적절한 업무 및 휴식기간 준수 여부
6) 기국의 승무정원요건
7) 해당 점검 중 발견된 결함의 수와 성격

155) 협약 기준 제A5.1.4조제5항에 따른 “기국의 책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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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국 통제 점검 결과의 통보
항만국 통제관은 항만국 통제 점검의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항만 내
적절한 선주
및 선원 단체

ILO 사무총장

기 국

차항의
항만당국

서식

중요한
결함156) 또는
불만과
관련된 결함

반드시 알림

기국으로부터의
답변이 있는 경우
알릴 수 있음

알릴 수
있음

알릴 수 있음

부속서 제5장

육상불만처리
절차로 미해결

반드시 알림

반드시 알림

반드시
알림

알릴 수 있음

부속서 제5장

출항정지

반드시 알림

알릴 수 있음

반드시
알림

알릴 수 있음
(APCIS 입력)

항만국 통제
지침서 출항정지
통지서

RAP에 대한
동의

반드시 알림

기국으로부터의
답변이 있는 경우
알릴 수 있음

반드시
알림

알릴 수 있음

항만국 통제
지침서 출항정지
해제 통지서

[표 3-1] 항만국 통제 점검 결과 통보 매트릭스

Ⅲ. 항만국 통제 점검의 방법
1. 항만국 통제 점검의 항목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협약 기준 제A5.2.1조에 따라 협약 부록 A5-Ⅲ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여건에 대한 다음의 14가지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협약 부록 A5-Ⅲ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 ⑧ 거주설비 , ⑨ 선내 오락시설 ,
⑩ 식량 및 급식, ⑪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절차,
⑭ 임금의 지급

[표 3-2] 협약에 따른 항만국 통제 점검 항목

156) 결함의 중요성 여부는 항만국 통제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하며, ILO 「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90,
91, 92 and 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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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항만국 통제 점검결과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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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국 통제 점검의 서류 및 문서 목록
항만국 통제관은 원활한 항만국 통제 점검의 진행을 위하여 선장(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다음의 서류 및 문서 준비를
요청한다.
연번

인증검사 항목

서류 및 문서 목록

최저연령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명부, 선원
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여권 또는 기타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식적인 문서, 선내작업배치표,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 선원의 최저 연령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건강진단서

선원근로계약서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선원건강
진단서,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 선원의 건강진단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3

선원의 자격

선원수첩, 해기사 면허증, 승무자격증, 당직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 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신규승선자 필수지침서

4

선원근로계약

선원수첩,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내
징계위원회 기록부

5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직업소개소 면허(증서), 직업소개소 검증 점검표

근로 또는 휴식시간

선원근로계약서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선내작업
배치표,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내작업 일지, 근로
및 휴식기간 기록부,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급식위원회
기록부, 기관실 경보 기록지 등 선내 근로 및 휴식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7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선원수첩, 선원명부, 승무정원증서, 해기사 면허증,
승무자격증, 당직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자격증,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8

거주설비

선박검사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위생점검 기록부,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 거주설비
설치ㆍ유지보수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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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인증검사 항목

서류 및 문서 목록

선내 오락시설

선박검사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위생점검 기록부,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등 거주설비
설치ㆍ유지보수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식량 및 급식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승무정원증서,
선내작업배치표, 선원명부, 식단표, 주부식 보급
기록부, 위생점검 기록부, 급식위원회 기록부, 교육
훈련 기록부,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선박 조리사
자격증 등 식량 및 급식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선박안전관리증서(SMC),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산업보건 및 안전경영시스템(OHSAS 18001) 인
증서, 해기사 면허증, 당직부원 자격증 등 선원 자격
증명서, 선내작업배치표, 위험성 평가 절차서 및
기록부 ,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 위생점검
기록부, TBM(Tool Box Meeting) 기록부, 위험작업
허가 절차서 및 기록부, 선용품 보급 기록부, 설비
수리 기록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기록부, 마약
및 알코올 남용 방지 기록부, 검지기구 및 보호구
관리 기록부, 선내 안전 및 소화설비 점검 기록부,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안전ㆍ건강 담당자 및 안전
대표자 선임 관련 절차서 및 기록부,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대표자 임명장 , 표준의료보고서 , 사고
보고서,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리대장 등 선내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12

선내 의료관리

선원건강진단서,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표준
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리
대장, 의료지침서, 항해계획서, 의료관리자 자격증,
응급처치담당자 교육이수증, 의사면허증 등 선내
의료관리 관련 절차서 및 기록서

13

선내불만처리절차

선내불만처리 관련 절차서 및 기록부

14

임금의 지급

선원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표,
임금채권보장증권

9

10

11

[표 3-3] 항만국 통제 점검 항목별 서류 및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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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국 통제 결함코드별157) 점검 요령

01

Certificate & Documentation

011

Certificate & Documentation - Ship Certificates

01139

Maritime Labour Certificate

References

MLC/T5/R.5.1.3, MLC/T5/StdA5.1.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① 국제항해158)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②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및 ③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
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①항 및 ②항 이외의 선박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따른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소지
하고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5.1.3조).
나) 적합증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가 발급하며, 적합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1항).
다) 적합증서는 1회의 중간검사가 시행되고,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인 경우, 이 중간검사는 적합증서의 둘째 및 셋째 연차일 사이에
시행되어야 한다. 연차일은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
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중간검사의 범위 및 수준은 갱신
검사와 동일하다. 중간검사가 완료된 후에 적합증서에는 검사
결과가 배서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2항).
라) 갱신검사가 현재의 적합증서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을
때, 새로운 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현 적합증서의
157)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 위원회(Tokyo MOU)」 항만국 통제 점검 매뉴얼
제5-6장 “결함코드(Codes for Nature of Deficiencies)” 참조.
158) “국제항해”란 어느 하나의 국가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외부의 항구까지의 항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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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협약 기준
제A5.1.3조제3항).
마) 갱신검사가 현재의 적합증서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
새로운 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날까지 유효하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4항).
바) 적합증서는 ① 새로운 선박의 인도 시, ② 선박의 국적 변경 시,
또는 ③ 선박소유자가 운항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을 경우에 임시로 발급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5.1.3조
제5항).
사) 임시적합증서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가 발급한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6항).
아) 임시적합증서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 후에 발급된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7항).
(1) 협약 부록 A5-I에서 열거된 사항
(2)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이 본 협약에 적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갖고 있음에 대한 증명
(3) 협약 요건 및 이행 책임에 관한 선장의 숙지 상태
(4)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적합선언서 작성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출 상태
자)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최초인증검사 시행되어야
한다. 최초로 발급한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임시적합증서가 발급될 수 없으며 ,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적합선언서는 발급될 필요가 없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8항).
차) 적합증서, 임시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는 협약 부록 A5-II에 있는
모형에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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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적합선언서는 적합증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제1부와 제2부로 구성
된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10항).
타) 유효한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는,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영어 번역문과 같이 본선에 비치하고 하나의 사본은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의 사본은, 요청에 따라, 선원,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과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5.1.3조제12항).
파) 적합증서 또는 임시적합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정지된다.
(1) 검사가 협약 기준 제A5.1.3조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완료
되지 아니할 경우(협약 기준 제A5.1.3조제14(a)항)
(2) 협약 기준 제A5.1.3조제2항에 따라 증서가 배서되지 아니할
경우(협약 기준 제A5.1.3조제14(b)항)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협약 기준 제A5.1.3조제14(c)항)
(4)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맡지 아니 하는 경우
(협약 기준 제A5.1.3조제14(d)항)
(5) 협약 제3장에서 규정하는 구조 또는 설비에 실질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협약 기준 제A5.1.3조제14(e)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적합증서 또는 임시적합증서를 점검하여 ① (임시)적합증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②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에 의해 (임시)적합증서가 발급(서명
또는 관인 날인 포함)되었는지, ③ (임시)적합증서가 유효한지, ④ 적합
선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와 ⑤ (임시)적합증서의 필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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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호주의 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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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호주의 임시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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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예시
1) (임시)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임시)적합증서가 선박 기국의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에서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
3) (임시)적합증서에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서명 또는 관인이 날인
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적합증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5) (임시)적합증서에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에서 승인한 적합선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6) (임시)적합증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01140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References

MLC/T5/R5.1.3, MLC/T5/StdA5.1.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① 국제항해159)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②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및 ③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
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①항 및 ②항 이외의 선박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따른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비치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5.1.3조).
나)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적합선언서는 발급될 필요가
없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8항).
다) 적합증서, 임시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는 협약 부록 A5-II에 있는
159)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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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3조
제9항).
라) 적합선언서는 적합증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협약 기준 제A5.1.3조제10항).
(1) 제I부는 책임당국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① 검사되어야 할
사항의 목록, ② 필요한 범위까지, 국내 요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결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법령에 대한 참조를
제공함으로써 협약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내 요건, ③
국내 법령 하에 선박 특정의 요건, ④ 실질적으로 동등 규정
및 ⑤ 책임당국이 허가한 면제사항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제II부는 선박소유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검사와 검사 사
이에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와 계속적인 개선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가
식별되어야 한다.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는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제II부를 승인하고 적합선언서를 발급한다.
마) 선박에 대하여 시행된 모든 검사 결과와 그러한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중요한 모든 결함은 그 결함이 시정된 날짜와 함께 기록
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문과 같이,
국내 법령에 따라, 적합선언서에 기재되거나 첨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원,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3조제11항).
바) 유효한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는,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영어 번역문과 같이 본선에 비치하고 하나의 사본은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의 사본은, 요청에 따라, 선원,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과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5.1.3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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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호주의 적합선언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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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호주의 적합선언서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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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적합선언서 제1부의 국내 요건에 관한 내용은 협약 부록 A5-I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국내
법령을 포함하거나 또는 조문이 인용되어야 한다. 국내 법령이
정확하게 협약에 명시된 요건을 따를 경우, 조문만 인용될 수
있다. 협약의 규정이 협약의 본문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질적 동등
규정을 통하여 이행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식별하고 간단히 설명
하여야 한다. 협약의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당국이 면제를
허가한 경우, 특정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3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적합선언서 제2부에 수록된 조치는, 특히,
부적합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따라야 할 조치뿐만 아니라, 특정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검증에 대한
책임자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부는 여러
가지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ISM 코드에서 요구하는
문서 또는 CSR에 관한 SOLAS 협약 제11-1장 제5규칙에서 요구
하는 정보와 같이, 다른 해사분야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망라
하는 다른 더 포괄적인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 (협약 지침
제B5.1.3조제2항).
다) 무엇보다 적합선언서는 해당 요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
하는데 있어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 및 선원 등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명백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3조제4항).
라) 적합선언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협약 부록 B5-I에
예시되어 있다(협약 지침 제B5.1.3조제5항).
마) 협약 기준 제A5.1.3조제14(c)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박이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 기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변경되는 선박의
기국으로 적합증서 및 적합선언서의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만약
변경되는 선박의 기국 책임당국이 이전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요청한다면, 적합증서의 관련 검사보고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제B5.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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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를 점검하여 ① 적합선언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②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에 의해서 적합선언서가 발급되었는지, ③ 적합선언서의
발급일자와 적합증서에 기재된 적합선언서의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 ④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서명 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지와 ⑤ 적합
선언서의 필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적합선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적합선언서가 선박의 기국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에서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3) 적합선언서의 발급일자와 적합증서의 적합선언서 발급일자가 상이한
경우
4) 적합선언서에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서명 또는 관인이 날인
되지 아니한 경우
5) 적합선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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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Documentation - Crew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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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ing specified by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References

MLC/AIV/.2, MLC/T2/R2.7, MLC/T2/StdA2.7/1, 2, 3
S60/CV/R13, S74/CV/R13, S74-7/CV/R13, S74-24/CV/R14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자국의 선박에 충분한 승무정원을 확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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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항해의 특이한 성격 및 조건과 선원의 피로를 고려한 모든
상황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2.7조).
나) 회원국은, 선원의 피로에 대한 우려와 해당 항해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이 모든 조건하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운항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선원이 선내에 고용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모든 선박에는 책임당국이 발급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
또는 동등한 증서에 따라 모든 운항조건 하에 선박과 인명의 안전과
보안이 보장하고 또한 협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승
규모와 자격의 관점에서 적절한 선원이 승무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7조제1항).
다) 승무수준의 결정ㆍ승인ㆍ변경 시, 책임당국은 승무수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의 원칙과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고 피로를
제한하기 위하여 과도한 근로시간을 회피 또는 최소화할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7조제1항).
라) 승무수준을 결정할 때 책임당국은 식량 및 조달에 관한 협약 규정
제3.2조와 기준 제3.2조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7조제1항).
마) SOLAS 협약 제1장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160)에는 최소한의 안전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책임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안전
인원 배치 서류 또는 그와 동등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SOLAS 협약 제5장 제14규칙제2조).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승무정원증서, 선원명부 및 전 선원의 선원수첩, 해기사 면허증, 자격증
160) ① 군함 및 군대수송선, ②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③ 기계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선박, ④ 윈시적 구조의 목선, ⑤ 수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요트 및 ⑥ 어선을
제외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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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카타르의 승무정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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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① 승무정원증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② 승무정원
증서가 유효한지, ③ 승무정원증서의 책임당국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④ 승무정원증서의 필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⑤ 승무정원증서에
따른 충분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책임당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승무정원증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승무정원증서에 책임당국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
4) 승무정원증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승무정원증서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선원이 승선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01218

Medical certificate

References

MLC/AIV/.4, MLC/T1/R1.2, MLC/T1/StdA1.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선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코드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예외가 허가될 수 있다
(협약 규정 제1조제2항).
나) 책임당국은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해상
에서 실시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1.2조제1항).
다) STCW 협약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협약 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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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목적상 책임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서의 경우에도 STCW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선원의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3항).
라) 건강진단서는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시력에 관한 별도의 진단서의
경우, 책임당국이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4항).
마) 건강진단서에는 ① 선원의 청력, 시력 및 색각(해당되는 경우),
②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
한지 또는 ③ 선내에 있는 기타의 자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일체의
의료상태에 대한 검진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
제6항).
바) 선원이 수행하여야 될 특정 직무상 사유에 의하거나 STCW 협약에
의해 보다 짧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① 건강진단서는 발급일
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며(다만, 18세 미만의 선원의 경우 건강
진단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년), ② 색각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최대 6년간 유효하다(협약 기준 제A1.2조제7항).
사) 긴급한 경우, 책임당국은 ① 허가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② 관련 선원은 최근 일자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격을 갖춘 개업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항구까지는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 없이 근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1.2조제8항).
아) 항해 중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건강진단서는 선원이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
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9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책임당국, 의사, 건강 검진자, 선박 소유자, 선원 대표 그리고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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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자 및 선원에 대한 건강적합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일체의 후속 개정판을 포함한 선원의 승선 전과 주기적인 의료
적합검사의 시행을 위한 ILO/WHO 지침서와 ILO, IMO 및 WHO
에서 발행된 일체의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에 따라야 한다
(협약 지침 제B1.2.1조제1항).
나) 홍콩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긴급한 경우, 선원은 최근 1개월 내에 만료되는 건강진단
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당국의 허락을 득하여 선박에
승선할 수 있지만, 해당 선원은 선박에 승선하고 2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만 18세 미만인 선원 : 1년
(2) 만 18세 이상이거나 만 55세 미만인 선원 : 2년
(3) 만 55세 이상인 선원 : 1년
(4) 산적 화학물 운반선에 근무하는 선원 : 1년
(5) 색각 검사 : 6년
다) 말타 기국인 선박에는, 긴급한 경우, 최근 만료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원이 승선할 수 있으나 단일 항해 이상(최대
3개월 미만) 승선할 수 없다.
라) 마샬 아일랜드 기국인 선박에는, 긴급한 경우, 만료된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원도 승선할 수 있다.
마) 라이베리아 기국인 선박에는, 긴급한 경우, 만료된 지 90일을 넘지
않은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원이 가능한 차기 기항지까지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나. 점검 방법
전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점검하여 ① 협약 또는 STCW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가 비치되었는지, ② 건강진단서의 유효한지, ③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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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영국의 선원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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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를 판정받았는지, ④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의 서명 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⑤ 건강진단서의 필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⑥ 건강
검진결과의 제약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⑦ 건강진단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협약 또는 STCW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선원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선불가” 판정을 받은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경우
4)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의 서명 또는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
5) 건강진단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6) 건강진단서상의 제약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건강진단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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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선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거나 자격
증명을 받거나 아니면 달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선내
에서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규정 제1.3조제1항).
나) 선원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지 않는 한
선내에서 근로를 하도록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협약 규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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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MO에서 채택한 강행 문서에 의거한 훈련 및 자격증명은 협약
규정 제 1.3조제 1항 및 제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1.3조제3항).
라) 협약 비준 시점에서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
(제74호)」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회원국은 동 사항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 IMO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효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시점 또는 협약 본문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중 빠른 날까지는 협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1.3조제4항).
마) 선원은 STCW 협약 제A-VI/1조에 따라 안전친숙훈련과 기초훈련
또는 소개 과정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을 이수하고, 규정된 해기
능력의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급된 증명서의 자격
요건에 기초훈련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소지자가 기초훈련
과정을 이수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적임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STCW 협약 제VI/1조).
(1) 임무 수행 전, 여객을 제외한 항해선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개인생존기술에 관한
승인된 친숙훈련을 이수하거나 또는 충분한 정보와 소개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STCW 협약 제A-VI/1조제1항).
(가) 기초적인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선내에 있는 타인과 의사
소통을 하고 또한 안전정보표지, 표시 및 경보신호를 이해
하는 것
(나) ① 사람이 선외에 추락했을 때, ② 화재 또는 연기가 탐지
되었을 때 또는 ③ 화재 또는 퇴선신호가 울렸을 때 할 바를
아는 것
(다) 비상소집 및 승정장소와 비상탈출로를 식별하는 것
(라) 구명동의를 찾고 착용하는 것
(마) 경보를 울리고 휴대식 소화기를 사용하는 지식을 갖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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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고 또는 응급사태에 직면하여 선내에서 추가의 의료지원을
받기 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사) 특정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선체개구부가 아닌
방화문, 풍우밀문 및 수밀문을 개폐하는 것
(2) 선내에 고용되거나 그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맡는 선내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해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일체의 직무로 종사하는 선원은 선내임무를 수임하기 전에
승인된 적절한 기초훈련 또는 소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STCW 협약 제A-VI/1조제2항).
(가) 개인생존기술
(나) 방화 및 소화
(다) 기초응급처치
(라) 개인안전과 사회적 책임
(3) 기본적인 훈련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선원은 매 5년마다 정해진
과업, 임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해기능력의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STCW 협약
제A-VI/1조제3항).
바) 선박에서 비상임무를 할당받은 모든 선원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들에 익숙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1조).
사) 모든 선원은 매월 1회의 퇴선훈련과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총 선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선원이 그 전월에 당해 선박
에서 선상퇴선과 소화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원의 훈련은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선박이 처음으로 운항을
개시할 경우,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후 또는 새로운 선원이 승선한
경우 이러한 훈련을 항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3조제2항).
아) 밀폐구역의 진입 또는 구조 임무를 담당한 선원들은 선상에서
최소한 매 2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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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3조제3항).
자) 생존정의 의장품을 포함한 선박의 구명설비의 사용에 관한 선상
훈련과 소화설비의 사용에 관한 훈련은 선원이 승선한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2주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선원이
규칙적으로 교대하고 배치계획에 따라 배선된 경우, 그러한 훈련은
선박에 최초로 승선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선박의 소화 장치, 구명설비 사용에 관한 교육과 해상에서 생존에
관한 교육은 같은 간격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구명 및 소화설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본선의 모든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에 대한 교육은 2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4조제1항).
차) 모든 선원은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4조제2항).
(1) 팽창식 구명뗏목의 작동과 사용방법
(2) 체온저하의 문제와 이를 위한 구급 처치법 및 기타 적절한 구급
절차
(3) 황천 및 황천 항해시 선박의 구명설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특별교육
(4) 소화설비의 작동과 사용방법
(5) 밀폐구역 진입에 연관된 위험요소와 그러한 구역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한 선내 절차
차) 데비트 진수식 구명뗏목의 사용에 관한 선내훈련은 그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모든 선박에서 4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실행 가능한 한 모든 경우 이 훈련에는 구명뗏목의 팽창과
하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구명뗏목은 훈련용으로 설계된 특수한
구명뗏목일 수 있으나 본선의 구명설비의 일부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특수 구명뗏목은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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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선원 안전교육ㆍ훈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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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바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신규승선자는 업무를 부여 받기 전에
안전 및 선박보안과 관련한 친숙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방법
전 선원의 교육이수증명서, 선내교육훈련 기록부(신규승선자 필수지침
포함)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① 협약 또는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친숙훈련 등에 관한 교육이수증명서의 비치되었는지, ② 교육이수
증명서의 유효한지, ③ 신규승선자 교육을 포함하여 적절한 시기에 선내
비상훈련의 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협약 또는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친숙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이수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교육이수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4) STCW 협약 및 SOLAS 협약 등에 근거한 선내교육관련 절차에 따라
선내 교육훈련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01220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EA)

References

MLC/AIV/.2, MLC/T2/R2.1, MLC/T2/StdA2.1/1(d), 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선원의 고용을 위한 조항 및 조건은 명확하고 서면으로 된 법적
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또는 인용되어야 하며,
협약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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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원근로계약은 선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해당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서명 전에 그들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해당
선원에 의하여 동의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2.1조제2항 및 기준
제A2.1조제1(b)항).
다) 회원국의 국내 법령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선원근로
계약은 일체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협약 규정 제2.1조제3항).
라) ①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①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하고 ② 협약에 따라 양호한 근로ㆍ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서(또는 피고용자가 아닐 경우
에는 계약서 또는 유사한 증빙서류)를 가져야 하며(협약 기준
제A2.1조제1(a)항), ②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각각 서명한 선원근로
계약서 원본 1부씩 소지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1(c)항).
마)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선내에서 선원근로조건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고 항구에서 방선하는 자를 포함한 책임
당국의 관리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 부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2.1조제1(d)항).
바)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A2.1조제4항).
(1) 선원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
(4) 선원이 고용될 직무
(5) 임금액,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계산식
(6) 유급휴가 일수, 또는 적용되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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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7) 다음을 포함한 선원근로계약 종료 및 그것에 관한 조건
(가) 양 당사자의 계약해지 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161)(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의 효력종료 일자(근로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다) 목적항 및 도착 후 선원이 하선하기 전 계약종료 시점(항차별
계약의 경우)
(8)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 급여
(9) 선원의 송환 수급권
(10) 적용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인용
(11) 국내법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세부사항
사) 선원근로계약의 조기 종료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예고
하여야 할 최소 예고기간은 해당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하나, 7일 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5항).162)
2) 임의(참조) 규정
가)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은
327일이다.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① 선원의 동정심이
반영될 경우, ② SOLAS 협약 또는 만재흘수선협약(International
Load Line Convention, 이하 “LL 협약”이라 한다) 관련 결함으로
30일 이상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 및 ③ 선원의 동의 없이
161) 선원보다 선박소유자의 예고 기간이 짧아서는 아니 됨.
162) 국내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더 짧은 예고나 예고 없이 선원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7일 보다 더 짧은
기간이 예고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정상이 참작되거나
기타 절박한 사유로, 벌칙 없이, 더 짧은 예고 또는 예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종료
하여야 할 선원의 필요가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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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필리핀의 선원근로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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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지역을 항해하거나 30일 이상 억류된 경우에 선원은 최소 고지
기간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①
선박의 멸실 또는 판매, ② 선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및 ③ 선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 또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처벌이 결정된 경우에는 7일
보다 짧은 기간으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할 수 있다.
나) 홍콩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에는 “선박소유
자의 의무(Shipowners' liabilities)”와 “휴가에 대한 권리(Entitlement
to leave)"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말타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에는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라) 라이베리아 기국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여객선의 매점 운영주
등과 같이 선박소유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양호한 근로 및 생활조건이 해당 선원에게 제공된다는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 파나마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에는 “선원이
송환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최대 승선기간”, “휴식 시간”,
“선원이 가지는 추가적인 혜택(해당되는 경우)” 및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양자 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163) 또한,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최소 15일 전에 상호 간에 고지하여야 한다.
바)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경우,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선원근로계약서는 전자 파일 형태로 선박이 보관할 수 있으며,
선원, 항만국 통제관, 기국 검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출력이 가능
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근로계약서상에는 “The undersig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review and seek advice
on the terms conditions in the agreement and freely accepts
163)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상호 간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Panama Maritime Authority의 MMC-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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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before signing."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점검 방법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점검하여 ① 선박소유자(또는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와 선원이 각각 서명한 선원근로계약서의 비치(원본의 비치 의무는
없음), ②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서를 검토 및 자문 기회의
부여 ③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항목의 기재, ④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를
위한 최소 예고기간이 7일 이상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2)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
하여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3)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나 자문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4) 선원근로계약서에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근로계약의 종류를 위한 최소 예고기간이 7일보다 짧은 경우

01221

Record of employment

References

MLC/AIV/.2, MLC/T2/R2.1, MLC/T2/StdA2.1/1(e)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선원은 선내에서의 자신의 고용기록에 관한 기록을 수록하는 문서를
제공받아야 하며(협약 기준 제A2.1조제1(e)항), 해당 문서에는 선원의
업무의 질 또는 임금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협약 기준 제A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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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독일의 고용기록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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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고용기록서에 기록할 세부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이
문서에 선원이 이직에 활용하거나 상위 자격 취득 또는 진급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 번역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협약 지침 제B2.1.1조제1항).
나. 점검 방법
전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고용기록서류를 점검하여 자신의 업무 평가나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고용(승선)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원수첩 또는 고용기록서류에 고용(승선) 기록이 누락된 경우
2) 고용기록상에 선원의 업무평가나 임금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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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Documentation - Documents

01306

Schedule for service at sea and service at port

References

MLC/AIV/.2, MLC/T2/R2.3, MLC/T2/StdA2.3/10
STCW/PA/CVIII/1.5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선원에 대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이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2.3조제1항).
나) 각 회원국은 코드의 규정에 합치하는 일정 기간에 대한 최대근로
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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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회원국은 모든 직책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내
작업배치표를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협약 기준 제A2.3조제10항), 해당 표는 선박의 작업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11항).
(1) 항행 중 및 항내에서의 작업 일정
(2) 국내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
라) 책임당국은 당직계획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당직계획표는 작업언어 또는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작성된 표준화된 형식이어야 한다
(STCW 협약 제A-VIII/1조제5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선박의 선내작업배치표와 적합선언서를 점검하여 ① 선내작업배치표가
작업언어 또는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작성
되어 있는지, ②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③ 직책별 작업
일정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④ 적합선언서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별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내작업배치표가 작업언어 또는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내작업배치표가 선교, 식당 휴게실, 기관제어실 등의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선내작업배치표상에 선원의 직책별 작업 일정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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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호주 및 독일의 선내작업배치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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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내작업배치표상에 적합선언서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01329

Report of inspection on MLC, 2006

References

MLC/T5/R5.1.3, MLC/T5/StdA5.1.3/11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회원국의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는 검사 후에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협약 요건을 만족하거나 계속하여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고 그러한 증서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5.1.3조제6항).
나) 선박에 대하여 시행된 모든 후속 검사의 결과와 식별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날짜는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문과 같이, 국내법령에 따라, 적합선언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원,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 및 선박소유자ㆍ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A5.1.3조제11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검사 기록부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① 인증
검사보고서 및 인증검사 결함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②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에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③ 인증
검사 결과 및 결함의 시정조치 내용에 관하여 선원, 기국 검사관, 항만국
통제관 및 선박소유자ㆍ선원 대표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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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예시
1) 인증검사 보고서 및 인증검사 결함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검사 보고서 및 인증검사 결함보고서를 선원 , 기국 검사관 ,
항만국 통제관 및 선박소유자ㆍ선원 대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01330

Procedure for complaint under MLC, 2006

References

MLC/AIV/.2, MLC/T5/R5.1.5, MLC/T5/StdA5.1.5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선원의 권리를 포함
하여 협약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선내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5.1.5조제1항).
나) 각 회원국은 선원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희생물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5.1.5조제2항).
다)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선내처리절차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
하여 협약의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을 등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협약 기준 제5.1.5조제1항).
라) 각 회원국은 협약 규정 제5.1.5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에 적절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가능한 낮은 단계에서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당국에도 불만사항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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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독일의 인증검사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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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져야 한다(협약 기준 제5.1.5조제2항).
마) 선내불만처리절차는 불만을 신고하는 선원을 희생물화 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불만처리절차 중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희생
물화”란 용어는 명백히 남용하거나 악의적이지는 아니한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가 취하는 일체의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다(협약 기준 제5.1.5조제3항).
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에 추가하여 모든 선원은 선박에서
적용 가능한 선내 불만처리절차 사본 1부를 제공받아야한다. 이는
기국의 책임당국의 연락정보와 선원의 거주 국가가 다른 경우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
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5.1.5조제4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책임당국은 선박
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고 잘 문서화된 선내
불만처리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1항).
(1) 많은 불만사항은 특정 개인 또는 선박의 선장에게 조차 관련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외부에 바로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2) 불만을 제기한 선원이 희생되는 문제를 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선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조언을 줄 수
있고,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선원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 불만
사항에 대한 회의 또는 공청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선내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장려되어야 한다.
나) 선내불만처리절차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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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B5.1.5조제2항).
(1) 불만사항은 불만을 제기한 선원의 부서장 또는 선원의 상관에게
제출될 것
(2) 부서장 또는 선원의 상관은 그 문제에 포함된 심각성에 적절한
지정된 기한 내에 동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할 것
(3) 부서장 또는 상관이 그 선원의 불만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선원은 선장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
(4) 선원은 항상 당해 선박에 근무하는 다른 선원을 선택하여 동반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그들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 및 결정은 기록되어야 하고 당해
선원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
(6)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사항은 육상의
선박소유자에게 회부되어야하며, 선박소유자는 그 사항을 해결
하기 위한 적절한 기한을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7) 모든 경우에 있어 선원은 그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선장, 선박
소유자 및 책임당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내불만은 부서장 24시간
이내, 선장은 3일 이내, 선박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라) 파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박의 부서장 또는 상위 직급의
사관은 불만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불만사항을 5일이 넘지 않
는 기한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만사항이 선내에
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불만사항은 선박소유자에게 전달
되고, 8일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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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선내불만처리절차와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점검하여 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약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선내불만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와 ② 전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와 함께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선원근로계약서와 함께 선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01331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References

MLC/AIV/.2, MLC/T2/R2.1, MLC/T2/StdA2.1/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할 경우 , 단체
협약 사본1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서나 일체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서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① 표준 계약서 양식
사본 1부와 ② 단체협약서 중 협약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1조제2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단체협약을 점검하여 ① 유효한 단체협약 사본이 선내에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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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독일의 선내불만처리절차 양식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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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독일의 선내불만처리절차 양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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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와 ② 선원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이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표준 선원근로계약서와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유효한 단체협약의 사본이 선내에 비치되지 아니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이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표준
선원근로계약서와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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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Conditions

181

Labour Conditions - Minimum requirements for seafarers

18101

Minimum age

References

MLC/AIII/(c), MLC/T1/R1.1, MLC/T1/StdA1.1/1, 3, 4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최저연령 이하의 자는 선상에서 종사하거나, 고용되거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약 최초 발효시의 최저연령은 16세이다
(협약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나) 16세 이하인 일체의 자를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 또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1조제1항).
다) 18세 미만인 선원을 고용, 종사 또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그
근로가 그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근로의 유형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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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ITF의 표준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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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ITF의 Total Crew Cost(TCC)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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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ITF의 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IBF)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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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1.1조제4항).
라) 18세 미만의 선원은 선박 요리사로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8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규제할 때 회원국은 18세 미만인 선원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1.1조제1항).
나) 홍콩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은 17세 이하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 파마나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은 18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점검 방법
1)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여권 등 선원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점검하여 ① 16세 미만인 자가 선원으로 고용
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 경우가 없는지와 ② 18세 미만인 자가
선박조리사로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선내작업배치표, 항해 또는 기관일지, 선내 작업일지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16세 미만인 자가 선원으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는
경우
2) 18세 미만인 자가 선박조리사로 고용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는 경우
3) 18세 미만인 선원에게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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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

Night Working

References

MLC/AIV/.3, MLC/T1/StdA.1.1/2, 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는 금지되어야 한다. “야간”은 국내
법령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나,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1조제2항).
나) 책임당국은 ①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나 ② 업무의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하고, 책임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당해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1.1조제3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파나마와 마샬 아일랜드 기국인 선박에 근무하는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에 적용되는 “야간”은 20시에서 익일 6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나) 안티구아 바부다와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경우에는 21시에서
익일 6시까지의 연속된 9시간을 의미한다.
나. 점검 방법
선내작업배치표, 항해 또는 기관일지, 선내 작업일지 등의 서류를 점검
하여 18세 미만인 선원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근로를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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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예시
18세 미만인 선원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18103

Medical fitness

References

MLC/AIV/.4, MLC/T1/R1.2, MLC/T1/StdA1.2/1, 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선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코드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예외가 허가될 수 있다(협약
규정 제1.2조).
나) 책임당국은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상
에서 실시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1.2조제1항).
다) STCW 협약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협약 규정
제1.2조의 목적상 책임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서의 경우에도 STCW 협약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1.2조제3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전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점검하여 ① 건강진단서가 유효한지, ② 승선
불가 판정을 받은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지와 ③ 건강검진결과 제약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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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건강진단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선불가 판정을 받은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경우
3) 건강진단서상의 제약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8104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ferences

MLC/AIV/.2, MLC/T1/R1.4, MLC/T1/StdA1.4/2, 5(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모든 선원은 그들에게 무료로 선내 고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신뢰성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약 규정 제1.4조제1항).
나)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소는 협약 코드
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1.4조제2항).
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직업소개소들이 코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보장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1.4조제3항).
라) 주된 목적이 선원직업소개이거나 현저한 수의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를 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선원직업
소개소가 회원국 내에 있는 경우, 그들이 표준화된 면허ㆍ인증
제도 또는 기타 형식의 규제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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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수립,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는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1.4조제2항).
마)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비용도
선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가 건강진단서, 국가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기타 유사한 개인여행문서의 발급비용은
제외한다. 그러나 비자 발급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협약
기준 제A1.4조제5(b)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 내의 선원직업소개소는 반드시 안티구아
바부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홍콩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
부터 선원을 채용하는 경우, 품질시스템 심사와 같은 평가를 이용
하여 선원직업소개소가 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마샬 아일랜드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책임당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3자에 의한 심사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라) 라이베리아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선원직업소개소는 기국
또는 기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정단체로부터 심사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마) 파나마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
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협약 규정
제1.4조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바)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내에 운영되는 모든 선원직업소개소는
싱가포르 관련 법에 따라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직업
소개소 면허(Employment Agency Licence)를 발급받아야 하며,
싱가포르 해사청(MPA ; the Maritime an Port Autho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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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Letter of Approval)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당국은 협약에 비준한 국가
내에 소재하는 선원직업소개소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도
인정한다. 하지만,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선원
직업소개소의 경우 싱가포르 인정단체를 통하거나 선박소유자의
내부 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나. 점검 방법
1) 근무 중인 선원이 이용한 직업소개소의 면허 또는 증서를 점검하여
① 적절한 면허 또는 증서가 비치되어 있는지와 ② 비치되어 있는
면허 또는 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2) 필요한 경우, 선원 면담을 통하여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국내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비용을 선원에게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원 직업소개소가 국내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내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비용을 선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18199

Other(Minimum requirements)

References

-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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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관련 사항 없음
나. 점검 방법 및 결함 예시
근로를 위한 최저여건과 관련하여 “최저연령”, “건강 적합성”, “훈련 및
자격증명” 및 “직업소개”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결함으로
식별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결함 코드 “18199”와 함께 결함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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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Conditions - Conditions of employment

18201

Fitness for duty - work and rest hours

References

MLC/AIV/.2, MLC/T2/R2.3
MLC/T2/StdA2.3/2, 3, 4, 5, 6, 7, 8, 9, 1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협약 기준 제A2.3.2조제5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초과
하지 않는 최대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2항).
나) 각 회원국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통상 근로
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 근로, 주1일 휴식 및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선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체협약에 위임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협약 기준 제A2.3조제3항).
다) 각 회원국은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항해안전과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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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노르웨이 선급의 선원직업소개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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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안 운항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4항).
라)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협약 기준 제A2.3조제5항).
(1) 최대근로시간은 ① 일체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및 ② 일체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최소휴식시간은 ① 일체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및 ② 일체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마) 휴식시간은 두 구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할 수 있다. 그 중 한
구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적인 휴식시간 구간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6항).
바) 비상소집, 소화훈련 및 구명정훈련과 국내 법령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휴식시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7항).
사) 무인화 기관구역인 경우, 한 선원이 대기상태에서 작업에 호출
되어 정상적인 휴식시간이 방해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8항).
아) 협약 기준 제A2.3조제5항 및 제6항은 회원국이 국내 법령 또는
책임당국이 규정된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인가
또는 등록 절차의 마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예외는 가능한 한
협약 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 당직 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보다 빈번한 휴가
또는 보다 긴 휴가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협약 기준 제A2.3조제13항).
자) 협약 기준 제A2.3조는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원에게 요구할
선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
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획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중지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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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선장은 계획된
휴식기간 중에 근로를 한 선원에게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14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해상 및 항내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연소선원의 ①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로를 하여야 하고, ② 모든
식사시간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하며, 주 식사를 위하여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또한, 매 두 시간
연속 근무 후 가능한 한 즉시 15분의 휴식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2.3.1조제1항).
나) ① 연소선원으로 하여금 갑판부, 기관부 및 조리부에서 당직근무
또는 교대 근로제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②
수립된 훈련 프로그램 및 일정에 따른 연소선원의 효과적인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 지침 제B2.3.1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협약 지침 제B2.3.1조제2항).
다) 예외적인 상황은 그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야 하고 선장이 서명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2.3.1조제3항).
라) 협약 지침 제B2.3.1조제1항은 협약 기준 제A2.3조제14항에서 규정
하는 일체의 응급상황 중 모든 선원에게 근로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로부터 연소선원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협약 지침 제B2.3.1조
제4항).
마) 홍콩 기국인 선박의 경우, 최소 휴식시간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적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선원 간 상호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런 공휴일은 연간 12일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라이베리아 기국인 선박의 경우, “일체의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요건을 준수함에 있어, “일체의 24시간”이란 선원이 1시간
이상의 휴식 및 직무 외 상태를 끝내고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 또한, 선박, 여객, 선원, 화물의 안전,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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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나 인명, 화물의 구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소화, 퇴선 등의
비상훈련의 시행을 위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로 보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작업은 휴식
시간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 파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일일 최대 8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며, 일주일 중 하루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4일 이상의 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아)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원의 “휴식시간”이란 선원이 시간과
행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선원의 근로 기록, 선내작업배치표 및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점검하여 ① 적합선언서에서 책임당국이 정하고 있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② 휴식시간,
휴식시간의 분할 및 간격이 적절한지, ③ 휴식시간 방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하는지와 ④ 휴식시간이 방해된 경우, 적절한 보상휴식 등을 부여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적합선언서에서 책임당국이 정하고 있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
휴식시간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책임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
시간, 휴식시간의 분할 및 간격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비상소집, 소화훈련 및 구명정훈련과 국내 법령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훈련이 선원의 휴식시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휴식시간이 방해된 선원에게 보상휴식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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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

Legal documentation on work and rest hours

References

MLC/AIV/.2, MLC/T2/R2.3, MLC/T2/StdA2.3/10,
STCW/PA/CVIII/1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모든 직책에 대하여 ① 항행 중 및 항내에서의 작업
일정과 ②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
되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작업
배치표를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협약 기준 제A2.3조제10항).
나) 각 회원국은 협약 기준 제A2.3조제5항에서부터 제11항에 적합
한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ILO의 일체의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 책임당국이 작성한 표준화된 양식
또는 ILO가 준비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은
선박의 작업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선원은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 그리고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3조제12항).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선박의
작업언어 또는 선박의 언어와 영어로서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립
되어야 한다(STCW 협약 제A-VIII/1조제5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말타 기국인 선박의 경우,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는 선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인증검사에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마샬 아일랜드 기국인 선박의 경우,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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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선원의 근로 기록, 선내작업배치표 및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점검하여 ① 선내작업배치표가 작업언어 또는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②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③ 직책별 작업 일정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④ 적합선언서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별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
시간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⑤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가 ILO나
책임당국에서 정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선박의 작업언어 또는 영어로
적절하게 작성ㆍ유지되고 있는지, ⑥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에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와 선원이 서명하였는지, ⑦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의
사본 1부를 선원에게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내작업배치표가 작업언어 또는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내작업배치표가 선교, 식당 휴게실, 기관제어실 등의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선내작업배치표상에 선원의 직책별 작업일정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선내작업배치표상에 적합선언서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ILO나 책임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를 사용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가 선박의 작업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7)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가 적절히 작성ㆍ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8)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에 선장 또는 선장이 위임한 자 또는 선원이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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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의 사본 1부가 선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18203

Wages

References

MLC/AIV/.2, MLC/T2/R2.2, MLC/T2/StdA.2.2/1, 2, 3, 6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모든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고용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협약 규정 제2.2조제1항).
나)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최대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일체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1항).
다) 선원은 임금, 부가적 보수를 포함한 월급명세서 및 임금을 수령
하여야 하며, 동의한 것과 다른 화폐 또는 환율로 지급될 경우,
적용 환율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2항).
라) 선원의 임금에 관한 국내 법령을 채택하는 각 회원국은 코드 B에
규정된 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6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자유 단체교섭의 원칙에 저촉됨이 없이,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
소유자 단체와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는
그러한 절차의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3조제1항).
나) 절차 수립 시 및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① 해상근로 고유의
성격과 배승수준 및 선원의 통상 근로시간과 ② 생계비와 선원의
필요에 관한 변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ILO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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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3조제2항).
다) 책임당국은 ① 감독 및 제재 시스템의 수단에 의하여, 해당 임금이
설정된 비율 또는 비율들 미만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비율로 지급된 일체의 선원으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신속한 법적 또는 기타 절차에 의하여 그들이
하회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3조제3항).
라) 유능부원의 1개월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은 합동해사위원회 또는
ILO 집행이사회가 인정하는 다른 기관이 정기적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집행이사회의 결정 직후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에 일체의 개정된 금액을 통고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4조제1항).
마) 협약 지침 제B2.2.4조의 어떠한 사항도 고용에 관한 기준 최저
조항 및 조건의 통제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단체 간에 합의된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책임당국이 그러한 조항과 조건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협약 지침 제B2.2.4조제2항).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단체협약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점검하여 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와 ② 임금의
금액, 구성항목,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이 급여명세표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 급여명세표에 임금의 금액, 구성항목,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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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양식 및 소프트웨어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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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선원의 급여명세서 및 소프트웨어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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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4

Calculation and payment of wages

References

MLC/AIV/.2, MLC/T2/R2.2, MLC/T2/StdA.2.2/6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선원의 임금에 관한 국내 법령을 채택하는 각 회원국은 코드 B에
규정된 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6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포함한 보수를 받는 선원에
대하여 ① 임금을 계산할 목적상, 항해 또는 정박 중 일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할 목적상, 단체협약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이 적용되는 주당 통상 시간은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하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또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율은 최소한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의
1.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④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해당 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2조제1항).
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임금으로 하는 선원에 대하여 ①
보수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원에게 기대되는 근로시간과 통합
임금에 가산되는 그러한 상황인 경우, 일체의 가산수당을 선원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② 통합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
되는 경우, 그 시간당 지급률은 협약 지침 B2.2.2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통상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본율의 1.25배를 하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원칙이 통합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③ 또한, 협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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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2.2.2조제1(a)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 근로시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통합임금의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임금이 부분적으로 통합된
선원에 대해서는, 이 협약 지침 제B2.2.2조제1(d)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기록이 유지 및 확인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2조제2항).
다)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 또는 주중 휴일 근로 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수 또는 그러하게 규정된 일체의 기타의
보상을 대신하여 최소한 동등한 휴무 및 하선 또는 휴가로써 보상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협약 지침 제B2.2.2조제3항).
라) 선박소유자 대표와 선원 대표간의 협의 후 채택된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은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2조제4항).
(1)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태생 또는 사회적 계급에 근거한 차별 없이
동일한 선박에 고용된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 가능한 임금 및 임금률을 명시하는 선원근로계약서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선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된 관계
정보에 대하여 서명된 사본 1부를 선원에게 제공하거나 선원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임금액 또는 임금률에 관한 정보를
각 선원이 이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 임금은 법적화폐로 지급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임금은 은행
이체, 은행 수표,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지불될 수 있다.
(4) 계약 종료 시 모든 보수는 부당한 지연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5) 선박소유자가 모든 보수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책임당국은 적절한 벌칙 또는 기타 구제
방법을 부과하여야 한다.
(6) 선원이 달리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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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7) 선박소유자는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
자신의 보수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8) ①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책임당국이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공제 조건을 선원에게
통보한 경우와 ② 공제를 합계하여 그러한 공제를 위한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제한치가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 보수의 공제는 가능하다.
(9) 고용을 획득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의 보수
에서 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것과는 다른 선원에 대한 금전적 벌금은 금지되어야 한다.
(11) 책임당국은 관계 선원의 복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내에서 제공되는 선용품
및 서비스를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12)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선원의 임금 및 기타 금액에 대한
청구가 「1993년 해사 유치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장 받지 못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러한 청구는
「1992년 근로자의 채권 보호(사용자의 지불불능)에 관한 협약
(제173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마)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대표와 협의 후, 협약 지침
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사안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2조제5항).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단체협약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점검하여 선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① 책임당국에서 국내 법령 등의
수단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와
② 선원별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을 적절히 지급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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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책임당국에서 정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최저임금의 기준을
하회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2)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을 적절히 선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8205

Measures to ensure transmission to seafarer's family

References

MLC/AIV/.2, MLC/T2/R2.2, MLC/T2/StdA.2.2/4, 5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선원에게 자신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
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 대해 협약 기준 제A2.2조제4항에서 규정
하는 것들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3항).
나) 선원이 자신의 소득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4항).
(1) 고용계약이 개시될 때 또는 계약기간 중에, 선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가족에게 일정주기로 은행
송금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선원이 지목하는 자 또는 자들에게 일정액을 선원이 원하는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요구
다) 협약 기준 제A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요금은 적절한 수준이여야 하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환율은
국내 법령에 따라 통상환율 또는 공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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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협약 기준 제A2.2조제5항).
2) 임의(참조) 규정
선원이 달리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2.2.2조제4(f)항).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단체협약 및 전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선원 면담을 통하여 ①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② 적절한 수준의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원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
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원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
에게 송금하면서 과도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18299

Other(Conditions of employment)

References

MLC/AIV/.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관련 규정 없음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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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및 결함 예시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결함으로 식별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결함
코드 “18299”와 함께 결함사항을 기재한다.

협약 규정 제3.1조 및 기준 A3.1조에 대한 공통적인 점검 방법
거주설비, 오락시설에 관한 규정은 회원국별 협약 발효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점검 전에 반드시 선박
기국에서 협약이 발효한 날을 확인한다.
해당 되는 경우, 기국의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에서 발급한 선원
거주구역 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① 해당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② 해당 서류가 유효한지 및 ③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점검을 통하여 협약 기준 제A3.1조제18항에 따라 ① 선원거주
구역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② 관련된 기록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식별된 결함은 반드시 협약 기준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만일
협약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결함인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
당국 또는 인정단체의 의견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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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Conditions -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18301

Noise, vibration and other ambient factor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h)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거주구역 및 오락 및 식량 조달 시설은 선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소음,
진동, 기타 환경요소 및 화학제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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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수용 가능한 산업 및 선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 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협약 규정 제4.3조의 요건과 해당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h)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거주구역, 오락시설, 조리시설은 가능한 한 기관실, 조타실, 갑판
양묘ㆍ계류 장치, 통풍장치, 냉ㆍ난방 장치 및 기타 소음을 발생
하는 기계 및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2조제1항).
나) 방음재 또는 다른 적절한 흡음재가 소음 발생구역 내의 벽, 천장
및 갑판뿐만 아니라 기관구역의 자기 폐쇄식 소음 차단문의 구조
및 마감재로 사용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2조제2항).
다) 실행 가능할 경우 기관실 및 다른 기관구역에는 당해 구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방음의 중앙집중식 제어장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작실과 같은 작업실은 가능한 한 일반 기관실 소음으로
부터 방음조치가 되어야 하고 기계작동에서 생기는 소음을 감소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2조제3항).
라) 작업 또는 생활공간에서의 소음 한계치는 ‘2001년 작업장이 환경
요소’에 관한 ILO 실무코드의 지침을 포함하여 노출 수준에 관한
ILO의 국제지침과, 적용 가능한 경우, IMO에서 권고하는 선내
에서의 허용소음수준을 위한 세부 보호조치 및 후속 개정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어 또는 선박의 작업언어로 된 적용가능한
문서의 사본이 선내에 비치되어야 하고, 선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2조제4항).
마) 거주구역, 오락시설, 조리시설은 과도한 진동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협약 지침 제B3.1.12조제5항).
바)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인 선박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들은 IMO의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라이베리아 기국인 선박의 경우, 근로 및 생활구역에서의 소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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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준의 한계는 ILO의 「Ambient factors in the workplace,
2001」과 IMO의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침은
선내에서 선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파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ILO의 「Ambient factors in the
workplace, 200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해당 규정의 사본을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고, 영어 및 선내 사용
언어로 선내에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결함 예시
1) 침실, 휴게실, 식당 등 선내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에서 과다한 소음
이나 진동으로 인해 선원이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경우
2) 선박의 화물, 유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화물의 분진, 액체,
가스 등)의 선내 거주구역 유입으로 선원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불편한 경우

18302

Sanitary Facilitie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11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위생시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최저기준을 만족하고 적절히 안락감을 주며, 선원이 편리
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3.1조제11(a)항).
나) 위생시설은 항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관실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3.1조제11(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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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구역별 소음 한계치(IMO)

404

다) 모든 선박에는 개인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6명 이하의 인원 당
최소한 하나의 수세식 화장실, 하나의 세면기 및 하나의 욕조
또는 샤워기 또는 양자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3.1조제11(c)항).
라)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세면기가 있는 개인 욕실이 있는
침실을 제외한 각 침실에는 온ㆍ냉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기가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3.1조제11(d)항).
마) 책임당국은 항해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에 대하여는 필요한
설비의 특별한 배치 및 그 수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3.1조제11(e)항).
바) 냉ㆍ온수는 모든 세면 장소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협약 기준
제3.1조제11(f)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세면기 및 욕조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 또는 벗겨지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승인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7조제1항).
나) 모든 화장실은 승인된 형식의 것으로서 항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을 갖추거나,
공기와 같은, 기타의 적절한 세정방식을 갖추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7조제2항).
다) 2인 이상의 선원이 사용하는 위생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7조제3항).
(1)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의 것으로서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배수되어야 한다.
(2) 격벽은 강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이어야 하며, 갑판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까지 수밀 되어야 한다.
(3) 거주구역은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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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실은 침실 및 세면장에서 편리한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실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 및 침실과
다른 출입구가 없는 화장실 사이의 통로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화장실이 4명 이하의 선원을
수용하는 2개의 침실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한 구획에 2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가려져야 한다.
나. 결함 예시
1) 여성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위생시설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항해 선교, 기관구역 또는 기관제어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
3) 개인 위생시설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선원 6명 이하의
인원 당 최소한 하나의 수세식 화장실, 하나의 세면기 및 하나의
욕조 또는 샤워기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서, 개인 욕실이 있는 침실을 제외한 침실에서
온ㆍ냉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5) 모든 세면 장소에서 냉ㆍ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위생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03

Drainage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g)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거주구역은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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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g)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결함 예시
1) 개인 침실의 욕실, 위생시설, 식당 등 거주구역 내 배수설비가 설치
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04

Lighting(Accommodation)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g), 3.1/8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거주구역은 적절한 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 3.1조
제6(g)항).
나) 조명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여객선과 같이 특별한 배치가 허용
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침실과 식당구역은 자연 채광되고 적절한
인공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3.1.6조제8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모든 선박의 선원거주구역에는 전기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독립된 2개의 전원이 없는 경우에 비상용 조명을 위하여 적절한
구조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등 추가의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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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실에는 독서등을 각 침대의 머리맡에 비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4조제2항).
다) 책임당국은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4조제3항).
나. 결함 예시
1)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 선내 거주구역에 인공조명설비가 적절히 설치
되지 아니한 경우
2) 적절한 조명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선원이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3)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설비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05

Hospital accommodation(Sickbay)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1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병실에 대한 요건과 관련하여, 15명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3일을
초과하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전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리된 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책임당국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병실의 승인에 관하여 책임당국은
병실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병실의 사용자에게 편안
함을 제공해 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2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병실은 진찰 및 의료응급처치를 쉽게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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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8조제1항).
나) 입구, 병상, 조명, 환기 난방 및 급수설비는 편안하고 이용자의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협약 지침 제B3.1.8조
제2항), 필요한 병상의 수는 책임당국이 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8조제3항).
다) 화장실은 병실의 일부로서 또는 병실의 인접한 곳에 병실 이용자
전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최소한 각각 1개의 변기,
1개의 세면기 및 1개의 욕조 또는 샤워기가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8조제4항).
나. 결함 예시
1) 15명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3일을 초과하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병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 설치된 설비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
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06

Sleeping room, additional space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9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SOLAS 협약 제1장 제2규칙제(e)항 및 제(f)항에서 정의된 바의
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침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침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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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는 각 선원에 대하여 개별 침실이 제공
되어야 한다. 다만,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동 요건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a)항).
다) 남성용과 여성용의 분리된 침실이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b)항).
라) 각 침실에는 필요에 따라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인출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안락한 좌석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A3.1조제9(o)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선원 및 선원과 동승할 수 있는 일체의 배우자를 위해 가능한 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침대배치를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1항).
나) 선박의 크기, 선박이 취항하는 구역과 그 배치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 경우 침실은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침실이 계획되고 개인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2항).
다)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침실은 당직별로 구분하고 주간에 작업
하는 선원이 당직자와 방을 같이 쓰지 아니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3항).
라) 준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의 경우에 침실 당 2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4항).
나. 결함 예시
1)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침실이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
흘수선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2) 예외적으로 침실을 선수부에 배치하는 경우, 충돌격벽의 전방에 위치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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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선원별 개인 침실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여성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분리된 침실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 침실 내에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인출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안락한 좌석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침실 내의 설비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07

No direct openings into sleeping rooms cargo/mach.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e)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거주구역 내 침실에는 화물 및 기관구역 또는 주방, 저장고, 건조실
또는 공동위생시설로부터 직접 통하는 개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실 및 외부격벽과 상기의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은 강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조되어야 하며 또한 수밀 및
기밀이 된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e)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결함 예시
1) 화물 및 기관구역 또는 주방, 저장고, 건조실 또는 공동위생시설로
부터 침실에 직접 통하는 개구가 있는 경우
2) 침실 및 외부격벽이 강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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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실 및 외부격벽이 수밀 또는 기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18308

Furnishing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9(n)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침실의 가구는 각 사용자를 위하여 최소 475리터 이상의 용적을
가지는 옷장과 56리터 이상의 용적을 가지는 서랍 또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랍이 옷장에 결합된 경우, 옷장의 최소 용적은 각
사용자당 500리터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선반이 비치되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잠글 수 있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 A3.1조
제9(n)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가구는 틀어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매끄럽고 딱딱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13항).
나) 침실에는 거울, 화장실용 작은 수납장, 책 꽃이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를 비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15항).
다)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구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나. 결함 예시
1) 옷장의 용적이 475리터 미만이거나 서랍장의 용적이 56리터 미만인
경우
2) 옷장와 서랍장이 결합된 경우, 해당 가구의 용적이 500리터 미만인
경우
3) 옷장에 선반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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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9

Berth dimensions, etc.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9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침실은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고 안락하고 정돈이 용이하도록 설비
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c)항).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 선원에 대한 별도의 침대가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d)항).
다) 침대의 내측 규격은 최소한 세로 198센티미터, 가로 80센티미터
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e)항).
라) 1인용 선원 침실의 바닥면적은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f)항).
(1) 총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4.5평방미터
(2)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5.5평방
미터
(3)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7평방미터
마) 책임당국은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감소를 허가할 수 있다
(협약 기준 제A3.1조제9(g)항).
바)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되는
침실은 최대 2명의 선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바닥 면적은
7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h)항).
사)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선원에 대한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i)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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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2) 3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1.5평방미터
(3) 4인용 침실에 있어서는 14.5평방미터
아)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3.6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
제9(j)항).
자)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및
휴게실이 없는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의 침실 바닥
면적은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k)항).
(1) 총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7.5평방미터
(2)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선박에 있어서는 8.5평방
미터
(3) 10,000톤 이상 선박에 있어서는 10평방미터
차)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있어서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의 경우, 하급 선박직원의 침실
바닥 면적은 1인당 7.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급 선박직원의
침실바닥 면적은 1인당 8.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하급
선박직원이란 운항급의 직원을 말하며, 상급 선박직원이란 관리
급의 직원을 말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l)항).
카)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침실 이외에 침실에 딸린
거실ㆍ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책임
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9(m)항).
2) 임의 규정
가) 1등 기관사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한 경우 침실 이외에 침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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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린 거실ㆍ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5항).
나) 침대, 옷장, 서랍장 및 의자가 차지하는 구역은 바닥면적의 측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에 곤란
하거나 가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불규칙한 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6항).
다) 침대는 2단 이상으로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고, 선측과 같은 방향
으로 위치한 침대에 있어서 현창이 침대 위에 설치된 경우에는
1단으로만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7항).
라) 2단 침대에서 하단 침대는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상단은 하단 침대의 바닥과 상부갑판 보의 하부와의 중간 정도에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8항).
마) 침대의 골조 및 보호대는 견고하고 매끈한 승인된 재료로서 부식
이나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9항).
바) 관으로 된 골조가 침대에 사용될 경우 관의 구멍을 완전히 봉하여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10항).
사) 각 침대에는 스프링이 달린 바닥 또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포함
하여, 쿠션이 바닥에 달린 편안한 매트리스 또는 일체형 쿠션
매트리스를 갖추어야 한다. 매트리스와 쿠션의 재료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재료로 채워진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11항).
아) 한 침대가 다른 침대위에 놓이는 경우에는 방진 처리된 바닥이
위쪽 침대의 매트리스 바닥 또는 스프링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5조제12항).
자) 각 침실의 현창에는 커튼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비치되어야 한다
(협약 지침 제B3.1.5조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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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함 예시
1) 개별 선원에 대하여 별도의 침대가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 침대의 내측 규격이 세로 198센티미터, 가로 8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3) 선원 침실의 바닥 면적이 협약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하회
하는 경우
4) 적용되는 경우,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침실 이외에
침실에 딸린 거실ㆍ휴게실 또는 적절한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지 아니
하는 경우
5)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침대의 상태가 (작동)불량한 경우

18310

Minimum head room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a)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거주구역의 천정높이는 모든 선원 거주구역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모든 선원 거주구역 내의 최소허용
천정높이는 203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거주구역내의
일체의 구역 또는 구역의 일부분이 다음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a)항).
가) 높이의 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선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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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함 예시
1) 거주구역의 천정높이가 20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2) 거주구역의 낮은 천정높이로 인하여 선원이 충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경우

18311

Messroom and recreational facilitie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10, 14, 17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식당은 침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주방과 가깝게
위치하여야 한다.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A3.1조제10(a)항).
나) 식당은 모든 선원이 한 번에 이용하는 것을 감안(식음료를 계속
제공하는 시설 포함)하여 충분한 크기와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히 배치ㆍ설비되어야 한다. 식당설비는 적절히
별개로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협약 지침
제A3.1조제10(b)항).
다) 모든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승선 선원수를 고려하여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갑판상의 하나의 공간 또는 공간들을
마련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A3.1조제14항).
라) 건강,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와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원 오락시설과 선내에서 생활하고
근로를 하는 선원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적합한
문화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A3.1조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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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식당은 공용이나 또는 분리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와의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선박의 크기, 선원의 문화적 특성,
종교적 및 사회적 요구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제1항).
나) 식당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 식당은 ① 선장 및 선박직원과
② 준 선박직원 및 기타 선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제2항).
다)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 선원 식당의 바닥면적은 계획된 좌석의
정원 1인당 1.5평방 미터이상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
제3항).
라) 모든 선박에는 식당 내에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수용하는 충분한 수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탁자 및 적절한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제4항).
마) ①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고 단일 식당 또는 복수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냉장고, ② 뜨거운 음료
제공 설비 및 ③ 찬 음료 제공 설비는 승무원이 선내에 있을 동안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제5항).
바) 식기실에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크기의
식기용 보관함이나 식기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제6항).
사) 식탁과 의자의 윗면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6조제7항).
아) 오락시설의 비품에는 최소한 책 꽃이, 독서ㆍ필기용 설비 및 가능
하다면 게임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1조제2항).
자) 실행한 경우, 다음의 설비들은 선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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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실
(2)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방송 청취
(3) 영화 또는 비디오 상영(항해기간 동안 상영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
(4) 체력단련 기구, 테이블 게임 및 갑판에서 하는 게임용 운동 기구
(5) 수영시설(가능한 경우)
(6) 직업 관련 및 기타 종류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항해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
(7) 취미 및 수공예를 위한 시설
(8) 라디오, TV, 비디오, DVD/CD 플레이어, PC 및 소프트웨어 및
카세트테이프레코더 등과 같은 전자제품
(9) 국가, 종교 또는 사회 관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절한 경우
에는 술집 시설
(10)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 시 합리적인 사용료를 내는 육상과
선박 간 전화, e-mail 및 인터넷 시설
차) 선원의 편지 전달은 가능한 한 빠르고,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편지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발송
되는 경우 선원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제B3.1.11조제5항).
카) 선박이 항구에 입항 하였을 때, 선원의 배우자, 친척 및 친구가
선박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또는
국제법에 따라 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안 절차에 대한 일체의 관심사를 만족하는 것
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1조제6항).
타) 실행 가능하거나 합리적일 경우, 일시적인 항해에 선원 배우자의
동승 허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우자는 사고 및
질병을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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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보험에 들도록 선원에게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1조제7항).
나. 결함 예시
1) 식당이 침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2) 식당과 주방이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경우
3) 전 선원이 한 번에 식당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갑판상 공간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 협약 지침에서 권고하는 있는 수준의 선원들이 만족할만한 선원 오락
ㆍ문화 시설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식당 및 선내 오락시설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12

Galley, handling room(maintenance)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2/2(b)

18313

Cleanliness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2(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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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도록 깨끗한
침구 및 주방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원은 선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선박에서의 근무가 종결된 경우 그들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협약 지침 제B3.1.10조제1(a)항).
나) 침구는 질이 좋은 것이어야 하고, 접시, 컵 및 다른 주방기구는
쉽게 씻을 수 있는 승인된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협약 지침
제B3.1.10조제1(b)항).
나. 결함 예시
1) 설치되어 있는 조리설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2) 주방기구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3) 적절하고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조리설비나 주방기구가 설치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4) 조리실(식당 포함) 내에 설치된 세면대와 식기세척대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음식물 쓰레기 보관설비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6) 조리실 환풍기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7) 조리실 내 전등 덮개가 파손되거나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8) 인체에 유해한 세정제나 적절하지 못한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조리실
(식당 포함)을 청소하는 경우
9)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개구가 조리실(식당 포함)에
설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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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4

Provisions quantity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a)

18315

Provisions quality and nutritional value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a)

18316

Water, pipes, tanks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공급되는 식량과 식수는 선박 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수, 식량과 관계된
종교적 요구사항 및 사회적 관례 그리고 항해 기간 및 특징을 고려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의 점에서 적절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3.2조
제2(a)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결함 예시
1) 예정된 항해 기간ㆍ구간과 선원의 수를 고려하여 영양가 있고 충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식량과 식수가 선적ㆍ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원의 종교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고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식량과 식수가 선적ㆍ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제품화(인증 포함)된 식수나 정수설비를 통하여 식수가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식수에 대한 품질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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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수설비를 통하여 식수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정수설비의 필터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ㆍ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분수식 식수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6) 제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빙기가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적절
하지 못한 품질의 식수를 통하여 제빙되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7) 납이나 카드뮴 등 적절하지 못한 재료로 만들어진 배관을 식수 배관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8) 식수 배관이 적절하게 표시(매 5미터 간격마다 파란색 줄무늬 표기)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9) 식수 배관이 오물탱크 내부를 관통하거나 오물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10) 식수 배관시스템에 역류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1) 식수 탱크가 식별되지 아니하거나 용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2) 식수 탱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배관이 식수 탱크를 관통하거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13) 식수 탱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8317

Food personal hygiene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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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2(b)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결함 예시
1) 조리부원이 조리실(식당 포함)이나 근처에서 ① 흡연하거나, ② 침을
뱉거나, ③ 껍을 씹거나, ④ 음식을 먹거나, ⑤ 재채기 또는 코를
푸는 등 조리 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2) 조리부원이 깨끗한 복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조리부원이 조리 위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18318

Food temperature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b)

18324

Cold room, cold room cleanliness,
cold room temperature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2(b)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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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함 예시
1) 주부식 수령 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164)
구 분

온 도

상 태

육류

5℃ 이하

인가업체, 색깔, 냄새, 포장 상태 확인

해산물류

5℃ 이하
(가능한 0℃)

인가업체, 색깔, 냄새, 포장 상태 확인

조개류

5℃ 이하
(가능한 0℃)

인가업체, 색깔, 냄새, 파손, 제품정보 확인

갑각류(미가공)

7℃ 이하

인가업체, 청결, 포장 상태 확인

갑각류(가공)

5℃ 이하

인가업체, 청결, 포장 상태 확인

유제품

5℃ 이하

인가업체, 청결, 포장 상태 확인

일반 달걀

7℃ 이하

인가업체, 청결, 파손 상태 확인

액체 달걀

5℃ 이하

인가업체, 냉동, 살균 상태 확인

[표 3-4] 주부식 수령 시 적정 온도
2) 주부식 종류별 조리 또는 보관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165)
처리과정

내 용

온 도

냉장고 또는 해동설비 내
흐르는 식수 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동안 21℃ 미만

전자레인지 내

계속된 조리 과정에서 즉시 조리하거나
모든 조리가 전자레인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해 동

덜구워진 조리 소고기
조 리

배 분

4℃ 이하

돼지고기 통구이

중간부분의 온도는 최소 63℃ 이상
허벅지 근육 내 온도는 74℃

우유

15초 동안 72℃(연속흐름식 살균) 혹은
30분 동안 63℃(배치식 살균)

냉장식품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30분 이내에

164) 「Handbook for Inspection of Ships and Issuance of Ship Sanitation Certificates」
Area 2 Appendix 1 참조.
165) 「Handbook for Inspection of Ships and Issuance of Ship Sanitation Certificates」
Area 2 Appendix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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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내 용

온 도
처리 완료
30분 내에 조리와 냉장을 할 수 없는 대형
조리설비의 경우, 실내 온도가 15℃인
구분된 공간에서 배분되어야 하고, 음식은
즉시 제공되거나 4℃인 냉장고 안에 비치
해두어야 함

냉장

2시간 내에 음식 가운데의 온도를 60℃
에서 10℃까지 줄이고, 4℃ 온도에서 즉시
보관

보관

냉장되는 즉시 냉장고 안으로 넣고, 음식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4℃를 초과
하지 않도록 보관. 냉장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기 전까지 해당일을 포함하여 최장
5일 이상 보관 금지

냉동

-18℃ 이하 유지

보관

5일 미만 4℃ 이하에서 보관하고, 해동
되거나 부분적으로 해동된 음식은 재냉동
금지

냉장 및
냉장음식 보관

냉동 및
냉동음식 보관

운 송

가열음식 운송용 차량
혹은 용기

최소 60℃의 음식 온도 유지

조리 및 냉장음식
운송용 차량 혹은 용기

냉장(가공) 음식의 온도를 유지(음식이
차가워져서는 아니됨). 이상적으로, 4℃
에서 음식 온도 유지해야 하나, 운송을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7℃까지 허용

조리 및 냉동음식
운송용 차량 혹은 용기

-18℃ 이하를 유지해야 하나, 운송을 위하여
짧은 시간 내에 -12℃까지 허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낸 후부터 1시간 내에
음식의 중간부분이 최소 75℃이도록 가열

재가열

10℃에서 60℃의 범위의 위험한 온도를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급속히 가열

재가열 및
제공

최소 60℃의 온도에서 재가열한 음식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
제공

셀프서비스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의
온도는 4℃ 이하 또는 60℃ 이상을 유지
(적합한 경우)

[표 3-5] 주부식 조리 및 보관 시 적정 온도
3) 주부식 보관 장소가 청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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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9

Food segregation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2(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2(b)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결함 예시
1) 상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부식이 조리실(식당 포함)이나 주부식
창고에 보관 중인 경우
2) 주부식별 원산지 및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음식과 음식이 아닌 것, 날 음식과 가공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물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부식을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약 15cm) 이상 되는 곳에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8320

Record of inspection(food and catering)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7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선장 또는 선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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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검사하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7항).
가)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나) 식량 및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다)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기타 설비
2) 임의(참조) 규정
가)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인 선박의 경우, 식수 및 식량, 보관장소
그리고 음식을 취급하는 공간과 설비 등에 대하여 7일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록은 2년 동안 선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나) 말타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관은 조리
부원 1명과 함께 7일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식량과 식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마샬 아일랜드 기국인 선박의 경우,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
ㆍ식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장 또는 선장의 권한 하에 선원
거주설비가 깨끗하고, 거주 가능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점검을 7일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음식, 식수 및 요리에 대하여도 7일 간격으로 문서화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결함 예시
① 식량 및 식수의 공급, ② 식량 및 식수의 저장ㆍ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 및 설비, ③ 취사실 및 조리 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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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

Heating,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7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침실 및 식당구역은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
제7(a)항).
나) 냉방시스템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
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선원 거주구역,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7(b)항).
다) 모든 위생구역은 거주구역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외부공기로
통풍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7(c)항).
라)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적절한 난방시스템
으로 충분한 난방이 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7(d)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침실과 식당의 통풍장치는 실내공기가 만족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후 및 날씨에서도 공기가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2조제1항).
나)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2조제2항).
(1) 해상의 특정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냉방구역이 충분한
환기가 되고,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할 수 있고 소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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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방 및 다른 보조 통풍 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협약 지침
제B3.1.2조제3항).
라) 선원 거주구역 내 난방장치는 선원이 선내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동 중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3조제1항).
마) 난방장치가 요구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난방은 온수, 온기, 전기,
증기 또는 기타 동등한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
구역 내에서 증기는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난방
장치는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서 통상적인 기후조건에 맞춰 선원
거주구역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당국은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3조제2항).
바) 방열기 및 기타 난방장치는 필요시 화재위험 또는 거주자의 위험
또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3조제3항).
나. 결함 예시
1) 침실 및 식당구역 환기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2)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선원
거주구역,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 ① 냉방
장치를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② 설치된 냉방장치의 작동이 불가능
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3)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적절한 난방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4)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난방ㆍ냉방ㆍ환기 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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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

Insulation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거주구역은 적절하게 단열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b)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은 적절히 방열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
구역의 위벽과 주방의 경계격벽 및 기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인접 거주구역 및 통로에 열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방열되어야 한다. 또한, 증기 또는 온수
배관 또는 양자의 열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조제1항).
나) 거주구역내의 침실, 식당, 오락실 및 통로는 습기발생 또는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적절히 방열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조제2항).
나. 결함 예시
거주구역의 격벽, 천정, 바닥 등이 단열처리 되지 아니한 경우

18323

Office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15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모든 선박은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동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431

선박에 대하여 관련 선주 및 선원단체와 협의 후 상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5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결함 예시
1) 사무실의 제공이 면제된 선박을 제외하고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사무실 내 각종 설비 및 시설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25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ship’s cook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3, 4, 5, 6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조리에 종사하는 선원이 관련 회원국의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직무에 상응하는 훈련, 자격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3항).
나) 요리실무, 음식 및 개인위생, 식량저장, 재고 처리, 환경 보호, 건강
하고 안전한 음식제공업무를 포함하는 책임당국에 의하여 승인
되거나 인정된 훈련 이수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
제4항).
다) 책임당국은 10명 미만의 선원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수와
항해 형태를 감안하여 완벽한 자격의 요리사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방에서 식량을 처리하는 자는 선내에서
식량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한다(협약 기준 제A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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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영국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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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책임당국은 다음의 편리한 기항지
까지 또는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완전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요리사가 특정선박에 특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 근무
하는 것을 허용하는 면제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면제증서가
발급된 자는 선내에서 음식의 처리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음식 및
개인위생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훈련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한다
(협약 기준 제A3.2조제6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해서만 선박요리사의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2.2조제1항).
(1) 책임당국이 규정한 최소기간동안 승선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기존 자격 또는 경험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책임당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인된 요리사 훈련
과정에서 동등효력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시험은 책임당국이 직접 또는 관리하고 있는 승인된 요리사 훈련
학교가 시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2.2조
제2항).
다) 책임당국은 협약 또는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
(제69호)」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 또는 다른 승인된 단체에 의하여
발행된 선박요리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 적절한 경우 , 인정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2.2조제3항).
라)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인 선박의 경우, 5년 이상 승선경력 중 4년
이상 “Second Cook”으로 승선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경우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로 승선할 수 있다.
마) 바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3개월 이상 “Second Cook" 또는
”Assistant Cook"으로 승선하였거나 5년 이상 조리부원으로 승선
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경우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로 승선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선박 조리사가 승선하고
있는 경우, 차항까지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승선을 허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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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홍콩 기국인 선박의 경우,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한 국가에서 발행한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선박조리사도 승선할 수 있다. 또한, 홍콩의 책임당국
에서 승인한 "Top-up“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개월 이상 선박
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원도 선박조리사로 승선할
수 있다.
사) 말타 기국인 선박의 경우,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한 국가에서 발행한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선박조리사도 승선할 수 있으나, 말타의 책임당국에서
승인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한 선박조리사로
승선할 수 없다.
아) 마샬 아일랜드 기국인 선박의 경우, 협약이나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한 국가에서 발행한 선박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선박조리사도 승선할 수 있다.
자) 라이베리아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박조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발행한
선박조리사 자격증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라이베리아 책임당국의
해사 지침 ‘MLC-004/5.3.5’에 따라 협약 발효 이전에 선박조리사로
종사하고 있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증명서
(Attestation)도 인정하고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해당 선원이 지난
5년 이내에 최소 3년간 선박조리사로 승무하였고,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 조리, 식품, 개인 위생, 식료품의 취급과 저장, 재고
관리, 환경 보호 및 급식 보건ㆍ안전을 다루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차) 파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파나마 당국은 예외적으로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의 승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 조리사의 승선을 허가할 수 있지만, 차항까지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승선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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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경우, 협약이나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
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한 국가에서 발행한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선박조리사도 승선할 수 있으며,166) 싱가포르
해사청(MPA)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리 관련 과정을 이수한
선원은 선박조리사 자격증(Certificate of Proficiency as Ship's
Cook)을 발급할 수 있다.
나. 결함 예시
선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부원이 책임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직무에 상응하는 훈련,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거나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8326

Laundry, Adequate Locker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1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적절한 위치에 설비가 갖추어진 세탁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3항).
2) 임의(참조) 규정
선원용 세탁소에는 ① 세탁기, ② 건조기 또는 적절히 가열되고 환기
되는 건조실 및 ③ 다리미 및 다림판 또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7조제4항).
나. 결함 예시
1) 선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세탁시설이 제공되지 아니 하는

166) 「1946년 선박요리사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발행한
선박조리사 자격증은 싱가포르 해사청(MPA)의 평가 후에 인정받을 수 있음.

436

경우
2) 세탁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3)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세탁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327

Ventilation(Working space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h), 3.1/7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거주구역 및 오락 및 식량 조달 시설은, 선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소음, 진동, 기타 환경요소 및 화학제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방지
하고 선원에게 수용 가능한 산업 및 선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 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의
요건과 해당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h)항).
나)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선원 거주구역,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7(b)항).
다) 모든 위생구역은 거주구역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외부공기로
통풍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7(c)항).
라)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적절한 난방시스템
으로 충분한 난방이 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7(d)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침실과 식당의 통풍장치는 실내공기가 만족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후 및 날씨에서도 공기가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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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2조제2항).
(1) 해상의 특정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냉방구역이 충분한
환기가 되고,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발생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할 수 있고 소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냉방 및 다른 보조 통풍 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또는
근로 활동 중에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협약 지침
제B3.1.2조제3항).
나. 결함 예시
1) 선교, 무선실, 기관실(제어실 포함), 공구실 등 선내 작업구역 환기
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2) 온화한 기후의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선원
거주구역 , 격리된 무선실 및 중앙집중식 기관제어장소에 ① 냉방
장치를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② 설치된 냉방장치의 작동이 불가능
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3)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적절한 난방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4) 위생구역의 환기장치가 ① 거주구역 내의 환기장치와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② 작동되지 않거나 ③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5)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작업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ㆍ냉방ㆍ환기 장치의 작동이 불가능
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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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9

Other(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References

MLC/AIV/.3, MLC/T3/R3.2, MLC/T3/StdA3.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대하여, 책임당국은 채광 및 통풍이 만족
스러울 경우 선원거주구역을 만재흘수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d)항).
나) 내부격벽, 판재, 내장재, 바닥재 및 이음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f)항).
다)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ㆍ출항하는 선박은 책임당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
제16항).
라) 책임당국은 선장의 책임에 의하거나 책임 하에 선원거주구역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수행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 검토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18항).
마)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승선인원과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다음의
요건과 관련하여 200톤 이하의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협약 기준 제A3.1조제20항).
(1) 협약 기준 제3.1조제7(b)항, 제11(d)항 및 제13항
(2) 협약 기준 제3.1조제9(f)항과 제9(h)항부터 제9(l)항까지의 바닥
면적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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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해충이 생길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협약 지침 제B3.1.1조제3항).
나) 침실 및 식당의 격벽과 천정의 표면은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구성 있는 밝은 색을 사용하고 비독성의
마감재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조제4항).
다) 모든 선원 거주구역의 갑판은 승인된 재료 및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으며,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조제5항).
라) 바닥이 복합재료로 구성된 경우 측면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조제6항).
마) 기관부 선원을 위한 별개의 탈의실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① 기관
구역 외부이지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② 개인용 옷장과 욕조 또는 샤워시설 또는 양자 모두 및 냉ㆍ
온수가 나오는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9조
제1항).
바) 선박소유자는 수건, 비누 및 화장지를 모든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10조제1(c)항).
사) 안티구아 바부다 기국인 선박의 경우, 거주설비에 대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록은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아) 홍콩 기국인 선박의 경우, 협약 발효 전에 건조된 선박은 「1949년
선원거주설비(개정) 협약(제92호)」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1970년
선원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 요건은 홍콩의 책임당국
에서 면제를 허용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대하여 7일을 넘지 않는 간격
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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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타 기국인 선박의 경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관은 다른
선원 1명을 동행하고 거주설비에 대하여 7일을 넘지 않는 간격
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결함 예시
1) 협약에 따른 특정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합
선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내부격벽, 판재, 내장재, 바닥재 및 이음재가 석면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
3)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ㆍ출항하는 선박에 적절한 모기
퇴치 설비가 설치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4) 선장의 책임에 의하거나 책임 하에 선원거주구역이 청결하고, 양호
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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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Conditions -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18401

Medical Equipment, medical chest, medical guide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4(a)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모든 선박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사항이 책임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내 기준은 선박의 종류, 승선 인원수, 항차의 특성,
목적지 및 기간 그리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고된 의료기준을 고려
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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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바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에
대하여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점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홍콩 기국인 선박의 경우, 모든 선박은 의료함, 의료 장비 그리고
의료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
으로 선장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화물사고 의료
응급처치지침’, ‘국제해사훈련지침’ 및 ‘국제신호서의 의료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의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the schedules of Capt478X ‘Merchant Shipping (Seafarers)
(Medical Stores) Regulations’
(2) Annexes of MD notice ‘Alternative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 to be kept on board Hong Kong Seagoing Ships,
and Hong Kong Seagoing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다) 파나마 기국인 선박의 경우, 모든 선박은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응급 의료함 및 내용물, 의료 기구 그리고 의료 지침서를
적절하게 유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료를 선내에 비치
하여야 한다.
(1)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2) 위험화물사고 의료응급처치지침
(3) 국제신호서의 의료편
(4) The ILO code of practice entitled Ambient factors in the
workplace, 2001
나. 점검 방법
1)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리대장, 의료지침서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①
최신화된 의료지침서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와 ② 의약품ㆍ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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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관리대장을 적절하게 작성ㆍ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병원 및 약국을 점검하여 ① 의약품의 포장 상태 , 유효기간 및
수량이 적정한지와 ② 의료기기의 작동, 보관, 청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최신화된 의료지침서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리대장이 작성ㆍ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의약품의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4)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작동ㆍ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6) 책임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18402

Access to onshore medical doctor or dentist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1(c)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선원에게 실행 가능한 경우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1(c)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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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선내 의료관리를 위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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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필요 시, 선원 면담을 통하여 선원이 원하는 경우 기항하는 항구에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선원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항하는 항구에서 병원의 방문을 허
용하지 아니한 경우

18403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책임당국은 선장과 관계되는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작성된 의료보고서
양식과 그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선원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2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코드 A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원용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은
질병 또는 부상 시 선박과 육상 간의 선원 개개인에 관한 의료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1.2조제1항).
나) 홍콩 기국인 선박의 경우, 표준의료보고서는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제3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경우 , 싱가포르 해사청 (MPA)의 회람
문서 ‘2013년 제6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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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① 책임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② 표준의료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ㆍ유지되고 있는지 및 ③ 작성된 표준의료보고서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책임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표준의료보고서가 작성 또는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8404

Medical doctor or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4(b), (c)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100명 이상을 운송하고 ,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의료관리를 제공할 책임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 특성 및 조건과 선원의 수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1명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도 명시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b)항).
나) 의사가 승무하지 않는 선박은 최소한 자신의 통상적 직무의 일부
로서 의료관리 및 약품관리를 담당할 선원 1명 또는 의료응급
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선원이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사가 아닌 자로서 선내에서 의료관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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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싱가포르의 표준의료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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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지명된 선원은 STCW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관리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
하였어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의 수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훈련의
수준을 명시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c)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하지 않는 선박 중 자격을 갖춘 의료
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STCW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여야 한다. 그
의료응급처치훈련은 응급처치담당자로 하여금 선내에서 발생
하기 쉬운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조언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협약 지침 제 B4.1.1조
제1(a)항).
나)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하지 않는 선박 중 자격을 갖춘 의료
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선박은 실무훈련과 정맥치료와 같은 구명기술훈련을 포함하여
STCW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여야 한다. 그 의료관리훈련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내에 승무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 질병자 또는 부상자에게 만족할 만한 기준의 의료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1.1조
제1(b)항).
다) 응급처치담당자, 의료관리자와 책임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의
선원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및 증진하고 새로운 발전에
좇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략 5년의 간격으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1.1조제3항).
라) 책임당국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선박에 탑재한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 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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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2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그 담당자는 분류표시, 유효기간 만료일, 모든 약품의 저장상태
및 그 사용법을 점검하고 , 요구에 따라 모든 장비가 기능을
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1.1조제4항).
마) 마샬 아일랜드 기국이 선박 중 의사가 승무하지 않은 선박에는
의료관리 자격을 가진 선원 1명과 의료응급처치 자격을 가진 선원
1명이 승무하여야 하며, 선원 1명이 의료관리 및 의료응급처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나. 점검 방법
선내에 승선하고 있는 의사의 면허증(해당되는 경우) 또는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의 승무자격증 또는 교육
ㆍ훈련 이수증을 점검하여 ① 적절한 의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 또는
교육ㆍ훈련 이수증의 소지와 ②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적절한 의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 또는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소지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의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 또는 교육ㆍ훈련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8405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4(d)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책임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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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사이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4(d)항).
2) 임의(참조) 규정
모든 선박은 무선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무선국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선박에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연안지구국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수령한 조언 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국제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의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약 지침 제B4.1.1조제6항).
나. 점검 방법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①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② 해당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선내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적절하게 숙지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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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6

Medical care on board or ashore free of charge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1(d)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회원국의 국내 법령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가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1(d)항).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표준의료보고서, 사고보고서,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리대장, 선원의 급여
명세서를 점검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선원 면담을 통하여 실제 선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선원에게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금 등에서 차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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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7

Lighting(Working spaces)

References

MLC/AIV/.3, MLC/T3/R3.1, MLC/T3/StdA3.1/6(g)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거주구역은 적절한 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 3.1조
제6(g)항).
나) 선내에서 통상 접근할 수 있고 여객 또는 선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장소의 조명에 이용되는 주조명장치는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제41규칙제2조제1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모든 선박의 선원거주구역에는 전기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독립된 2개의 전원이 없는 경우에 비상용 조명을 위하여 적절한
구조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등 추가의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4조제1항).
나) 책임당국은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3.1.4조제3항).
나. 점검 방법
작업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절한 조명
설비가 선내 작업구역에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협약에서는
거주 구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명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작업 구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결함 예시
1)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 작업 구역에 인공조명설비가 적절히 설치
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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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한 조명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선원이 작업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3) 협약 기준 제A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조명설비의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18408

Electrical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국내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
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전기설비는 ① 선박을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의 보조기능이 비상전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확보되어야 하고, ② 안전상 중요한 전기의 기능이 각종 비상
상태 하에서도 확보되어야 하며, ③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여객,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0규칙제1조).
다) 모든 설비에 급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주전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주전원은 적어도 2개의 발전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발전장치의 용량은 어느 1개의 발전장치가 정지한
경우에도 통상의 추진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
설비에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취사,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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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 냉장, 기계식통풍, 위생수 및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한의 쾌적한 거주생활을 유지하도록 급전하여야 한다. 선박의
주전원은 추진기관 또는 축계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에 불문하고
SOLAS 협약 제2-1장 제40규칙제1조제1항에 열거하는 전기설비에
급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1규칙
제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대전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장상태에서는 대전되기 쉬운
기기 또는 설비의 노출금속부분은 당해설비가 다음 요건을 만족
하지 아니하는 한, 접지시켜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
제1조제1항).
(1) 전압이 직류 50볼트 또는 선간 실효치 50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전압으로 급전되며, 이 전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전압
조절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개의 부하장치에만 급전되는 안전절연변압기에 의하여 250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되어야 한다.
(3) 이중절연원칙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마) 도전성 때문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한정되고 예외적인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특별한 예방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1조제2항).
바) 모든 전기설비는 통상의 방법으로 조작하고 또는 접촉한 경우에
상해의 원인이 되지 아니 하도록 제조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1조제3항).
사)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에 대하여는 사람에게 위험 없이 필요시
용이하게 설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측면 및 후면과 필요시 전면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지면에
대한 전압이 책임당국이 규정하는 전압을 초과하는 노출대전
부분은 배전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필요하다면 ,
배전반 전후에 비전도체매트나 그레이팅(Grating)을 설치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2조).
아)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책임당국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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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외장 및 케이블외장은 전기적으로 연속되고 접지되어야 한다
(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5조제1항).
자) 모든 전기 케이블 및 장치의 외부배선은 최소한 난연성의 것이어야
하며, 고유의 난연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에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당국은 무선주파수 케이블과 같은
전기한 바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형의 케이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5조제2항).
차) 케이블 및 배선은 찰상, 기타의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유지
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5조제5항).
카) 모든 도선의 단말 및 접속은 케이블 본래의 전기적 , 기계적 ,
난연성 및 필요한 경우에는 내화성질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5조제6항).
타) 각 회로의 과부하보호장치의 정상 또는 적당한 조정치는 보호
장치 설치장소에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6조제2항).
파) 조명기구류에 대하여는 케이블 및 배선에 유해한 온도의 상승 및
주위의 물건의 과열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5규칙제7조).
하) 축전지는 책임당국이 인정하는 밀봉된 장소를 제외하고 침실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SOLAS 협약 제2-1장제45규칙제9조제3항).
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기계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
제2(h)항 및 제2(l)항).
나. 점검 방법
선내 현장 점검을 통하여 ① 취사ㆍ난방ㆍ냉장ㆍ통풍ㆍ청수 설비가
주전원에 의하여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② 전기설비를 통상적인 방법
으로 조작 또는 접촉함에 있어 상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지, ③ 배전반
전후에 비전도체매트 등을 설치하여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④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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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전선의 외장이 전기적으로 연속되고 접지되어 있는지, ⑤ 모든
전선 및 전기 설비의 외부배선은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었는지, ⑥ 각 회로
과부하보호장치의 정상 또는 적당한 조정치가 해당 장소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⑦ 조명장치에 의해 주위 전선 또는 물건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및 ⑧ 축전지가 침실구역에 설치되지 아니
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박의 주전원에 의하여 취사ㆍ난방ㆍ냉장ㆍ통풍ㆍ청수 설비가 적절
하게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감전 등 전기적인 충격으로 전기설비를 조작 또는 접촉할 수 없는
경우
3) 배전반 전후가 비전도체매트 등으로 적절하게 보호되지 아니한 경우
4) 모든 금속 및 전선의 외장이 전기적으로 연속되고 접지되지 아니
하거나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
5) 각 회로 과부하보호장치의 정상 또는 조정치가 해당 장소에 영구적
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6) 조명장치에 의하여 주위 전선이나 물건이 과열되거나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7) 축전지가 침실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18409

Dangerous area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456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특히 다음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항).
가) 일반 및 기본 규정
나) 접근수단 및 석면관련 위험성을 포함한 선박의 구조적 특성
다) 기계류
라) 선원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극히 낮거나 높은 온도의 영향
마)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소음, 진동, 흡연을 포함한 기타
환경요소의 영향
바) 갑판 상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
사) 적ㆍ양하 설비
아) 방화 및 소화
자) 닻, 체인 및 계류삭
차) 위험화물 및 선박평형수
카) 선원용 개인보호장구
타)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파) 피로의 육체적 및 정신적 영향
하)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갸)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AIDS)로부터의 보호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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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비상 및 사고 대응
나. 점검 방법
1) 적합선언서 제 2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및 선원근로계약서를 점검하여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의 종류를 식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위험작업허가서, TBM(Tool Box Meeting) 기록부, 선원명부, 승무
자격증 등의 서류를 점검하여 위험한 선내 작업 또는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①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이 작업하고 있는지와
②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서 요구
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적합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등으로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의 종류를 식별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위험한 선내 작업 또는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적합
선언서 제2부 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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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instrument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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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적절한 휴대식 대기 시험
장치 또는 시험장치167)들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기 시험
장치는 밀폐구역168)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산소,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이 규칙 외의 다른 요건에 따라 비치된 대기 시험
장치들도 동 규정의 만족을 위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기기들의 검교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11-1장 제7규칙).169)
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① 갑판 상/하
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와 ② 위험화물 및 평형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h)항 및 제2(l)항).
나. 점검 방법
SOLAS 협약에서는 휴대식 대기 시험장치 또는 시험장치를 소지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시험장치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② 검교정은 적절한 주기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167) 'GUIDELINES TO FACILITATE THE SELECTION OF PORTABLE ATMOSPHERE TESTING
INSTRUMENTS FOR ENCLOSED SPACES AS REQUIRED BY SOLAS REGULATION
XI-1/7‘(MSC.1/Circ.1477) 참조.
168) ‘REVISED RECOMMENDATIONS FOR ENTERING ENCLOSED SPACES ABOARD SHIPS’(IMO
Resolution A.1050(27)) 참조.
169)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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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다양한 형태의 가스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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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예시
1) 휴대식 대기 시험장치 또는 시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는 경우
2) 휴대식 대기 시험장치 또는 시험장치에 대한 검교정이 적절한 주기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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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cleaning devices

References

MLC/AIV/.1,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선박의 크기와 배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시된 오염제거
샤워기 및 세안기를 갑판상의 편리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어떠한 주위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이하 “IBC 코드”라 한다)170) 제14장 제14.3조제4항 및
액화가스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이하
“IGC 코드”라 한다)171) 제14장 제14.4조제3항).
170)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 in Bulk(IBC Code).
171)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 Equipment of Ships Car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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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비상세척설비 알림 표식

Liquefied Gases in Bulk(IG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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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소 가스를 운송하는 산적운송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기 및
세안기 중 하나는 노출갑판상 기밀되는 공간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IGC 코드 제17장 제17.13조제5항제2호).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 또는 액화가스 산적운송선박에 한하여, ①
노출갑판상에 샤워기 및 세안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②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노출갑판상에 샤워기 및 세안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설치되어 있는 샤워기 또는 세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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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equipment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c)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
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특히, 공학 및 설계제어, 집합적 및 개별적인 과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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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정 및 절차의 대체와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예방
조치를 고려하여 그것의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대표 및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c)항).
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에는 내화학물성
큰 앞치마(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에 한함), 긴 소매의 특별한
장갑, 적절한 신발, 전신 보호복 및 밀착식 보호안경이나 안면보호구
또는 이들을 함께 만든 적당한 보호장구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호복 및 보호장구는 전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1조제1항 및
IGC 코드 제14장 제14.1조제1항).
다) 작업복 및 보호장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그리고 전용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들 장구는 신품, 미사용품 및 세정
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거주구역 내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책임당국은 이들 장구의 보관실이 선실, 통로,
식당, 욕실 등과 같은 생활구역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구역내에 보관실을 두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IBC 코드 제14장 제14.1조제2항 및 IGC 코드 제14장 제14.1조
제2항).
라) 보호장구는 인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1조제3항).
마) IBC 코드 제17장의 표 중 o란에 15.12, 15.12.1 또는 15.12.3으로
표기되어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화가스 산적운송선박
에는 가스가 충만된 구획실에 사람이 들어가서 적어도 20분간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구 3세트172) 이상을 선내에 비치
하여야 하며, 이들 장구는 SOLAS 협약에서 요구하는 장비에 추가
172) 안전장구는 1개의 자장식 호흡구(압축산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보호복(액화가스 산적
운송선박의 경우 기밀되어야 함), 장화, 장갑, 밀착식 보호안경, 운송하는 화물에 견디는
벨트붙이 내화구명줄 및 방폭등으로 구성되며, 각 호흡구마다 충분히 충전시킨 1개의
예비 공기병 또는 요구되는 청정도의 고압공기를 충전하기에 적합한 전용공기압축기
또는 호흡구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예비 호흡구용 병에 접속할 수 있는 충전용 매니폴드
또는 SOLAS 협약의 요건에 추가하여 선내에 비치하는 각 호흡구마다 합계 용량이
6,000리터 이상의 자유공기를 충전한 예비 공기병을 비치하여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2조제2항 및 제3항과 IGC 코드 제14장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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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치하여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2조제1항 및 IGC
코드 제14장 제14.3조제1항).
바) 안전장구 중 1세트 이상은 화물펌프실 부근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명확히 표시된 적당한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2조제5항).
사) 호흡구는 책임 있는 사관이 매월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장구는 매년 1회
이상 전문가에 의해 검사 및 시험되어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2조제6항 및 IGC 코드 제14장 제14.1조제3항).
아) IBC 코드 제17장의 표 중 n란에 "예“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IGC 코드 제19장의 표 중 i란에 ”예“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① 필터형식의 호흡보호구를 제외하고, ②
통상 상태에서 15분 이상 동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③ 소화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전제 조건하
에서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적절한 호흡 및 눈 보호구를 승선자
전원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수를 비치하여야 한다(IBC 코드 제14장
제14.3조제1항 및 제2항과 IGC 코드 제14장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선원용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제B4.3.1조제2(m)항).
나) 보호장구 또는 기타 사고방지 안전장구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
소유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것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계 사고방지 및 건강 보호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원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4조제1항).
다)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권고(제118호)」의 그에 상응
하는 규정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적당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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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반면에,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마련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협약 지침 제B4.3.4조제2항).
나. 점검 방법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 또는 액화가스 산적운송선박에 한하여, ① 피부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내화학물성 큰 앞치마(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에
한함), 긴 소매의 특별한 장갑, 적절한 신발, 전신 보호복 및 밀착식 보호
안경이나 안면보호구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지, ② 해당 보호장구 등을
선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③ 보호장구
등은 신품, 미사용품 및 세정 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거주구역
밖에 보관하고 있는지, ④ 해당 되는 경우, 가스가 충만된 구획실에 사람이
들어가서 적어도 20분간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구 3세트 이상을
선내에 비치ㆍ관리하고 있는지, ⑤ 안전장구 중 1세트 이상은 화물펌프실
부근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명확히 표시된 적당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⑥ 호흡구는 책임 있는 사관이 매월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매년 1회 이상 전문가에 의해 검사 및 시험
되고 있는지와 ⑦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승선자 전원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수의 적절한 호흡 및 눈 보호구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피부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내화학물성 큰 앞치마(위험화학품 산적
운송선박에 한함), 긴 소매의 특별한 장갑, 적절한 신발, 전신 보호복
또는 밀착식 보호안경이나 안면보호구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장구 등을 신품, 미사용품 및 세정 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거주구역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3) 가스가 충만된 구획실에 사람이 들어가서 적어도 20분간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구 3세트 이상을 선내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
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보호장구 또는 안전장구를 선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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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각종 개인용 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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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안전장구 중 1세트 이상이 화물펌프실 부근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보호장구 또는 안전장구를 보관하고 있는 전용 보관함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호흡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관이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지 아니
하거나 검사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8) 호흡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가에 의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시험되지 아니한 경우
9)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승선자 전원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수의 적절한
호흡 및 눈 보호구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
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8413

Warning notice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7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1) 책임당국은 예컨대 관련 지시사항을 포함하는 관보를 게시하는
것과 같이 선내 특정 위험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모든 선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7항).
2) 소음수준이 85 데시벨(A)보다 큰 기관실의 입구에는 책임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작업언어로 작성되어진 기호와 부수적인
표지판을 포함하는 경고 표지가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일부
구역에만 소음이 있다면, 특정 장소 또는 설비에 눈높이에 맞춰
출입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고 표지가 게시되어야 한다(소음에
관한 국제코드 제7장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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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이 구획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장치를 조작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환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통풍장치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구획실 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IBC 코드 제12장
제12.1조제2항).

[그림 3-28] 소음 경고 표지
4) 전기 모터실, 화물 압축기 및 펌프실, 화물 작업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구역과 화물증기가 축적되는 다른 밀폐구역은 해당 구역의
외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고정식 인공 통풍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풍시스템은 독성/가연성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책임당국에서 인정하는 작동 상태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구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통풍시스템을 작동하여야 한다는 경고 표지가 해당 구역의
외부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IGC 코드 제12장 제12.1조제1항).
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갑판 상하
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h)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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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각종 위험 경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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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1) 소음수준이 85데시벨(A)보다 높은 구역의 출입구에 통용 언어로 작성
되어 있는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173)
2)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 또는 액화가스 산적운송선박에 한하여,
사람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구획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장치를 조작하기 전에 해당구역을 환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통풍장치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이 구획실 외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소음수준에 관한 경고 표지가 해당 구역의 출입구 외부에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구획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장치를 조작하기 전에 해당구역을 환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통풍장치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경고 표지가 해당 구역의 출입구
외부에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8414

Protection machines/part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S74-1/CII-1/R26.7, S74-1/CII-1/R26.1

18421

Guards-fencing around dangerous machinery part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S74-1/CII-1/R26.7, S74-1/CII-1/R26.1

173)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된 선박 또는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인도된(되는) 선박 중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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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기관 , 보일러 및 기타 압력용기와 이에 부속하는 관장치 및
부착물은 그 용도에 적당한 설계 및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운동
부분, 고온부분 및 기타 위험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고
선내인원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설계시에는 사용재료, 장치의 사용
목적, 작동조건 및 선내환경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SOLAS 협약 제2-1장 제26규칙제1조).
다) 주추진기관과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포함한 보기의 청소, 점검,
유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26규칙제7조).
2) 임의(참조) 규정
가)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갑판 상
/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h)항).
나) 보호장구 또는 기타 사고방지 안전장구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
소유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것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계 사고방지 및 건강 보호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원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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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권고(제118호)」의 그에 상응
하는 규정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적당한 방호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마련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협약 지침 제B4.3.4조제2항).
나. 점검 방법
기관실, 갑판작업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계 등을 점검하여 모터,
모터 벨트, 플라이휠(flywheel) 등 기계의 각종 구동 부위에 철판이나 철망
등의 보호대가 적절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기계의 각종 구동 부위에 철판이나 철망 등으로 제작된 보호대가 적절
하게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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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각종 기계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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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5

Entry dangerous space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밀폐구역의 진입 또는 구조 임무를 담당한 선원들은 선상에서
최소한 매 2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3조제3항).
다) 모든 선박은 IMO가 개발한 권고에 제공된 지침174)을 적절히 고려
하여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을 계획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3조제6항).
(1) 진입을 위하여 요구되는 개인보호장구의 점검 및 사용;
(2) 통신장비 및 통신절차의 점검 및 사용;
(3) 밀폐구역내의 분위기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사용;
(4) 구조 장비 및 절차의 점검 및 사용; 그리고
(5) 응급조치 및 소생 기술 등에 대한 지침
174) 전술한 바와 같음.

475

[그림 3-31] 밀폐구역 진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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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선원은 IMO가 개발한 권고에 제공된 지침175)을 적절히 고려
하여 밀폐구역 진입에 연관된 위험요소와 그러한 구역에 안전
하게 진입하기 위한 선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아야 한다
(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4조제2항제5호).
마) 비상소집을 한 일자, 퇴선훈련과 소화훈련,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의 상세, 다른 구명설비의 연습과 선내 훈련이 책임당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만일 소집, 연습
또는 훈련시간이 지정된 때에 충분히 행하여지지 아니한다면
실행된 소집, 연습 또는 훈련시간의 정도와 당시의 주위환경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3장 제19규칙제5조).
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갑판 상하
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h)항).
나. 점검 방법
항해일지 또는 선내교육훈련 기록부를 점검하여 최소한 2개월에 1회
이상 ① 진입을 위하여 요구되는 개인보호장구의 점검 및 사용, ② 통신
장비 및 통신절차의 점검 및 사용, ③ 밀폐구역내의 분위기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사용, ④ 구조 장비 및 절차의 점검 및 사용과 ⑤
응급조치 및 소생 기술 등에 대한 지침의 제공과 함께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훈련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훈련이 최소한 2개월에 1회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훈련의 내용에 ① 진입을 위하여 요구되는
개인보호장구의 점검 및 사용, ② 통신장비 및 통신절차의 점검 및
사용, ③ 밀폐구역내의 분위기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사용,
175)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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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 장비 및 절차의 점검 및 사용 또는 ⑤ 응급조치 및 소생
기술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밀폐구역의 진입 및 구조 훈련에 관한 기록이 항해일지 또는 선내
교육훈련 기록부에 적절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18416

Ropes and wire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S74-1/CII-1/R40

18417

Anchoring device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S74-1/CII-1/R40

18418

Winches & capstan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S74-1/CII-1/R40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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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과 관련된 모든 예인 및 계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 작동하중의 장치, 설비
및 용구를 갖추어야 하며 , 책임당국 또는 책임당국이 인정한
단체의 적절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SOLAS 협약 제 2-1장
제3-8규칙제2조 및 제3조). 또한, 각 용구 또는 설비의 항목은
선박 구조물의 부착 강도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3-8규칙
제4조).176)
다) 전기설비는 ① 선박을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의 보조기능이 비상전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확보되어야 하고, ② 안전상 중요한 전기의 기능이 각종 비상상태
하에서도 확보되어야 하며, ③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여객,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0규칙).
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닻, 체인 및
계류삭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제B4.3.1조제2(k)항).
나. 점검 방법
1) 계선 및 양묘 설비의 ① 설치대(Bed), ② 수동 브레이커(Braker), ③
축이음장치(Clutch), ④ 체인(Chain) 또는 계류삭(Rope) 드럼(Drum),
⑤ 구동축(Shaft), ⑥ 모터(Motor), ⑦ 작업자용 발판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해당 설비가 적절하게 설치ㆍ작동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2) 페어리드(Fairlead), 가이드 롤러(Guide roller), 체인(Chain) 및 계류삭
(Rope)를 점검하여 해당 설비 또는 장구가 적절하게 설치ㆍ작동ㆍ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76)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하여 적용하며, SOLAS 협약 제2-1장 제3-4
규칙에 따른 비상예인 장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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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계선설비 연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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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예시
1) 설치대의 부식, 균열 또는 고정 볼트ㆍ너트가 느슨해진 경우
2) 설치대에 물이 고이거나, 설치대 주변에 누유 채취함의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경우
3) 수동 브레이커의 라이너(Liner) 또는 드럼(Drum)이 심각하게 마모
되었거나 부식 또는 파공이 발생한 경우
4) 축이음장치가 심각하게 마모되었거나 고정ㆍ전환 등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체인 또는 계류삭 드럼이 심각하게 마모되거나 부식된 경우
6) 체인 또는 계류삭 드럼을 정 또는 역방향으로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우
7) 구동축의 부식, 균열 등으로 계류 또는 양묘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작업자용 발판이 부식, 파손 또는 누유로 인한 미끄러움으로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9) 계류 또는 양묘 설비에서 윤활유 등이 누유하거나 심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10) 페어리드 또는 가이드 롤러가 부식 등으로 고착되거나 파손된 경우
11) 책임당국 또는 인정단체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체인 또는 계류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 적절한 수량의 체인 또는 계류삭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체인
또는 계류삭이 심각하게 노후되거나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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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불량한 앵커 체인 및 계류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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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9

Adequate lighting - mooring arrangement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S74-1/CII-1/R40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선박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과 관련된 모든 예인 및 계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 작동하중의 장치, 설비
및 용구를 갖추어야 하며, 책임당국 또는 책임당국이 인정한 단체의
적절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3-8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전기설비는 ① 선박을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의 보조기능이 비상전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확보되어야 하고, ② 안전상 중요한 전기의 기능이 각종 비상상태
하에서도 확보되어야 하며, ③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여객,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0규칙).
라) 선내에서 통상 접근할 수 있고 여객 또는 선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장소의 조명에 이용되는 주조명장치는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되어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41규칙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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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갑판 상하
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h)항).
나. 점검 방법
계류작업 구역을 점검하여 계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설비가 설치ㆍ작동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계류작업 구역에 충분한 조명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2) 계류작업 구역에 설치된 조명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18420

Cleanliness of engine room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2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나) 주추진기관과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포함한 보기의 청소, 점검,
유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26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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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청결하지 못한 기관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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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기관구역을 점검하여 주추진기관을 포함하여 각종 기기 주변에서
연료유, 윤활유, 냉각수 등이 누유되거나 누설되지 아니 하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기관구역 내 각종 기기 주변의 청결 상태를 포함하여 기관구역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8422

Asbestos fibres

References

MLC/T4/R4.3, MLC/T4/StdA.4.3/1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여기에는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 포함)과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공학 및 설계제어, 집합적 및 개별적인 과업에 대한
공정 및 절차의 대체와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예방조치를
고려하여 그것의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대표 및 기타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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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석면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선내 주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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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및
제1(c)항).
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SOLAS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SOLAS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의 구조, 기계류, 전기
장치 및 설비에는 새로운 석면함유물질의 사용은 예외 없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3-5규칙).
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화재, 단열재, 절연재, 강화재, 유연재 등이 사용된
설비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재료가 SOLAS 협약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점검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구조 및/또는 설비

부품

Propeller shafting

Packing with low pressure hydraulic piping flange / casing
Clutch
Brake lining
Synthetic stern tubes

Diesel engine

Packing with piping flange
Lagging material for fuel pipe / exhaust pipe
Lagging material turbocharger

Turbine engine

Lagging material for casing
Packing with flange of piping and valve for steam line, exhaust
line and drain line
Lagging material for piping and valve of steam line, exhaust
line and drain line

Boiler

Insulation in combustion chamber
Packing for casing door
Lagging material for exhaust pipe
Gasket for manhole / hand hole
Gas shield packing for soot blower and other hole
Packing with flange of piping and valve for steam line,
exhaust line, fuel line and drain line
Lagging material for piping and valve of stea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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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또는 설비

부품
exhaust line, fuel line and drain line

Exhaust gas economizer

Packing for casing door
Packing with manhole
Packing with hand hole
Gas shield packing for soot blower
Packing with flange of piping and valve for steam line,
exhaust line, fuel line and drain line
Lagging material for piping and valve of steam line,
exhaust line, fuel line and drain line

Incinerator

Packing for casing door
Packing with manhole / hand hole
Lagging material for exhaust pipe

Auxiliary machinery
(pump, compressor, oil
purifier, crane)

Packing for casing door and valve
Gland packing
Brake lining

Heat exchanger

Packing with casing
Gland packing for valve
Lagging material and insulation

Valve

Gland packing with valve, sheet packing with piping flange
Gasket with flange of high pressure and/or high temperature

Pipe, duct

Lagging material and insulation

Tank(fuel tank, hot water,
tank, condenser), other
equipments(fuel strainer,
lubricant oil strainer)

Lagging material and insulation

Electric equipment

Insulation material

Ceiling, floor and wall
in accommodation area

Ceiling, floor, wall

Fire door

Packing, construction and insulation of the fire door

Inert gas system

Packing for casing, etc.

Air-conditioning system

Sheet packing, lagging material for piping and flexible joint

Miscellaneous

Ropes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Fire shields/fire proofing
Space/duct insulation
Electrical cable materials
Brake li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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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또는 설비

부품
Floor tiles/deck underlay
Steam/water/vent flange gaskets
Adhesives/mastics/fillers
Sound damping
Moulded plastic products
Sealing putty
Shaft/valve packing
Electrical bulkhead penetration packing
Circuit breaker arc chutes
Pipe hanger inserts
Weld shop protectors/burn covers
Fire-fighting blankets/clothing/equipment
Concrete ballast

[표 3-6] 석면 물질 미함유 확인서 발급 대상 설비 및 물품 목록177)
다. 결함 예시
1) 선박에서의 구조, 기계류, 전기장치 및 설비에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경우
2) 선박에서의 구조, 기계류, 전기장치 및 설비에 사용된 재료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적절한 방법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18423

Preventative information

References

MLC/AIV/.4, MLC/T4/R4.1, MLC/T4/StdA.4.1/1(e)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근로하는 선원에
대하여 필수적인 치과 진료를 포함하여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1조제1(e)항).
177) ‘UNIFIED INTERPRETATION OF SOLAS REGULATION II-1/3-5’(MSC.1/Circ.1379) Annex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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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관련 규정 없음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와 선내 의료관리에 관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을
점검하여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위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선원의 건강 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마련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

18424

Steam pipes, pressure pipes, wires(insulation)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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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양묘 설비 및 그와 유사한 기계류의 주증기관 및 배기관은 기술적
으로 가능할지라도, 선원의 거주구역이나 거주구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관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관통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격리되고 차폐되어야 한다(1949년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
(제92호) 제3장 제6조제6항).
나)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갑판 상
/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조제2(h)항).
나. 점검 방법
해당 되는 경우, 선내 거주구역을 관통하는 주증기관 및 배기관이 적절
하게 격리되고 차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선내 거주구역을 관통하는 주증기관 또는 배기관이 적절하게 격리
되거나 차폐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8425

Access/structural features(ship)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18426

Exposure to harmful levels of ambient factor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b)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거주구역 및 오락 및 식량 조달 시설은, 선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소음, 진동, 기타 환경요소 및 화학제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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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원에게 수용 가능한 산업 및 선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 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의
요건과 해당 코드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3.1조제6(h)항).
나)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내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특히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b)항).
다) ① 선박이 작은 건현을 가지고 있고 승선 경사로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② 적합한 육상, 현측/승선 사다리를 제공하는 지정된 항구
사이의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 등 규정의 이행이 부당하고 실행
불가하다고 주관청이 보지 아니하면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은 지침178)에 기초하여 건조ㆍ설계된 갱웨이나 현측사다리와
같은 항구에서 또는 항구 안에서의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선박의 승하선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선박은
안전한 선적과 관련된 어떠한 제한들을 고려하여 승하선 수단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인지 검사하고 정비되어야 한다. 승하선
수단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와이어는 마모 등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 중 빠른 쪽의 기간 내에
교환하여야 한다(SOLAS 협약 제2-1장 제3-9규칙).
(1) 실행 가능한 한, 승하선 수단은 작업구역에 명확히 위치해 있어야
하며, 화물이나 중량물이 머리 위로 이동하는 곳에는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승하선 수단과 승하선 수단을 통제하는 장소는 적절한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78) 'GUIDELINES FOR CONSTRU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INSPECTION
/ SURVEY OF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MSC.1/Circ.1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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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하선 수단을 사용할 때 승하선 수단 주변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구명줄과 자기점화등이 연결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승하선 수단의 최대 횡경사 상태에서도 충분한 길이이어야 하며,
승하선 수단의 최하단 발판은 최대경하상태179)에서의 수선으로
부터 600mm를 넘지 아니하는 높이이어야 한다. 또한, 승하선
수단의 최상단에는 선박의 갑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판과
함께 안전하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난간(난간대 포함)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5) 각 갱웨이나 현측사다리의 끝단에는 안전작동과 격납을 위한
제한사항이 최대/최소 허용경사각, 설계하중, 최하단 발판에서의
최대하중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안내판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최대작동하중이 설계하중보다 낮은 경우 해당
수치는 안내판에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6) 승하선 수단으로부터 또는 선박과 부두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갱웨이와 현측사다리에는 안전그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임의(참조) 규정
어느 한 거주구역 공간의 위치, 출입수단, 구조 및 배치는 적절하게
보안되고, 풍우나 해수로부터 보호되며, 더위 혹은 추위, 과도한 소음
혹은 악취로부터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ILO 협약 제92호 제3장 제6조
제1항).
나. 점검 방법
1) 갱웨이나 현측사다리 등 선박의 승하선 수단을 점검하여 ① 승하선
장소가 적정한지, ② 승하선 장소 주변에 적절한 조명설비와 구명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③ 승하선 수단의 길이가 충분한지, ④ 승하선
수단 끝단에 안전작동을 위한 제한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이 부착

179)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10%의 선용품과 연료를 남긴 채 수평상태로 된 적하상태를
말하며, 여객선의 경우에는 여객과 선원이 그들의 짐과 함께 만재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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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승하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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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지와 ⑤ 승하선 수단에 적절한 안전그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협약 기준 제A3.1조제6(h)항과 연계하여 선내 거주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① 거주구역이 외부로부터 적절하게 보안되어지고
있는지, ② 풍우나 해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및 ③ 더위
혹은 추위, 과도한 소음 혹은 악취, 유해한 물질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차단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갱웨이나 현측사다리가 설치된 승하선 장소 상부로 화물이나 중량물이
이동하는 등 위험한 장소에 승하선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승하선 장소나 승하선 설비 작동 위치에 조명설비나 구명설비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갱웨이나 현측사다리의 길이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4) 갱웨이나 현측사다리의 설계하중 등 안전작동을 위한 안내판이 부착
되지 아니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5) 갱웨이나 현측사다리에 안전그물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훼손 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
6) 갱웨이나 현측사다리를 작동하기 위한 와이어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기로 교환되지 아니한 경우
7) 거주구역이 외부로부터 적절하게 보안되어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8) 거주구역이 풍우ㆍ해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9) 거주구역이 더위 혹은 추위, 과도한 소음 혹은 악취, 유해한 물질로
부터 적절하게 차단되어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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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7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a), 4, 5

18428

On board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c), 4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선원의 훈련 및 교육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포함한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택과 효과적 이행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a)항).
나)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특히, 공학 및 설계
제어, 집합적 및 개별적인 과업에 대한 공정 및 절차의 대체와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예방조치를 고려하여 그것의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대표 및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c)항).
다) 선내 작업장소가 위험에 노출되는 허용 가능한 수준과 선내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4항).
라) 책임당국은 ① 업무상 사고,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관한 ILO가

497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할 것, ②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되며,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과 ③ 업무상 사고를 조사
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5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해사 고용의 특별한 위험에 기인하는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를 증진할 조치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것과 통계에 의하여 명확
하게 드러난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7조제1항).
나) 산업 안전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은
책임당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과 기타 적절한
단체가, 정보회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작업장소의 환경요소에 대한
최대폭로 수준에 대한 선내 지침과 기타 위험 또는 체계적인 위험
평가 과정의 결과와 같은 수단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합동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위원회 또는 특별작업반 및 선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7조제2항).
다) 그와 같은 활동이 회사차원에서 일어날 경우, 그 선박소유자의
선박 내의 모든 안전위원회에 선원 대표자의 참석이 고려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7조제3항).
라) 협약 지침 제B4.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및 기타 단체의
기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8조제1항).
(1) 산업 안전ㆍ건강관리제도와 사고방지 규정, 규칙 및 매뉴얼에
대한 국내 지침 및 방침의 준비
(2)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훈련 및 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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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름 , 포스터 , 공고 및 홍보책자를 포함한 , 산업 안전 ㆍ건강
보호와 사고예방에 관한 홍보의 조직, 그리고
(4) 선내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
방지에 관한 문헌 및 정보의 배포
마)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조치 또는 권고 실무지침의 문안을
준비하는 자는 해당 국가의 책임당국이나 기구 또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규정 또는 권고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8조제2항).
바)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프로그램을 공식화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ILO가 발행하였을 수 있는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일체의 실무코드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제B4.3.8조제3항).
사) 안전 및 건강 규정은 선원의 근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용 전 및
고용 중의 건강진단과 고용시의 사고방지와 건강보호에 관한 일체의
일반적 규정을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연소선원이 그들의
직무수행 중 직무상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0조제1항).
아) 연소선원이 책임당국에 의하여 적절한 기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은 적절한 감독과 지도 없이는
연소선원이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강상 혹은 신체의 발달상
유해한 작업 또는 특별한 숙련, 경험 혹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당국은, 해당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작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관련한 작업을 특히 고려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4.3.10조제2항).
(1) 무거운 적하 또는 중량물의 양하, 이동 또는 운반
(2) 보일러, 탱크 및 공소(空

)에 들어가는 것

(3) 해로운 소음과 진동수준에 폭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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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묘기, 기타 동력기기의 조작 또는 그 기기를 조작 또는 그러한
장비의 조작자에 대한 신호수로서의 행위
(5) 계류삭, 예인삭 또는 닻 설비의 취급
(6) 의장하기
(7) 황천 시 높은 곳 또는 갑판에서의 작업
(8) 야간당직근무
(9) 전기설비의 수리
(10) 잠재적인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 유독물, 전리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물리적 인자에 폭로되는 것
(11) 조리기계의 청소
(12) 선박용 단정의 취급 또는 담당
자) 홍콩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훈련, 지침 및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여 직업 안전 및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영국의 “Code of Safe Working Practices for
Merchant Seaman"을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 선박
소유자는 직업 안전 및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는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의 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직업 안전 및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는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의 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선내 안전 및 보건의 관리에 관한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 매뉴얼과 관련 기록부를 점검하여 ①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선내 정책 및/또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② 마련된
선내 정책 및/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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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선내 정책 및/또는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마련된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선내 정책 및/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18429

Procedure for inspection, reporting and correcting
unsafe conditions and for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board occupational accident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d)

18431

Investigation after accident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d), 6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불안전한 상태의 검사, 보고 및
시정과 선내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1(d)항).
나) 산업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선원의 개인적
자료를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ILO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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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참조) 규정
가) 모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은 관계되는 선원의 개인
적인 자료보호를 고려하여 조사되고, 그러한 사고의 포괄적인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될 수 있도록 보고되어야 한다. 그 보고는
재난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사고에만 제한되지는 아니한다(협약
지침 제B4.3.5조제1항).
나) 협약 지침 제B4.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계에는 업무상 사고
ㆍ상해ㆍ질병의 건수, 특성,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선내의 부서, 사고의 형태와 해상 또는 항내인지의 여부가 명확
하게 표시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5조제2항).
다) 각 회원국은 ILO가 설정할 수 있는 선원의 사고를 기록하는 국제적인
제도 및 모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5조제3항).
라) 책임당국은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한 모든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과 국내 법령에 명시된 유사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6조제1항).
마) 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6조제2항).
(1) 작업장 외관, 기계류의 배치, 접근수단, 조명 및 작업방법과 같은
근로환경
(2)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연령별 발생률
(3) 선내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특수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문제
(4) 특히 증가된 작업량의 결과로서 선내에서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5) 기술발전의 결과 및 그로부터 생기는 문제와 기술발전이 승무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6) 일체의 인적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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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선내 사고 조사에 관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및 사고보고서 등의 기록부를 점검하여 선내에서 사고 발생 시 ① 사고
조사 및 책임당국 등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② 마련된
절차에 따라 조사ㆍ보고ㆍ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선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 조사 및 책임당국 등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내 사고 조사에 관한 절차서에 따라 사고 조사 또는 보고 또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선내 사고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ㆍ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8430

Ship’s safety committee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2(d)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선내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대표로서 지명 또는
선출된 선내 선원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구성되어야 한다 (협약 기준 제 A4.3조
제2(d)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홍콩 및 말타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위원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내 안전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싱가포르 기국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위원회에 참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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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내 안전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선내 안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선원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구성ㆍ운영되어야 한다.
나. 점검 방법
적합선언서 제2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및 선내 안전위원회
관련 기록서를 점검하여 ① 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경우,
선내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와 ② 안전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결함 예시
1) 해당 되는 경우, 선내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선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선내 안전위원회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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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evaluation, training and instruction to seafarers

References

MLC/AIV/.1, MLC/T4/R4.3, MLC/T4/StdA.4.3/1(a), 7, 8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가) 회원국은 선원의 훈련 및 교육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포함한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택과 효과적 이행 및 증진을 위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1조제1(a)항).
나) 책임당국은 예컨대 관련 지시사항을 포함하는 관보를 게시하는
것과 같이 선내 특정 위험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모든 선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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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1조제7항).
다) 책임당국은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선박소유자가 그들 선박으로부터 그리고 책임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로부터 획득한 적절한 통계정보를 참조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협약 기준 제A4.3.1조제8항).
2) 임의(참조) 규정
가) 모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은 관계되는 선원의 개인
적인 자료보호를 고려하여 조사되고, 그러한 사고의 포괄적인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될 수 있도록 보고되어야 한다. 그 보고는
재난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사고에만 제한되지는 아니한다(협약
지침 제B4.3.5조제1항).
나) 협약 지침 제B4.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계에는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건수, 특성,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아울러 선내의 부서, 사고의 형태와 해상 또는 항내인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5조제2항).
다) 협약 기준 제 A4.3조제 1(a)항에서 규정하는 훈련을 위한 교육
과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선원의 배승관행, 국적, 언어
및 선내 근로조직의 변경 뿐 아니라 선박의 종류, 크기 및 설비의
발달의 관점에서 최신화 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9조제1항).
라) 산업 안전ㆍ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홍보활동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4.3.9조제2항).
(1) 선원을 위한 직업훈련소에서 사용하고, 가능한 경우, 선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필름과 같은 교육용 시청각 매체
(2) 선내에 포스터의 게시
(3) 해상근로의 위험과 산업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조치에
관한 기사를 선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에 포함
(4)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캠페인을 포함하여 선원을 교육하기 위한

505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특별한 캠페인
마) 협약 지침 제B4.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홍보활동은 선내 선원의
국적 , 언어 및 습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제B4.3.9조제3항).
바) 안전 및 건강 규정은 선원의 근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용 전 및
고용 중의 건강진단과 고용시의 사고방지와 건강보호에 관한 일체의
일반적 규정을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연소선원이 그들의
직무수행 중 직무상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0조제1항).
사) 연소선원이 책임당국에 의하여 적절한 기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은 적절한 감독과 지도 없
이는 연소선원이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강상 혹은 신체의
발달상 유해한 작업 또는 특별한 숙련, 경험 혹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시
하여야 한다. 책임당국은, 해당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작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관련한 작업을 특히 고려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4.3.10조제2항).
(1) 무거운 적하 또는 중량물의 양하, 이동 또는 운반
(2) 보일러, 탱크 및 공소(空

)에 들어가는 것

(3) 해로운 소음과 진동수준에 폭로되는 것
(4) 양묘기, 기타 동력기기의 조작 또는 그 기기를 조작 또는 그러한
장비의 조작자에 대한 신호수로서의 행위
(5) 계류삭, 예인삭 또는 닻 설비의 취급
(6) 의장하기
(7) 황천 시 높은 곳 또는 갑판에서의 작업
(8) 야간당직근무
(9) 전기설비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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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잠재적인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 유독물, 전리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물리적 인자에 폭로되는 것
(11) 조리기계의 청소
(12) 선박용 단정의 취급 또는 담당
아) 책임당국 또는 적절한 기관은 선내에서의 사고방지 및 건강의
보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연소선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적절한 교육과정,
연소선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연소
선원의 직업교육 및 감독을 포함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4.3.10조
제3항).
자) 육상 및 해상에서의 연소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알코올 및 마약과
기타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남용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
러스와 관련된 위험성 및 우려 그리고 기타 건강에 유해한 행위가
연소선원의 건강 및 안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4.3.10조제4항).
나. 점검 방법
1) 적합선언서 제2부, 위험성 평가180)에 관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기록부를 점검하여 ① 선내 안전 및 보건의 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② 마련된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고 사후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및 ③ 위험성 평가 시 책임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참조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적합선언서 제2부, 선내 안전 및 보건, 선내교육훈련에 관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매뉴얼과 관련 기록부를 점검하여 ①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선원 교육ㆍ훈련과 주의를 환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② 마련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선원 교육ㆍ훈련과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0)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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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 예시
1) 선내 안전 및 보건 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선내 안전 및 보건 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성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통계 자료가 책임당국에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 시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5)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선원 교육ㆍ훈련과 주의를 환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선원 교육ㆍ훈련과 주의를 환기하는
절차에 따라 선원 교육ㆍ훈련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18499

Other(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References

MLC/AIV/.1, .4, MLC/T4/R4.3

가. 관련 규정
1) 강제 규정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 명시된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협약 규정 제4.3조제3항).
2) 임의(참조) 규정
홍콩과 파나마 기국 선박의 경우, “The ILO code of practice
entitled

Ambient

factors

in

the

workplace,

2001,

and

where

applicable"을 포함하는 위험요소 노출에 대한 ILO 지침과 같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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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국제지침의 사본을 본선에 비치하고,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방법 및 결함 예시
건강과 안전보호 및 사고방지와 관련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결함으로 식별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결함 코드 “18499”와 함께
결함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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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선원불만처리

Ⅰ. 선원불만처리의 개요
협약은 협약 시행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선원불만
처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선내불만처리절차(On-board complaint
procedures)181)와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182)로 구성된다.
협약은 선원이 양호한 환경에서 선내 근로 및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거나 협약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선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선내에 갖추도록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협약의 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
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선내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
하고 있고 , 선원이 불만사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보복
이나 희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또한 ,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협약의 요건 (선원의 권리를 포함 )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선원이 신속하고
실제적인 관할 법정지의 선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협약 요건(선원의 권리를 포함)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불만의 접수, 확인ㆍ조사ㆍ검사, 권고ㆍ요구, 보고 등
선원의 불만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육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Ⅱ. 해사노동협약상 선원불만처리의 요건
1.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기준
선원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의 요건을 위반하는 일체의 사항에
181) 협약 규정 제5.1.5조.
182) 협약 규정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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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협약 기준 제A5.1.5조제1항),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관할관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협약은 선내 불만처리를
가능한 낮은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은 우선 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먼저 불만을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고가 무조건 낮은 단계에서
선내 불만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약 기준 제A5.1.5조제2항).
선내불만처리절차는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선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하며, 불만신고를 남용하거나 악의적이지 아니한 불만사항을 제기
하는 선원에 대하여 보복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협약
기준 제A5.1.5조제3항).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서의 사본 1부와 함께 선내에서 이용 가능한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사본 1부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는 기국
관할관청의 연락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선원의 거주국이 기국과 다른 경우
에는 선원의 거주국 관할관청의 연락정보와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5조제4항).
2.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지침
가. 선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 선장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외부에도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1(a)항).
나. 불만을 제기한 선원이 희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조언이 가능한 선원을 지명하여야 하고, 선원이
요청하는 경우, 불만사항과 관련된 회의 또는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1(b)항).
다. 불만사항은 불만을 제기한 선원의 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2(a)항).
라. 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불만사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정
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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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5.1.5조제2(b)항).
마. 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장이 그 불만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선원은 동 사항을 선장에게 회부할 수 있으며, 선장은 그 불만
사항을 직접 처리한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2(c)항).
바. 선원은 항상 같은 선박에 근무하는 다른 선원을 선택하여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2(d)항).
사. 모든 불만사항 및 결과는 기록되어져야 하고, 불만을 제기한 선원에게
그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2(e)항).
아.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 사항은 육상의 회사(선박
소유자)에 회부되어야 하며, 회사(선박소유자)는 적정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하며, 해당 시 불만을 제기한 선원
또는 그의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2(f)항).
자. 모든 경우에 있어 선원은 그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선장, 회사(선박
소유자) 또는 관할관청에 제기(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협약
지침 제B5.1.5조제2(g)항).
3.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의 기준
선원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의 요건을 위반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의 관할관청에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 183)은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최초 조사에 착수한다
(협약 기준 제A5.2.2조제1항 및 제7항).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불만사항의 성질을 고려하여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따른 불만처리의 해결이 시도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선내에서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기준 제A5.2.1조
(항구에서의 검사)에 따라 선원의 불만사항을 상세히 조사한다(협약 기준
제A5.2.2조제2항 및 제3항).
최초 조사에 착수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한 불만사항이 선원의 안전, 건강
183) 우리나라의 경우,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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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되거나 협약의 요건에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 선박의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협약 기준 제A5.2.2조제4항).
선박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선박의 기국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언과 시정조치계획을 요청한다(협약
기준 제A5.2.2조제5항). 만약,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불만신고 사항이 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선원의 불만신고 처리와 관련한 보고서
사본과 기국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신된 일체의 문서를 ILO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면서 관할관청의 관할 지역 내의 적절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에도 통지한다(협약 기준 제A5.2.2조제6항).
4.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의 지침
관할관청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우선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이 ① 그
선박 또는 그런 종류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선원과 관련되는 일반
적인 성질의 문제인지와 ② 불만을 신고한 선원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확인
한다(협약 지침 제B5.2.2조제1항).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이 일반적인 성질의 문제인 경우, 관할관청은 불만
신고 사항에 대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 절차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며(협약
지침 제B5.2.2조제2항), 불만신고 사항이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 해당 불만
신고 사항에 대한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결과를 조사하고, 만약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협약 지침
제B5.2.2조제3항).
관할관청은 불만신고 사항에 대한 일체의 확인

조사

검사 등을 실시

함에 있어 선장, 회사(선박소유자) 및 기타 불만사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그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협약 지침 제B5.2.2조제4항).
또한,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불만신고 사항에 대하여 협약 기준 제
A5.2.2조제5항에 따라 기국정부가 유효하고 적절한 수준의 조언 및 시정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 관할관청은 관련된 불만신고 사항의 해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협약 지침 제B5.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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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만신고 사항에 대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 절차 적용 시
1) 항만국 통제 점검과정에서 선원이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항만국
통제관184)은 불만사항의 접수시간, 전달수단, 불만사항의 출처, 불만
사항을 접수한 자의 성명, 선박의 명칭과 기국, 협약의 요건, 부적합
사항의 특징 및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불만처리에 관련된 조치 등을
기록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78).
2) 항만국 통제관은 불만신고 사항이 협약의 요건이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원이 신고
하는 불만사항은 협약 부록 A5-Ⅲ에서 규정하는 14가지 항목185) 중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만신고 사항이 지침(코드 B)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그에 근거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79)186).
3) 항만국 통제관은 모든 형태로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위한 적절한 단계의 조치를 취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80).
4) 항만국 통제관은 불만신고 사항이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되거나 협약 요건의 심각한 또는 반복적인 위반사항인 경우187)
에는 상세 점검을 시행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81).
5) 항만국 통제관이 상세 점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불만신고
사항이 선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제기된 경우에는 육상 선원불만
184) 우리나라의 경우,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
185) 협약 기준 제A5.2.1조에 의거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① 최저
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을 말함.
186) 협약의 규정 및 코드에 대한 설명문 제10항.
187) 협약 기준 제A5.2.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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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82).
6) 불만신고 사항에 대한 점검은 일반적으로 불만신고 사항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하나, 불만신고 사항 그 자체나 조사 과정에서 선내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는 경우, 추가적인 상세 점검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의 결과가 적합선언서 제2부의 계속적인 준수를 포함하여 선박의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심각하게 모순되는 경우, 이는 필수 문서가
거짓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상세 점검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83).
나. 불만신고 사항에 대하여 항만국 통제 점검 절차 미적용 시
1) 선내불만처리절차 이행여부 확인
가) 최초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신고 사항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불만신고 사항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결정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2).
나) 항만국 통제관은 가능한 한 선내에서 불만신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3).
다) 선원이 반드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만신고 사항이 선원의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때에는 선내불만
처리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한다. 선원이 항만국 통제관의 권고를
따르면 항만국 통제관은 불만처리의 해결 절차에 개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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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수행
가) 불만신고 사항 조사 시, 항만국 통제관은 선장, 회사(선박소유자)
및 불만신고 사항에 관련된 기타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4).
나) 조사결과,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되거나
협약 요건의 심각한 또는 반복적인 위반사항인 경우(협약 기준
제A5.2.1조제6항)에는 해당 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 선박의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5).
3) 기국으로부터의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가) 선내에서 불만신고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기국의 관할관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안을 요청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6).
나) 기국의 관할관청에서 불만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치 의사가 있고
유효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인정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제
출한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불만처리의 해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6).
4) 미해결 불만신고 사항의 보고
가) 불만신고 사항이 기국의 관할관청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선원의 불만신고 처리와 관련한 보고서 사본과 기국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신된 일체의 회신 문서 등을 첨부하여 ILO 사무
총장에게 송부하면서 관할관청의 관할 지역 내의 적절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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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도 통지한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7).
나) ILO에 관련 사항을 송부한 후, 항만국은 불만사항에 대한 추가의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만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중에
선박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상세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LC 2006」 paragraph 117).

Ⅲ. 선원법상 선원불만처리의 요건
1.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기준
가.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등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의 제출과 함께 해양수산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법 제129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
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9조제2항).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2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의2).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불만처리절차도
3) 선원의 선내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선내고충처리 담당자
4)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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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선내불만처리절차도

2.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의 기준
가.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등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의 제출과 함께 해양수산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법 제129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
나.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근로기준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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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제5조제1항).
다. 선원근로감독관이 불만신고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제5조제1항).
라.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①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② 선박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만사항을 신고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49조의6).
마.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선원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신고 되었을 때, 해당
불만신고 사항에 한정하여 조사ㆍ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33조제2항).
바.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불만신고 사항을 조사ㆍ확인ㆍ조사하는 과정
에서 ①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② 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선장에게 상세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133조
제1항제2호).
사.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상세 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33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의
5제1항).
1) 상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① 상세 점검 결과,
②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에는 ① 상세 점검 결과, ②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 ③ 시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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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선장과 대한민국의 선박
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① 상세 점검 결과, ②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 ③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나 해당 외국
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아.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 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
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49조의5제2항).
자.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상세 점검 결과 그 선박이 ①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② 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
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133조4항).
차.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은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킨
경우,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33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의5제4항).
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
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와 그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점검을 실시한 해사
노동인증검사관은 제외)으로 하여금 당해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선박안전법」 제68조제6항).
파.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선박
안전법」 제6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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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선박안전법」 제68조제7항).

[그림 4-2] 육상의 선원불만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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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예시

선내불만처리절차
(The on-board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for the ship)
▣ 목 적(Objective)
동 절차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승무원의 불만
사항을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This procedure is to be established to handle the seafarer’s complaints
which alleging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fairly, efficiently and expeditiously.
▣ 선원의 불만 제기(The filing complaints by seafarers)
- 모든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관할
관청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All seafarers shall have a right to complain directly to the master and,
where they consider it necessary, to appropriate external authorities.
- 명백히 남용되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선원은
불만과 관련하여 일체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The victimization of seafarers for filing complaints which is not manifestly
vexatious or maliciously made prohibited and penalized by the Seafarers act.
▣ 선내 불만처리 자문위원(The counselor for complaints on-board)
- 선내 불만처리 자문위원은 선원의 불만신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The counselor for complains on-board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impartial
advice on their complaint and assist them to use the on board complaint
procedure properly while keeping the complaint on a confidential basis.
- (
(

)를 선내 불만처리 자문위원으로 지정한다.
) was designated by the counselor for complaints on-board.

직책(Rank) : (

), 성명(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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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 제기가 가능한 경우(Cases of filing complaints)
- 선원은 개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나 반드시 아래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Seafarers shall allege the complaints relating to all matters that a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of the requiremen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including the complaints relates to an individual case.
The cases of filing complaints are as follows, but not limited on its.
① 근로 또는 휴식 시간 기준의 위반
Breach of standards of hours of work or rest
② 주관청의 최소승무정원 기준 위반
Breach of minimum safe manning level as set out by competent authority
③ 거주설비 관련 기준 위반
Breach of standards on crew accommodation
④ 식량 및 조달과 관련한 기준 위반
Breach of standards on food and catering
⑤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관련 부적절한 관리
Inappropriate management on health,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⑥ 부적절한 선내 의료관리
Inappropriate medical care on board
⑦ 임금 체불
Delayed payment of wages
⑧ 승무원근로계약 상 선박소유자 측의 의무위반 사항
Breach of ship owner’s duty arising from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⑨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Matters of well-being
⑩ 직장 내 상하 간, 동료 간 갈등 및 성희롱에 관한 사항
Discords between superiors, inferiors and colleagues within worship, and
matters of sexual harassment
⑪ 기타 불만 발생시
Other matters of complaint o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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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불만처리절차(The procedures for filing complaints on-board)
- 선내불만처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On-board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can be shown in [Figure 1].
[그림 1]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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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은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소속 부서장에게 불만을 제기하여야 한다.
In case that a complaint is addressed directly to ship, the complaint
should in principle be addressed to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seafarer concerned.
- 불만사항을 제기하고자 하는 선원은 항상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다른 선원을
선택하여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Seafarers should at all times have the right to be accompanied and to be
represented by another seafarer of their choice on board the ship concerned.
- 소속 부서장은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head of the department should review the complaint, consider and
attempt to resolve the complaint lodged by the seafarer within 5 days.
- 불만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불만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선원
에게 기록의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In case the complaint resolved on board, the contents of complaint and
results should be recorded and a copy of records should be provided to
the seafarer concerned.
- 만약 부서장이 선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불만사항은 선장
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다.
If the head cannot resolve the complai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afarer,
the latter may refer it to the master, who should handle the matter personally.
- 선장은 회부된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그 불만사항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The master should review the complaints,

consider and make every

efforts to resolve the matter within 5 days.
- 불만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불만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선원
에게 기록의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In case the complaint resolved on board, the contents of complaint and
results should be recorded and a copy of records should be provided to
the seafarer concerned.
- 만약 선장이 선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불만사항은 육상의
선박소유자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다
If the master cannot resolve the complai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afarer, the latter may refer it to ashore to the shipowner(company),
who should handle the matter per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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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회부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8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The shipowner(company)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resolve the
complaints fairly within 8 days.
- 불만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불만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선원
에게 기록의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In case the complaint resolved on board, the contents of complaint and
results should be recorded and a copy of records should be provided to
the seafarer concerned.
- 선박소유자(회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8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불만 처리계획을 해당 선원에게 제시하고, 해당 선원의 동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If the complaint is not resolved within 8 days although the company's
effort, the company should provide the seafarers with the reasons and
the plans for handling complaints, and the time limit of handling
complaints can be extended by the consent of the seafarer concerned.
- 회사는 선원 불만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 해당 불만사항을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선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f necessary, the company can send the seafarers complai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d should provide the seafarers with the results.
- 상기 절차에도 불구하고, 선원은 선장 또는 회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Despite the above-mentioned procedure, if the seafarer wishes to do so,
he/she has a right to file his/her complaints directly with the master or
the company.
▣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선원은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만사항을 직접 관할
관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불만을 신고하는 선원을 희생물화 하는 것에 대한 안전
장치뿐만 아니라 불만처리절차 중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In all cases seafarers should have a right to file complaints directly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without using the on board complaint procedure and to
be accompanied or represented during the complaints procedure, as well as
safeguards against the possibility of victimization of seafarer for filing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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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 1

선내 선원불만처리 보고서
Report of on-board seafarer complaint
선원의 성명
(Seafarers' Name)

작성일자
(Date)

불만신고 사항(Contents of seafarers' complaint)

1차 조치 결과
(Result of 1st action)

담당자(PIC) : 부서장(Department head)
처리기간(Processing period) : 5일 이내(Within 5days)

담당자 직책
(Title of head)
작성일자
(Date)
2차 조치 결과
(Result of 2nd action)

담당자 성명
(Name of head)
담당자 서명
(Signature of head)
담당자(PIC) : 선장(Master)
처리기간(Processing period) : 5일 이내(Within 5days)

선장 직책
(Title of master)
작성일자
(Date)
3차 조치 결과
(Result of 3rd action)

선장 성명
(Name of master)
선장 서명
(Signature of master)
담당자(PIC) : 회사 담당자(PIC of company)
처리기간(Processing period) : 8일 이내(Within 5days)

담당자 직책
(Title of PIC)
작성일자
(Date)

담당자 성명
(Name of PIC)
담당자 서명
(Signature of PIC)

첨부물(Attac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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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 2

기국의 책임당국 및 선원의 거주지 책임당국 연락처
Th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flag State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선원의 불만처리와 관련하여 기국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Th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flag State
regarding the seafarers complaints is as follows.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전화(TEL) : +82 (0) 51 609 6351～54, 6360～62
- 팩스(FAX) : +82 (0) 51 609 6359
- 이메일(E-mail) : busanmlc@korea.kr
선원의 불만처리와 관련하여 선원 거주국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Th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regarding the seafarers complaints is as follows.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전화(TEL) : +82 (0) 51 609 6351～54, 6360～62
- 팩스(FAX) : +82 (0) 51 609 6359
- 이메일(E-mail) : busanmlc@korea.kr
선원의 불만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선박소유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Th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hipowner(company) is as follows.
▣ 선박소유자(Shipowner of ship)
-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
- 담당자명(Name of PIC) :
- 전화(TEL) :
- 팩스(FAX) :
- 이메일(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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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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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533

534

535

536

537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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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안)
점
구분
0
0.1
0.2

검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선원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사용하였는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검토를 위한 구비
서류가 제출되었는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모든 사항이

0.3

작성되고, 선박소유자명과 회사 주소가
선박국적증서의 정보와 일치하는가?

1

최저연령 Minimum age (Reg.1.1)
최저연령(16세) 미만의 선원의 승선을

1.1

금지하는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 신규
승선자의 경우 연령을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 작업을 금지하는

1.2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야간’의 기간이
정의되어 있는가?
18세 미만의 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과

1.3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해로운 작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가?
18세 미만 선원의 경우, 교육 목적 상

1.4

야간근로를 허가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2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ion (Reg.1.2)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유효한 건강

2.1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승선 중인 선원들의 건강진단서가 유효한

2.2

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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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점
구분

검

항

목

점검결과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선원의 건강진단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서 건강
2.3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의해 시행되고 발급
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2.4

건강진단서는 영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항해 중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음 항구에서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2.5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기간은 3개월 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가?

3

선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1.3)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유효한 면허,

3.1

자격증 및 교육훈련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승선 중인 선원들의 면허, 자격증 및 교육

3.2

훈련증명서 등을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3.3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이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4

선원근로계약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2.1)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근로계약서 원본

4.1

1부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

□

□

□

□

□

□

□

□

가지고 있는가?
4.2

선장 또는 책임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
사본을 유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근로계약서에서 단체협약을

인용하는

경우) 국문 및 영문 단체협약(필요시 취업
4.3

규칙 포함) 사본 1부를 선내에 비치하고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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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점
구분

검

항

목

점검결과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체
협약의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해사
노동협약의 요건에 적합한가?

□

□

□

□

□

□

□

□

□

4.7

선원근로계약서 상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에 대한 기한이
선원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적합한가?

□

□

□

4.8

선원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5

일체의 면허 또는 인증 받은 사설 선원직업소개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1.4)

4.4

비고

하선하는 선원에게 고용기록을 제공하는
4.5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고용기록
에는 선원의 근로의 질 및 임금액을 기록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4.6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고용의 대가로
5.1

5.2

수수료나 기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
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직업소개소가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검증의 거증자료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

□

□

□

□

□

있는가?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Hours of work or rest (Reg.2.3)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최소

6.1

휴식시간에 부합하는 근로 또는 휴식시간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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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
구분

검

항

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6.3

모든 선원이 자신의 근로 및 휴식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하며, 선장이 검증하고 서명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6.4

근로 및 휴식시간기록부 사본을 모든
선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

□

□

□

□

□

□

□

점검사항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최소

6.2

휴식시간에 부합하는 전선원의 작업
배치표를 작성하여 선내 게시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6.5

선원이 정상적인 휴식을 방해받았을 경우,
선원에게 적절한 보상휴식을 부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인명 ,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

6.6

6.7

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
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상훈련 및 교육이 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였
는가?
입항ㆍ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6.8

7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받고 해당
단체협약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2.7)
선박의 운항 중 승무정원증서 상의 최소

7.1

인원에 미달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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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고

점
구분

검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승무정원증서 상의 최소인원과 자격
7.2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8

거주설비 Accommodation (Reg.3.1)

8.1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양호한 거주
설비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거주설비가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

8.2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 절차를 가지고 있고, 관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9

선내 오락시설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3.1)

9.1

선원에게 양호한 선내 오락시설을 제공
한다는 것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9.2

선내 오락시설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 절차를 가지고 있고, 관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10

식량 및 조달 Food and catering (Reg.3.2)

10.1

선원에게 무료로 식량 및 식수를 제공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

□

□

□

□

선원에게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10.2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제공
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0.3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내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새로이 승선하는 선박조리사가 18세 이상

10.4

이고, 적절히 훈련 받았고 자격을 갖추
었음을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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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구분

10.5

검

항

목

점검사항
선내급식과 관련하여 식량과 식수의 공급,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
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및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비고

수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0.6

11

11.1

선박소유자는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
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
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4.3)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1.1.1

위험성평가 정책의 시행

□

□

□

11.1.2

선원의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
방조치

□

□

□

11.1.3

선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프로그램

□

□

□

11.1.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 보고와 시정을
위한 절차

□

□

□

11.1.5

선내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및 보고를
위한 절차

□

□

□

11.1.6

선장과 선내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및
안전대표자의 직무

□

□

□

□

□

□

□

□

□

□

□

□

11.1.7

11.2

11.3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선원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
장치 등을 제공하고, 방호장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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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구분

검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선내
11.4

11.5

11.6

작업에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
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이 아닌
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1.6.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 등의
공급

□

□

□

11.6.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
용품 제공

□

□

□

11.6.3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 선내의
관장치ㆍ전로 계통구분표지, 안전보건표지
및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

□

□

□

□

□

11.6.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ㆍ식료품(식수
포함) 저장실 등의 통풍ㆍ환기ㆍ채광ㆍ
조명, 온도와 습도의 유지, 소음 및 진동의
방지 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11.6.5

거주구역 및 창고 등에 쥐ㆍ벌레 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

□

□

11.6.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 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
하지 아니함

□

□

□

11.6.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무거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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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구분

검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 사용 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작업환경 및 안전ㆍ보호
기구ㆍ장비의 제공
선내 통행과 승하선 안전을 위한 승하선
11.6.8

설비, 조명장치, 안전ㆍ보호 장비, 승하선
안전정보의 제공

11.6.9
11.6.10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및 측정ㆍ보호 장비 제공
청결한 주방용기구, 식기 등 조리용 또는
식사용 기구의 제공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

11.6.11

수립, 보호구 지급, 감염병 발생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감염병 발생 선원에
대한 적절한 처리

11.6.12
11.6.13
11.6.14
12

마약과 알코올 남용 방지 등 선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선내 의료 관리 On-board medical care (Reg.4.1)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선박 및 육상에서

12.1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선원이 선내에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12.2

받기 위해 병원 시설 및 필요한 약품,
의료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
하였는가?
최신화된 의료기구와 의약품의 정비, 점검

12.3

및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2.4

선원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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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구분

검

항

목

점검결과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선원관계
12.5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의료보고서의
작성과 비밀유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선내의료관리를 담당하는 선원이 적절한

12.6

훈련 및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2.7
13

무선 의료 조언을 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내 불만처리절차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5.1.5)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13.1

위하여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

□

□

□

□

□

□

□

□

□

□

□

□

□

□

□

□

□

□

□

□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였는가?
13.2

선내불만처리절차에는 기국 및 선원국의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는가?
선내불만처리절차는

13.3

부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내불만처리절차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

13.4

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책임당국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내불만처리절차는 불만을 제기한 선원

13.5

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주는 선원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선원의 이름을
포함하는가?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13.6

기록하고, 그 사본을 선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3.7

불만을 제기한 선원에 대한 희생물화를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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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점
구분
14

검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

□

□

□

□

□

□

□

□

□

□

임금의 지급 Payment of wages (Reg.2.2)
선박소유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14.1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14.2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
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임금 등과 적용환율(환전

14.3

되는 경우)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해당
선원에게 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14.4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
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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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해사노동적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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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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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아시아ㆍ태평양 항만국 통제 위원회 결함 분류표

Code

Description

References

01

Certificate & Documentation

011

Certificate & Documentation - Ship Certificates

01134

Other(Ship's certificates and documents)

Other

01139

Maritime Labour Certificate

MLC/T5/R5.1.3
MLC/T5/StdA5.1.3

01140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MLC/T5/R5.1.3

Compliance (part I and II)

MLC/T5/StdA5.1.3

012

Certificate & Documentation - Crew Certificates

01209

Manning specified by the minimum

MLC/AIV/.2

safe manning document

MLC/T2/R2.7
MLC/T2/StdA2.7/1, 2, 3
S60/CV/R13
S74/CV/R13
S74-7/CV/R13
S74-24/CV/R14

01218

Medical certificate

MLC/AIV/.4
MLC/T1/R1.2
MLC/T1/StdA1.2

01219

Training and qualification MLC
- Personal safety training

MLC/AIV/.2
MLC/T1/R1.3
STCW/CII-VII

01220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EA)

MLC/AIV/.2
MLC/T2/R2.1
MLC/T2/StdA2.1/1 (d), 2

01221

Record of employment

MLC/AIV/.2
MLC/T2/R2.1
MLC/T2/StdA2.1/1 (e)

563

Code

Description

References

013

Certificate & Documentation - Documents

01306

Schedule for service at sea and

MLC/AIV/.2

service at port

MLC/T2/R2.3
MLC/T2/StdA2.3/10
STCW/PA/CVIII/1.5

01329

Report of inspection on MLC, 2006

MLC/T5/R5.1.3
MLC/T5/Std A 5.1.3 / 11

01330

Procedure for complaint under

MLC/AIV/.2

MLC, 2006

MLC/T5/R5.1.5
MLC/T5/Std A 5.1.5

01331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MLC/AIV/.2
MLC/T2/R2.1
MLC/T2/Std A 2.1/2

18

Labour Conditions

181

Labour Conditions - Minimum requirements for seafarers

18101

Minimum age

MLC/AIII/(c)
MLC/T1/R1.1
MLC/T1/Std A 1.1. 1/3/4

18102

Night Working

MLC/AIV/.3
MLC/T1/Std A.1.1.2/3

18103

Medical fitness

MLC/AIV/.4
MLC/T1/R1.2
MLC/T1/Std A 1.2.1/3

18104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LC/AIV/.2
MLC/T1/R1.4
MLC/T1/Std A 1.4.2, 5 (b)

18199

Other(Minimum requirements)

182

Labour Conditions - Conditions of employment

18201

Fitness for duty - work and rest hours

MLC/AIV/.2
MLC/T2/R2.3

564

Code

Description

References
MLC/T2/Std A2.3.2, 3,
4, 5, 6, 7, 8, 9, 13

18202

Legal documentation on work and

MLC/AIV/.2

rest hours

MLC/T2/R2.3
MLC/T2/Std A2.3.10
STCW/PA/CVIII/1

18203

Wages

MLC/AIV/.2
MLC/T2/R2.2
MLC/T2/Std A.2.2.1, 2,
3, 6

18204

Calculation and payment of wages

MLC/AIV/.2
MLC/T2/R2.2
MLC/T2/Std A.2.2.6

18205

Measures to ensure transmission

MLC/AIV/.2

to seafarer's family

MLC/T2/R2.2
MLC/T2/Std A.2.2.4, 5

18299
183
18301

Other(Conditions of employment)

MLC/AIV/.2

Labour Conditions -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Noise, vibration and

MLC/AIV/.3

other ambient factors

MLC/T3/R3.1
MLC/T3/Std A3.1.6(h)

18302

Sanitary Facilities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11

18303

Drainage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6(g)

18304

Lighting(Accommodation)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6(g), 3.1.8

18305

Hospital accommodation(Sickbay)

565

MLC/AIV/.3

Code

Description

References
MLC/T3/R3.1
MLC/T3/Std A3.1.12

18306

Sleeping room, additional spaces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9

18307

No direct openings into sleeping

MLC/AIV/.3

rooms cargo/mach.

MLC/T3/R3.1
MLC/T3/Std A3.1.6(e)

18308

Furnishings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9(n)

18309

Berth dimensions, etc.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9

18310

Minimum head room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6(a)

18311

Messroom and recreational facilities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10, 14, 17

18312

Galley, handling room(maintenance)

MLC/AIV/.3
MLC/T3/R3.1
MLC/T3/Std A3.2.2(b)

18313

Cleanliness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b)

18314

Provisions quantity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a)

18315

Provisions quality and nutritional value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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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8316

Description

References

Water, pipes, tanks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b)

18317

Food personal hygiene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b)

18318

Food temperature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b)

18319

Food segregation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2(b)

18320

Record of inspection(food and catering)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7

18321

Heating,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7

18322

Insulation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6(b)

18323

Office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15

18324

Cold room, cold room cleanliness,

MLC/AIV/.3

cold room temperature

MLC/T3/R3.2
MLC/T3/Std A3.2.2(b)

18325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ship’s cook

MLC/AIV/.3
MLC/T3/R3.2
MLC/T3/Std A3.2.3, 4, 5, 6

567

Code
18326

Description

References

Laundry, Adequate Locker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13

18327

Ventilation(Working spaces)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6(h), 3.1.7

18399

Other(Accommodation, recreational

MLC/AIV/.3

facilities…)

MLC/T3/R3.2
MLC/T3/Std A3.2

184

Labour Conditions -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18401

Medical Equipment, medical chest,

MLC/AIV/.4

medical guide

MLC/T4/R4.1
MLC/T4/Std A4.1.4(a)

18402

Access to onshore medical doctor

MLC/AIV/.4

or dentist

MLC/T4/R4.1
MLC/T4/Std A4.1.1(c)

18403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MLC/AIV/.4
MLC/T4/R4.1
MLC/T4/Std A4.1.2

18404

Medical doctor or person in charge of

MLC/AIV/.4

medical care

MLC/T4/R4.1
MLC/T4/Std A4.1.4(b), (c)

18405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MLC/AIV/.4
MLC/T4/R4.1
MLC/T4/Std A4.1.4(d)

18406

Medical care on board or ashore

MLC/AIV/.4

free of charge

MLC/T4/R4.1
MLC/T4/Std A4.1.1(d)

18407

Lighting(Working spaces)

MLC/AIV/.3
MLC/T3/R3.1
MLC/T3/Std A3.1.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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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8408

Description

References

Electrical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18409

Dangerous area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18410

Gas instrument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18411

Emergency cleaning devices

MLC/AIV/.1
MLC/T4/Std A.4.3.1(b)

18412

Personal equipment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c)

18413

Warning notice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7

18414

Protection machines/part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S74-1/CII-1/R26.7
S74-1/CII-1/R26.1

18415

Entry dangerous space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18416

Ropes and wire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S74-1/CII-1/R40

18417

Anchoring device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S74-1/CII-1/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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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8418

Description

References

Winches & capstans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S74-1/CII-1/R40

18419

Adequate lighting

MLC/AIV/.1

- mooring arrangements

MLC/T4/R4.3
MLC/T4/Std A.4.3.1(b)
S74-1/CII-1/R40

18420

Cleanliness of engine room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2

18421

Guards-fencing around dangerous

MLC/AIV/.1

machinery parts

MLC/T4/R4.3
MLC/T4/Std A.4.3.1(b)
S74-1/CII-1/R26.7
S74-1/CII-1/R26.1

18422

Asbestos fibres

MLC/T4/R4.3
MLC/T4/Std A.4.3.1

18423

Preventative information

MLC/AIV/.4
MLC/T4/R4.1
MLC/T4/Std A.4.1.1(e)

18424

Steam pipes, pressure pipes,

MLC/AIV/.1

wires(insulation)

MLC/T4/R4.3
MLC/T4/Std A.4.3.1(b)

18425

Access/structural features(ship)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b)

18426

Exposure to harmful levels of

MLC/AIV/.1

ambiant factors

MLC/T4/R4.3
MLC/T4/Std A.4.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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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8427

Description

References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LC/AIV/.1

policies and programmes

MLC/T4/R4.3
MLC/T4/Std A.4.3.1(a), 4, 5

18428

On board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MLC/AIV/.1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MLC/T4/R4.3
MLC/T4/Std A.4.3.1(c), 4

18429

Procedure for inspection, reporting

MLC/AIV/.1

and correcting unsafe conditions and

MLC/T4/R4.3

for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board

MLC/T4/Std A.4.3.1(d)

occupational accidents
18430

Ship’s safety committee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2(d)

18431

Investigation after accident

MLC/AIV/.1
MLC/T4/R4.3
MLC/T4/Std A.4.3.1(d), 6

18432

Risk evaluation, training and instruction

MLC/AIV/.1

to seafarers

MLC/T4/R4.3
MLC/T4/Std A.4.3.1(a), 7, 8

18499

Other(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MLC/AIV/.1, .4
MLC/T4/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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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해사노동협약 관련 주요 출항정지성 결함 목록
결함내용

협약 규정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강제 법률문서에 따라) 선원이 본문 제4조제1항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거나 자격 규정 제1.3조
증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누락된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해 항만국 통제관은 현재의 STCW 협약 기준에 기초
하여 동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Confirmation that seafarers are trained and certified as
competent or otherwise qualifi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ory instruments adopt by
IMO) is missing. For more assurance, PSCO should deal
with this area based on the existing standards of STCW
Convention.
16세 미만인 일체의 자가 선내에서 고용된 경우
Persons under the age of 16 years working on board.

본문 제3조제(c)항
기준 제A1.1조제1항

18세 미만인 선원이 정기적으로 야간 근로를 하거나 건강 본문 제4조제3항
또는 안전에 위태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Seafarers on board under the age of 18 years (except

기준 제A1.1조제2항
기준 제A1.1조제3항

training programme) are regularly working at night, or
work likely to jeopardise their health or safety.
다수의 선원들이 반복적으로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 본문 제4조제4항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해 항만국 통제 규정 제1.2.1조
관은 현재의 STCW 협약 기준에 기초하여 동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Several seafarers not holding valid medical certificate
(s) repeatedly For more assurance, PSCO should deal
with this area based on the existing standards of STCW
Convention concerning this area.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반복적으로 선원근로계약 본문 제4조제2항
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선원근로계약서가 선원의 권리에 규정 제2.1조제1항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규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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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내용

협약 규정

Seafarers on board the same ship repeatedly not in

기준 제A2.1조제1항

possession of valid SEA or seafarers with SEAs containing
clauses contradictory to seafarers’' rights.
최대 근로시간이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최소 휴식시간이 본문 제4조제3항
반복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규정 제2.3조

주의: 지나친 피로가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 선원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기준 제A2.3조제5(a)항
기준 제A2.3조제5(b)항

Evidence that maximum hours of work have been
repeatedly exceeded or evidence that minimum hours
of rest have repeatedly not been provided.
Note: Excessive fatigue may occur and constitute
immediate risk to the safety of the ship, the crew or
the environment.
주방과 위생시설을 포함한 거주구역에서 선원의 건강에 본문 제4조제3항
명백하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기준 제A3.1조제11항

Deficiencies which are clearly hazardous to seafarers'

기준 제A4.3조

health in accommodation space including galley and
sanitary facilities.
식품과 식수의 품질과 양이 예정된 항해에 충분하지 아니한 본문 제4조제3항
경우

규정 제3.2조

Quality and quantity of food and drinking water not

기준 제A3.2조제2항

sufficient for the intended voyage.
필수 의료지침서가 반복적으로 누락되거나 의약품

의료 본문 제4조

기구의 미비치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준 제A4.1조제4(a)항

Required medical guide repeatedly missing or medicine
chest or medical equipment, not on board, not updated
or out of date.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선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확인을 본문 제4조제4항
위해 항만국 통제관은 현재의 STCW 협약 기준에 기초 기준 제A4.1조제4(b)항
하여 동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 제A4.1조제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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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내용

협약 규정

No doctor, nor seafarer in charge of medical care or
medical first aid on board. For assurance, PSCO should
deal with this area based on the existing standards of
STCW Convention for the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who are not medical doctors.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간 본문 제4조제2항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 제A2.2조제1항

Repeated cases of non-payment of wages or the non
-payment of wages for a lo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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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A2.2조제2항

부록 7 - ILO 해사노동협약 관련 FAQ 모음(제4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준국(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

「2006년 해사노동협약」
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제4판(2015)(www.ilo.org/mlc)

국제노동사무소, 제네바(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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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문(생략)
사사(생략)
자주 하는 질문 모음(FAQ) 사용법
다른 유용한 정보출처
A. 일반 사항
A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란 무엇인가?
A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목적은 무엇인가?(2가지)
A3. 전 세계 더 많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인가?
A5.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은 무엇인가?
A6. "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A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 직접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A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A9.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코드”란 무엇인가?
A10. 본문, 규정, 기준 그리고 지침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A13. “파트 B 지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14. “2008년 ILO 기국ㆍ항만국 검사지침서”의 중요도는?
A15.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ILO의 “핵심 협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A16.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들이 편하게 동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의 요건들을 이행하게 하는가?
A1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A1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왜 전 세계적인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A19. 2006년 이전에 채택된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은 어떻게 되는가?
A20. 어떠한 ILO 협약들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통합되었는가?
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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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전문 및 설명문의 중요성은?
A24. “회원국"이란 무엇인가?
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A26.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A2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이유는?
A2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A29.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ILO의 역할은 무엇인가?
A30.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들
혹은 운항자들도 동 협약과 관련이 있는가?
A3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원들도 동 협약과 관련이 있는가?
A32. 「2006년 해사노동협약」 검사(점검)을 위한 훈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33. ILO가 기국 검사관 또는 항만국 통제관으로의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A34. ILO가 임금 체불 또는 승선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A35. ILO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 국가의 국내법령,
규정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A36. 선내 근로 및 생활 여건이 좋지 아니한 경우, ILO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
인가? 선박을 검사하는가?
A3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해적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는가?
A39.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유기된 선원들을 도와주는가?
A40. 국가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
하는가?
A4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ILO에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A42. 국가는 어떻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A4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개정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개정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가?
A44. ILO 웹사이트는 “MLC@ilo.org"라는 전자우편 주소가 있다. 누가 전자
우편에 회신하는가? 전자우편의 회신 내용은 법률적인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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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5. 동 FAQ 답변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답변을 법률적인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B.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보호하는 선박과 선원에 관한 질문
B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B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연예인 및 호텔 직원에게 적용되는가?
B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실습 선원에게 적용되는가?
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B5.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간주되는가?
B6. “차폐된 수역”이란 무엇인가?
B7.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일부 규정을 면제
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B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에 대한 선박의 총톤수의 제한이 있는가?
B9.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을
받는가?
B10.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할 당시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협약의 적용이 면제되는가?
B1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200톤 미만의 선박 등 소형 선박에게도 적용
되는가?
B1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자원채취선 또는 유사 선박에게도 적용되는가?
B1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요트에게도 적용되는가?
B14.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선박소유자는 누구인가?
B15. 회원국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단체가 없는 경우 , 회원국의 책임
당국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C.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주제별 질문
C1. 제1장. 선원의 선내 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C1.1. 최소연령
C1.1.a.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최소 연령이 16세 보다 높으면, 이
기준을 낮추어야 하는가?
C1.1.b. 18세 이하의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C1.1.c. “야간”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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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가?
C1.1.d. 16세의 연소 선원에게 인정되는 해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C1.1.e. 18세 미만의 선원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가?
C1.2. 건강진단서
C1.2.a. IMO의 STCW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 진단은 「2006년 해사
노동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C1.2.b.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C1.2.c. 선원은 건강진단서 없이 승무할 수 있는가?
C1.2.d. 만약 선박이 항해 중에 선원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C1.2.e. 선원건강진단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는가?
C1.2.f. 선내 의사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C1.2.g. 건강진단서는 선원의 모국에서 발급되어도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C1.2.h.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건강진단서의 표준양식이 있는가?
C1.2.i. 건강검진과 관련된 국제 지침이 있는가?
C1.2.j.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어떻게 되는가? 선원은 다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인가?
C1.3. 훈련 및 자격
C1.3.a. IMO의 STCW 협약에 따라 발급한 자격 증명은 「2006년 해사노
동협약」의 훈련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C1.3.b. 이러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훈련 관련 요건은 STCW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가?
C1.3.c. 모든 나라는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74호)」에
따른 자격 증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
C1.3.d. 이 규정 하에 코드는 왜 없는가?
C1.3.e. 선박조리사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C1.3.f. 선상 개인안전훈련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C1.3.g.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의 발효는 선원 (선박조리사 혹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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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게 발급된 어떠한 증서들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는가?
C1.4. 선원직업소개
C1.4.a. 선원직업소개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나?
C1.4.b. 선원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공공 혹은 사설 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C1.4.c. 선박소유자의 선원관리부서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로 간주되는가?
C1.4.d. 규정 제1.4조에 따른 의무는 누가에게 부여되는가?
C1.4.e. 규정 제1.4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C1.4.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C1.4.g. 선원직업소개소는 선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C1.4.h. 선원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여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비자를 발급받는 비용은 누가 지불
하는가?
C1.4.i. 사설 선원직업소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는가?
C1.4.j. 선원직업소개소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 받아야 하는가?
C1.4.k. 선원직업소개소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정 단체가 발급한 증서는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가?
C1.4.l.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의 고용을 막고 있는가?
C1.4.m. 크루즈 선박과 같은 선박에 가끔 선원직업소개를 하는 선원직업
소개소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가?
C1.4.n. 전문적 또는 협회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해당 단체의 회원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 것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
직업소개인가?
C1.4.o. 선원직업소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1996년 선원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179호)」를 비준하였다. 이것은 해당 직업소개소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
하는가?
C1.4.p. 선박에 근무하기 위하여 고용될 때, 고용주가 선원관리사이며, 그들이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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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있나?
C2. 제2장. 근로조건
C2.1 선원근로계약서
C2.1.a. “선원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C2.1.b.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승무 중인 선원에게 서명된 선원근로
계약서 원본의 사본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가?
C2.1.c. 선원근로계약은 어떻게 단체협약을 통합할 수 있는가?
C2.1.d.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는가?
C2.1.e. 선박에 선원을 공급한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근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C2.1.f. 독자적으로 선원으로 일을 하는 자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C2.1.g. “선원고용기록”이란 무엇인가?
C2.1.h. 선박에 근무하기 위하여 고용될 때, 고용주가 선원관리사이며, 그들이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
C2.1.i.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를 위한 서명란과 고용주를 위한
서명란, 총 2개의 서명란이 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
C2.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최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가?
1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C2.1.k.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연속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C2.1.l. 선원근로계약서상에 기국, 선원근로계약서가 서명된 국가 및 선원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의 국내 법령이
반영되어야 하는가?
C2.2. 임금
C2.2.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가?
C2.2.b. 임금은 어떠한 주기로 선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C2.2.c. 선원이 가족에게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낼 때 선원에게 송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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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근로 및 휴식시간
C2.3.a. 근로 및 휴식시간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가?
C2.3.b.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근로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C2.3.c. "일체의 24시간"이란 무엇인가?
C2.3.d.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가?
C2.3.e. 근로 및 휴식시간의 기준에 예외가 있는가?
C2.3.f. IMO의 STCW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의 규정 제2.3조는 어떻게 적용
되는가?
C2.3.g. 최소휴식시간 및 최대근로시간의 요건은 선장에게 적용되는가?
C2.3.h. 근로시간 혹은 휴식시간의 기준은 비상 상황에도 적용되는가?
C2.3.i.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식사시간도 휴식으로 간주하는가?
C2.4. 휴가의 자격
C2.4.a.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선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C2.4.b. 선원은 실제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 것을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급을
받을 수 있는가?
C2.4.c. 연차유급휴가급에 관한 요건은 선원이 한번에 11개월 이상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C2.5. 송환
C2.5.a. 송환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C2.5.b. 송환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인가?
C2.5.c. 선원이 송환될 때 선박소유자는 어떠한 비용을 지급하는가?
C2.5.d. 선원은 송환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C2.5.e. 일부 항공사는 최소 무게이상의 짐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 하에서는 선원에게 어떠한 상황인가?
C2.5.f. 이 규정은 유기된 선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C2.5.g. 송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선원은 송환될 권리를 행사
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C2.6. 선박 손상 및 침몰에 따른 선원 보상
C2.6.a. 선박 손상 및 침몰에 따른 선원 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가?
C2.6.b. 지침 제B2.6조제1항의 선박 손상 및 침몰에 따른 선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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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2개월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개월분의 임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C2.7. 승무정원
C2.7.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의 최소승무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C2.7.b. 승무 수준은 선박의 “안전승무서류(SMD)”에서 요구하는 승무 수준과
같은 것인가?
C2.8. 선원의 고용에 대한 기회, 기술 및 경력 개발
C2.8.a. 규정 제2.8조에 따른 의무는 누가 이행해야 하는가?
C3.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음식 제공
C3.1.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C3.1.a. 현존선에 대하여 “제3장 : 거주설비 요건”을 적용하는가?
C3.1.b. 침실은 선박의 만재흘수선 아래에 위치할 수 있는가?
C3.1.c. “특수목적선”이란 무엇인가?
C3.1.d. 선원에게 항상 개인 침실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C3.1.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실습 선원이 개인 선실을 가지도록 요
구하는가?
C3.1.f. 선원이 하루만 승선하여도 침실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C3.1.g. 각 선원은 개인용 위생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는가?
C3.1.h. 인접한 전용 또는 준전용 위생시설의 바닥 면적은 최소 침실 바닥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 질 수 있는가?
C3.1.i. 선박 거주설비에 대하여 빈번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에 의하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C3.1.j.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대한 요건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가?
C3.1.k.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적절한 조명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에 관한 기준이 있는가?
C3.1.l. 기준 제A3.1조는 소음의 수준 혹은 직업상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환경 요소에 대한 노출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이나 다른 지침들이 있는가?
C3.2. 식량 및 조달
C3.2.a. 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량에 관한 최소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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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C3.2.b. 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에게 식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C3.2.c. 선박조리사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가?
C3.2.d. 모든 선박에는 전담 선박조리사가 승무하여야 하는가?
C3.2.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내에서 식수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C3.2.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선박조리사 자
격증은 어떻게 되는가? 선박조리사가 다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C4.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C4.1.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C4.1.a. 의료관리로서 어떠한 종류의 조치들이 고려되는가?
C4.1.b. 모든 선박에는 의사가 승무하고 있어야 하는가?
C4.1.c. 의료함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C4.1.d. 표준 선내 의료지침이 있는가?
C4.1.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상에서 사용되는 표준의료보고서의
표준양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C4.1.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지침 제B4.1.1조제2항은 “지침 문서 1985년 국제해사훈련지침"을 참조하고 있다. 절판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지침의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C4.2. 선박소유자의 책임
C4.2.a.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C4.2.b. 언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시작되고 종료되는가?
C4.2.c.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C4.2.d.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제한은 있는가?
C4.2.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재정보증이
특별한 양식을 명시하고 있는가?
C4.2.f.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예외가 있는가?
C4.2.g. 선원의 질병 또는 상해 시 국가(공공) 보상시스템으로 승무 중인
선원이 보호받은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어느 범위까지인가?
C4.2.h. 사망 및 장기간의 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정보증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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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3. 건강ㆍ안전보호 및 사고예방
C4.3.a. 규정 제4.3조에 따라 선내 건강 ·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C4.3.b. 선내안전위원회는 언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가?
C4.3.c. 직무상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국제 기준의 지침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C4.4. 육상에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한 접근성
C4.4.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왜 육상의 선원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는가?
C4.4.b. 육상의 선원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항만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C4.4.c. 육상의 선원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C4.4.d. 육상의 선원복지시설 운영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C4.4.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이 육상의 선원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C4.5. 사회보장
C4.5.a. 사회보장과 사회보호란 무엇인가?
C4.5.b. 사회보장을 위해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C4.5.c. “사회보장 항목"이란 무엇인가?
C4.5.d. “상호보완적인 사회보장 보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C4.5.e. 국가 사회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2006년 해사노동
협약」에 비준하기 전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C4.5.f.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C4.5.g.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
보장 보호 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C4.5.h.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사회 보장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위한 양식이 있는가?
C5. 제5장. 준수 및 시행
C5.1 기국의 책임들
C5.1.a. “기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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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b. 기국은 그들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가?
C5.1.c. 기국 검사 및 증서발급 제도의 모델이 있는가?
C5.1.d. “인정 단체"란 무엇인가?
C5.1.e. “인정 단체"는 어떻게 기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나?
C5.1.f. “인정 단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C5.1.g.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C5.1.h. 검증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C5.1.i.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부록 A5-I의 14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협약의 요건은 검사되어야 하는가?
C5.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3조에 따라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가?
C5.1.k.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는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가?
C5.1.l.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C5.1.m. “인정 단체"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는가?
C5.1.n.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원본은 반드시 선내에
보관되어져야 하는가?
C5.1.o.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C5.1.p.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는가?
C5.1.q.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에는 반드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
되어야 하는가?
C5.1.r.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될 수 있는가?
C5.1.s.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언제 실효되는가?
C5.1.t.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취소될 수 있는가?
C5.1.u. “인정 단체"의 변경이 현재 발급된 증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가?
C5.1.v.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 모델이 있는가?
C5.1.w. “기국 검사관"은 선박이 항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C5.1.x. “선내불만처리절차"란 무엇인가?
C5.1.y.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C5.1.z. 선내불만처리절차의 모델은 있는가?
C5.1.a.a. 선원은 선박의 선내불만처리절차 사본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C5.1.b.b. 선원은 항상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해야 하는가?
C5.1.c.c. 선원은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기국의 책임당국
또는 검사관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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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d.d. 해양사고 발생 시, 공식적인 조사가 이행되어야 하는가?
C5.1.e.e. 선원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선원 거주국 또는 기국의
책임당국 주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C5.1.f.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해사
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C5.1.g.g. 만약 항해 중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
C5.2. 항만국의 책임
C5.2.a. "항만국"이란 무엇인가?
C5.2.b. “항만국 점검"의 목적은 무엇인가?
C5.2.c. “항만국 통제"란 무엇인가?
C5.2.d. 항만국은 모든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점검해야 하는가?
C5.2.e. 항만국 통제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관리들"이란 누구인가?
C5.2.f. 권한 있는 관리들에게 제공하거나 항만국 점검 및 감시 시스템을
위한 지침 또는 모델이 있는가?
C5.2.g. 항만국 통제 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C5.2.h. 선박의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가?
C5.2.i.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항만국에 의해 언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C5.2.j. 14가지 인증 항목 외의 문제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C5.2.k. 기준 제5.2.1조 따른 불만은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C5.2.l.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 권한 있는 항만국 통제관에 의하여 출항이
정지될 수 있나?
C5.2.m. “육상불만처리절차"란 무엇인가?
C5.2.n. 누가 “육상불만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는가?
C5.2.o. 누가 육상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나?
C5.2.p. 육상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관리들이란 누구인가?
C5.2.q. 불만 사항은 비밀인가?
C5.2.r.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 유효기간 지난 해사노동
적합증서 또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사노동
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또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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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 통제 점검보고서에 결함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C5.3. 선원공급 책임
C5.3.a. “선원공급 책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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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모음(FAQ) 사용법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1)」은 2006년 2월
23일 국제노동총회(ILC ;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이하 “ILC"라
한다) 제94차 해사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은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2015년 3월까지 전 세계 선복량의 80% 이상을 보유
하고 있는 66개국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2006년 이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증가하였다.
2012년 국제노동사무소는 해사노동협약의 지배력을 더 크게 확장하고
해사노동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주 하는 질문 모음(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하 “FAQ”라 한다)“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상 전자
파일화 하였고, 종이출판물 형태로도 제공한다. ILO의 해사노동협약 전용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온라인상에서
보거나 pdf 문서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음)로 3개 국어로 제작되었다.2)
현재의 2015년판 FAQ는 제4판(개정판)이다.
동 FAQ는 혁신적인 해사노동협약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정답을
찾고 있는 연구원이나 입안자들을 돕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정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FAQ에서 제공되는 답변은 그 자체를 유권해석으로 인용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우선, 협약의 중요한 요건들이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 의해서 채택된 국내 법령 또는 규칙 또는
기타 조치들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
국내 법률시스템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권한이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FAQ에 있는 답변은 협약 요건의 의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또는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의 적용보다는
협약과 다른 참조 자료를 언급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ILO의 의견은 ICJ만이 국제
노동협약의 유권해석을 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조건부로
요청하는 즉시 제공될 수 있다.
1) ILO 해사노동협약 전용 웹사이트/포탈 www.ilo.org/mlc.에서 “Text and preparatory
reports"라는 제목의 링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언어로 된 해사노동협약 본문을 볼 수 있음
(또는 pdf 형식으로 내려 받을 수 있음)
2) www.ilo.org/ml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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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FAQ는 주요 3개 부문 하에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해사노동협약 일반 질문“ 부문은 협약의 역사와 이면의 목적뿐만
아니라, 협약의 현재 상태 등 IL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B.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에 관한 질문” 부문은
“선박은 무엇이고 누가 선원인가?” 등 주로 정의와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의 본문에 주로 규정하고 있는 적용과 규정들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 “C. 해사노동협약의 ‘장’에 관련된 질문” 부문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기술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에는 다음
순서로 5개의 장이 있다.
제1장 : 선원의 선내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제2장 : 근로조건
제3장 :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제4장 :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제5장 : 준수 및 집행
동 FAQ에 있는 다른 관련 질문과 답변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에는
많은 참조사항들이 있다. 전자 혹은 온라인 형태에서 FAQ를 읽음에 있어
이러한 참조사항들은 FAQ에 있는 다른 질문들이나 ILO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참조문서들에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텍스트)되어 있다.
동 FAQ는 주기적으로 개정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는 특히 해사노동협약의 준비 과정에서 그들이 참여하여 얻은
지식 및(또는) 해사노동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국내 법령, 규정, 다른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을 고려하여 기 제공된 답변에 대한
주석이나 의견의 개진이 요구된다. 어떠한 주석(의견)이나 제안은 추후
FAQ를 개정할 때 고려되어질 것이다.
다른 유용한 정보출처
규정에 관한 논쟁이나 전후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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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협약의 본문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의 공식 기록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3) 또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회의에 관한
ILO 또는 각 회원국들로부터 제출된 세부적인 해설과 기록도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추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또한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4)
이후 선박 검사와 증서의 발급에 관한 실행 지침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해사노동협약 채택 시 ILC에 의해 채택된 결의서5)에 따라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가 2008년 2번 개최되었다. 이에 따른 지침서인 “해사
노동협약의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6)”과 ”해사노동협약의 항만국 통제관
점검을 위한 지침7)“은 정부의 국내 법령 제정, 정책 수립 및 협약의 제5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협약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이행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2011년에는 선원의 건강검진 및 선내 의료함에 관한 ILO/IMO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선원 건강검진에 대한 ILO/WHO 지침서를 개정
하였다. 선원 건강검진에 대한 ILO/IMO 지침서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보거나 pdf의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8)
2013년 9월에는 선박조리사의 훈련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기 위하여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9) 2014년 10월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규정의 이행을 위한 지침의 채택을 위하여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10)
추가하여 ILO는 회원국의 국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여러 책자(지침)
들을 발간하였다.
3)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Text and preparatory reports"라는
제목의 링크 참조
4) 전술한 바와 같음
5)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라는 제목의 링크 참조
6) 전술한 바와 같음
7)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라는 제목의 링크 참조
8) 전술한 바와 같음
9) 전술한 바와 같음
10)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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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 국내 법령 모형[제2쇄
(개정 포함), 2014].11)
■ 책자 :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의 사회보장 이행을 지침서(2012).12)
이러한 모든 지침서들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관련 웹사이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해사노동협약의 본문에 관한 다른 정보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특히 용어의 해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ILO 문서 초안 매뉴얼이 있다.13)
해사노동협약의 제정 과정에서 채택된 매뉴얼의 내용들은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용어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11) 전술한 바와 같음
12) 전술한 바와 같음
13) ILO 문서 초안 매뉴얼 온라인 2011년판 - Available at: www.ilo.org/ public/english/bureau/
leg/download/man.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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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사노동협약관련 일반
A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란 무엇인가?
200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C 해사총회에서 ILO 헌장
제19조에 따라 채택된 해사노동협약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으로서,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쾌적한 근로 여건에서
근무할 선원의 권리를 정하고 선박소유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돕는다. 해사노동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개정하고 일괄적으로 발효하고자 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은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가 채택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이하 ”SOLAS 협약“이라 한다)」,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이하 "STCW 협약"이라 한다)」,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MARPOL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nd its
1978 Protocol, 이하 ”MARPOL 협약“이라 한다)」과 함께 양질의 해운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체계의 4대 법적 수단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고안
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은 1920년부터 1996년까지 ILO가 채택한 해사노동
관련 협약 및 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국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4개 협약14)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 및 권고들(국제노동기준 -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을 현실
여건과 현대 용어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해 새로운 형태의 단일 국제협약
으로 만들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관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통합하고 개정한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국제 해사협약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협약이 왜 또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한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14)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Revised), 2003(No.185), 1958 Convention
(No.108), the Seafarers’ Pensions Convention, 1946(No.71) 및 (outdated)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No.15)은 해사노동협약에 통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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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효율적인 사법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선박 안전과 선원의
안녕, 건강 및 안전에 있어 용인할 수 없는 여건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다. 선원들의 노동생활은 모국 밖에서 주로
생활하고, 그들의 고용주들(선박소유자들) 또한 종종 선원들의 모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제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국내, 특히 선박들을 등록하고 자국 선박들을 관리
하는 정부(“기국”이라 함)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준
들과 연계하여 인식되어 있다. 또한 많은 기국들과 선박소유자들이 쾌적한
근로 여건을 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러한 국가들과 선박
소유자들은 기준미달선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깎여진 운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해사노동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ILO의 결정은 2001년 국제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 대표자들의 합동결의서와 추후 각 국가 정부의 지지의
결과였다. 그들은 해운산업이 세계 최초의 성실한 글로벌 산업이며,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종류의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
하였다. 해운산업계는 우선적인 문제로 해사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ILO의 협약들과 권고들의 개선을
위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현존 ILO의 협약들과 권고들
등을 통합된 내용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존하는 국제해사협약들은 상당히 많고 매우 세부적이며, 회원국
들이 비준하고 현존하는 모든 국제노동기준을 발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현존하는 많은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은 구식이
되었으며, 현 시대의 선상 근로 및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준미달선들을 퇴출시키고 IMO에 의해서 정착된 선박의 안전과
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체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집행 및 이행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은 특히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안되었다. 한층 높은 선원들의 보호는 회원국의
광범위한 비준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ILO 회원국들이
효율적으로 해사노동협약을 국내에 이행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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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목적은 무엇인가?(2가지)
해사노동협약의 기본 목적은
■ 선원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인 전 세계적 보호를 위한 보장(선원의
권리장전이라고도 칭함); 그리고
■ 쾌적한 근로 및 생활 여건을 선원에게 제공하는 국가와 선박소유자
들을 기준미달선들을 운항하는 자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여건 조성.

A3. 전 세계 더 많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선 해사노동협약은 이전 협약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비준[A1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왜 전 세계적인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참조]하고 모든 선박소유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에 소속된 선박들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고안되었다[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인가? 참조]. 이
협약은 해상에서 근무 중인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보호
한다. 지금까지는 크루즈 선박들이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요트들과 같이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들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처럼
선박의 항해 또는 운항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선원으로 명확하게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B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참조].
해사노동협약은 국내시스템부터 국제시스템까지 모든 시스템에서의
지속적인 “준수 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5. 제5장 : 준수
및 시행 참조]. 이것은 선원의 권리와 해사노동협약 요건의 미준수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알고 있는
개개인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상 또는 육상 모두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음 단계는
선박소유자들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또는 외국항(기국 이외의
국가 안에 위치한 항구)간을 운항하는 선박들을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들의 선박소유자들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용 가능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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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또는 다른 수단을 실제로 지키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이행 하여야 한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마련한 계획을
이행하고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들을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절하게 작성ㆍ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또는 외국항(기국 이외의 국가 안에 위치한 항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인증검사의 추가적인 책임의 한 부분으로, 기국(또는 기국을
대신한 인정 단체(Recognized organization, 이하 ”RO"라 한다)은 선박
소유자의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계획이 적절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인증하고 증명한다. 이후 선박은 해사노동적합증서(MLC ; Maritime
Labour Certificate, 이하 "적합증서“라 한다)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DMLC ;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이하 ”적합선언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기국들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국내 법령과 규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들을 포함하여 증서 발급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소형선들에도 관련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국들은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자국의 이행시스템
품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ILO 헌장 제22조에 따라 품질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국의 검사 및 증서발급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보고(국내 보고서 양식 참조)15)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국의 일반
적인 검사시스템은 세계 주요 선원공급국가[C5.3.a. “선원공급 책임”이란
무엇인가? 참조]에서 조차(또한) 주로 따르고 있는 절차에 의해 보완된다.
시스템은 더 나아가 외국 항만에서 점검을 위한 자발적이 수단(항만국
통제라 함)에 의하여 강화된다[C5.2.c. “항만국 통제"란 무엇인가? 참조].
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5조제7항은 "비차별 조항"이라 불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추구하면서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들이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들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들보다 경쟁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마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사노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들에 대하여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2.1조에 따라 항만국 통제의 상황과 필연적 관련이 있다.

15)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의 ”Reporting obligation"이라는 제목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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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은 무엇인가?
ILO가 관여하는 범위에서 해사노동협약에는 여러 기발한 특징들이
있다. 해사노동협약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 동안의 전통적인 ILO 협약들
과는 다르다. 3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에서 기본원칙과 의무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협약의
상세한 규정과 코드가 파트 A(강제 기준)와 파트 B(비강제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규정과 코드의 기준(파트 A) 및 지침(파트 B)은 1920년부터
1996년까지 ILO가 채택한 현재의 37개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 및 권고들
에서 필요한 곳은 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5개의
장에서 규정되어 있다[A6. "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조]. 간혹 근로자에
대한 소음과 진동의 영향 또는 다른 작업 공간에서의 위험과 같은 작
업적 안전 및 건강 분야에 대한 현 시대의 관심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주제도 있으나, 해사노동협약은 일반적으로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국내 법령의 법제화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국가에 부여하면서 현 단계
에서의 핵심 기준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RO의 이용을 포함한 기국의
인증검사와 관련한 규정은 ILO의 1996년 근로감독(선원) 협약(제178호)을
기반으로 한다. 제5장의 외국 항만에서의 잠재적인 점검(항만국 통제)
[C5.2.c. “항만국 통제"란 무엇인가? 참조]은 현존하는 해사노동 관련 협약,
특히 협약 제147호와 - 1976년 상선협약(최저기준) - IMO가 채택한 국제
협약 및 지역 항만국 통제 협정(PSC MOU)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의 안전 및 보안과 해양환경의 보호 측면에서 양질의
해운을 위한 국제 협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ILO 협약에
관한 해사노동협약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승무 중인 선원의 생활 및
근로 여건에 대한 증명제도이다.
A6. "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기준(코드의 파트 A) 및 지침(코드의 파트 B)은
다음의 5가지 주제 아래로 통합하여 정리되어 있다.
제1장.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을 위한 최소요구조건
제2장. 근로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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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거주구역,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제5장. 준수 및 집행
A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 직접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국제적인 법적 장치로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또는
선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아니 한다. 대신에 모든 국제법과 같이
자국의 법령이나 규칙을 통해 국가에 의한 이행에 의존한다[A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행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참조]. 해당 국가의 국내 법령과 규정은 선박
소유자들, 선원들 및 선박들에 적용된다. 해사노동협약은 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
기준들은 반드시 국내 기준 및 요건 혹은 다른 국내 이행 수단을 반영
하여야 하고 ILO 감독 시스템(ILO 헌장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에 따라
협약들 및 권고들의 적용에 관한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일상적으로
감독되어야 한다[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박을 검사하는가? 참조].16)
A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4조제5항에서는 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권
및 사회권은 회원국에 협약의 특정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령
및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협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기타 조치들을 통하여 또는 관례로
보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은 해사노동협약의 특정한 규정을 의회에서 채택한
법령과 같은 국내 법령, 규칙 또는 행정 명령이나 공식 해양 예보와 같은
부수적인 법제에 포함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또는 해사노동협약에서
16) ILO 감독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Labour standards"
이라는 표제와 ”Supervisory bodies and procedures"라는 부제의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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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법제화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보다 나은 문제
처리를 위하여 다른 법적 수단이나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면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각 국의 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하여 행하는 조치와 관련이 있다.
A9.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코드”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원칙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이 처음에 나온다. 본문 다음으로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여건, 협약 검사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코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되어진 규정은 상세하게 규정된 협약의 코드로 보완된다. 코드는
파트 A(강제 기준)와 파트 B(비강제 지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 기준(코드의 파트 A) 및 지침(코드의 파트 B)의 조항들은 협약 내
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주제에 관하여 규정,
코드 기준 및 코드 지침이 함께 연결ㆍ배열되어 있다. 해사노동협약의
각 장은 주제에 관한 개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정으로 구성
되어 있고[A6. "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조], 각 규정에는 주제에 관한
같은 개별 사항과 관련된 기준(파트 A)과 지침(파트 B)이 차례로 연결
되어 있다. 협약의 순번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장. 선원의 선내근로를 위한 최저요건은 규정 제1.1조 - 최저연령,
기준 제A1.1조 - 최저연령 및 지침 제B1.1조 - 최저연령을 포함하고 있고,
제2장. 근로조건은 규정 제2.1조 - 선원근로계약, 기준 제A2.1조 - 선원
근로계약 및 지침 제B2.1조 - 선원근로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A10. 본문, 규정, 기준 그리고 지침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명칭에 상관없이 협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지침의 경우에도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
져야 한다[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 이러한 규정 간
큰 차이점은 본문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규정과 코드에 비하여 기본
원칙, 의무 및 권리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본문은 정의, 규정의 지위, 코드의 파트 A와 파트 B의 지위, 개정 절차,
발효 및 특별삼자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같은 협약의 운용 및 적용과
관련된 법적 측면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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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참조]. 규정, 기준 및 지침 간의 주요 차이점은 규정은 다른
개정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된 반면
코드(기준과 지침)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이행 수단이 관계 파트 A(기준)의 규정 또는 규칙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하게 성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 코드 A의 관계 규정 또는
규칙들을 유효하게 하여 회원국이 만족하는 경우, 코드 A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권리와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 국내
규정은 어느 사항에서도 이 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와 규정의 원칙과 권리를 이행하는 목적이 코드 A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실
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국내외 기준의 이행 감시에 대한 책임은 책임
당국에 의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의무는 완전한 자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상기 사항을 만족한다. 이와 관련해서
비준국들은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코드 A(본문 제6조제4(b)항에 따라)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식별하고 국내 법령이 코드 A(제4(b)항에서 요구
하는 대로)의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질적 동등
사항의 관점에서 자국의 국내 법령을 평가해야 한다. 채택된 어떠한 실질적
동등사항은 증명되어져야 하고,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 적합선언서 제1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C5.1.k.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는 얼마나 상세
해야 하는가? 참조]. 실질적 동등사항은 제5장의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실질적 동등사항”의 개념은 제5장에 적용
되는가? 참조].
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은 반드시 코드의 파트 A(또는 실질적
동등사항에서)[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과 권리가 이행되는 것이 보장
되도록 국내 법령을 제정하거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국내 법령 및 다른 이행 수단을 정할 때[A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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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조치는 무엇
인가? 참조], 비준국은 코드의 파트 B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비준국은
자국의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으로 강제 규정을 이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정부는 코드의 파트 B의 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유를 ILO의
감독 조직에 설명하여야 한다.17) 코드의 파트 B에 대한 이행 여부는 항만국
통제 점검 과정에서 권한 있는 관리들에 의해 검증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그것은 ILO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검토될 수 있다[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박을 검사
하는가? 참조].
A13. “파트 B 지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드의 파트 B(지침)[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는 유연한 이행과 함께 확고한 원칙과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개선 없이 해사노동협약은 결코 전 세계적으로 비준될
수 없었다. 다른 권리 보다 선원의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현재의
해사노동협약들의 많은 규정들은 비강제규정인 코드의 파트 B의 지침
으로 옮겨졌으며, 강제규정인 규정과 파트 A(기준)에서 코드의 파트 B는
협약의 비준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A14. “2008년 ILO 기국ㆍ항만국 검사지침서”의 중요도는?
2008년에 채택된 두 종류의 지침서인 해사노동협약의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18)과 해사노동협약의 항만국 통제관을 위한 지침19)은 해사노동
협약의 제5장을 국가가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에 의해 마련된 이후 신뢰할 만한 지침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지침서들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다. 이 지침서들은 협약의 비준국들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해사노동협약의 코드의 파트 B에 있는 지침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

17) ILO 감독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Labour
standards"이라는 표제와 ”Supervisory bodies and procedures"라는 부제의 링크를 참조
18)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19)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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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국 검사 및 증서발급 시스템과
기국 검사관을 위한 자국의 지침도 국내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해사노동협약의 광범위하고 조화로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
적인 요소가 된다.
A15.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ILO의 “핵심 협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ILO 이사회에서는 근로 장소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사항을 보장하는 핵심으로 8가지의 국제 노동협약들을 식별하
였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그리고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제거. 이 협약들은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에서 열거
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본문 제3조에 따라 국내
법령의 규정이 해사노동협약의 본문에 있는 기본 권리들을 존중하도록
요구 된다. ILO 감사시스템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한 자료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제3조에서는
이러한 다른 ILO 협약들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나 회원국들로 하여금
해사노동협약과 연계하여 핵심 협약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 사항
들을 ILO에 보고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핵심
협약들을 비준한 국가들은 해사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협약들에 따른 의무사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사항들도 ILO 감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A16.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들이 편하게 동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의 요건들을 이행하게 하는가?
ILO 헌장20)과 많은 ILO 협약들은 근로자 보호를 점진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각 국가의 다양성과 일정 분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고 협약의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유연성은 보통 삼자주의, 투명성, 책임(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유연성이 정부에 의해서 활용될 때,
20) ILO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Quick links"의 “Labour standards" 표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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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및 고용주 단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결정된 사항은 정부에
의해서 ILO에 보고되어져야 한다. 이는 각각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법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고, 국제적인 의무 사항이
존중받고 이행되는, 더 나아가 근로 조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는
특히 해운산업과 같은 국제적인 산업분야에 중요하다. 해사노동협약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따를 뿐만 아니라 국내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유연성도 제공하고 있다.
협약은 “선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 이행에 대해서는 유연”
함을 추구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확고한 어조로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한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협약의 비준 회원국들이
그들의 국내법에서 어떻게 쾌적한 근로 환경을 위한 기준들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에서 유연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협약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의 준수는 다행한 방법
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는 없음[A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행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참조];
■ 비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현존 협약의 강제 기술요건들은 협약 코드의 파트 B에서 규정하고
있다[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
■ 어떠한 상황 하에서, 코드의 파트 A의 강제 기준 이행은 “실질적 동등
사항”의 수단을 통해서 이행될 수 있다[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참조];
■ 어떠한 상황 하에서, 코드의 상세 사항에 대한 적용은 국제항해를
할 수 없는 총톤수 200톤 이하의 소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다[B7.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일부
규정을 면제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참조];
■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들은 반드시 협약의 요건들을 준수
하는지 검사받아야 하나[C5.1.g.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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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참조], 선박소유자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500톤 미만의 선박
들에 대하여 기국의 관청들에 의한 검증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C5.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3조에 따라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가? 참조];
■ 해사노동협약은 기국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선박 검사 및 증서의 발급
시스템을 대행하는 선박검사기관들과 같은 인정 단체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C5.1.b. 기국은 그들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가? 참조];
■ 선박 구조와 설비에 영향을 주는 규정(제3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협약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C3.1.a. 현존선에 대하여 “제3장 : 거주
설비 요건”을 적용하는가? 참조]. 소형 선박(총톤수 200톤 이하)은
특정 거주설비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C3.1.j. 거주설비 및 오락
시설에 대한 요건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가? 참조];
■ 본문 제7조의 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의 유연성을 행사함에 있어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자국 내의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정되었다;
■ 협약의 규정 제4.5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보장과 연계한 규정은
자국의 상황, 양자간, 다자간,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C4.5.b. 사회보장을 위해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조]
A1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세계 총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
상의 회원국들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인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 최초 발효를 위한 요건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3년 8월 20일 이후 해사노동협약은
30개국들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의미였다. 2012년 8월 20일
이후에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의 본문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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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을 기준으로 해사노동협약은 세계 총선복량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66개국들21)에 의해서 비준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많은
국가들이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A1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왜 전 세계적인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미 높은 수치의 비준 국가들의 수 외에도 전 세계적인 비준이
달성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여러 지표들이 있다: 첫 번째 지표는 2006년
ILC에 의해 협약을 지지한 전례 없는 투표가 그것이다. 협약은 106개국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된 후 314표의 찬성과
0표의 반대표(협약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유로 2개국에서 4표는 기권
처리)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수준의 지지는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장기간 이루어진 국제적인 삼자간 협의 과정과 2001년 이후 협약의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 함께 작업한 정부들, 근로자들 및 고용주들이 내
비친 확고한 지지를 반영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권리에 대한
확고함과 기술적인 요건의 이행에 대한 유연성의 적절한 조화와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선박들에게 부여하는 유리한 대우를 이유로 모든 국가
들에 의해 비준되는 것을 목표로 고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들에게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비준국들의 선박들은 기준미달선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
인가? 참조]. 향후 장기간의 출항 지연과 같은 처분 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증서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외국항에서의 점검과
관련이 있다. 2015년 3월 기준, 해사노동협약은 세계 총선복량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66개국22)에 의해서 비준되었다[A17. 「2006년 해사노동
협약」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참조].
A19. 2006년 이전에 채택된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37개 ILO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36개 협약과 1개의 의정서)에
대한 추가 비준은 현재 중단되어 있으며, 해당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21)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세부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Number of ILO member States having ratified the Convention"
이라는 표제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22)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세부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Number of ILO member States having ratified the Convention"
이라는 표제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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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협약들은 해사노동협약과 함께 효력을 유지하면서 과도 기간이 있을
것이다.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은 해사노동협약이 해당 국가에서
발효되는 이후부터 더 이상 현존하는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에 의해서
구속받지 아니한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은 그들이
비준한 현존 협약들에 의해서 구속되며, 계속하여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을
ILO 감사시스템[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박을 검사하는가? 참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해사노동협약에 통합되지 아니한 4개의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A20. 어떠한 ILO 협약들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통합되었는가? 참조]. 그 협약들은 해사노동
협약과 관계없이 그 협약들에 비준한 국가들을 계속 구속할 것이다. 어선과
항만근로자에 관한 ILO의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은 해사노동협약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어느 한 국가가 비준한 ILO 협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ILO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인
NORMLEX 데이터베이스(www.ilo.org/normlex)를 확인한다.
A20. 어떠한 ILO 협약들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통합되었는가?
해사노동협약에 통합된 37개 협약들(36개 협약과 1개의 의정서)은
본문 제10조에 나열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제185호), 1958년 선원증명서 협약(제108호), 1946년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제71호) 및 기한이 지난 1921년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제15호)을
제외한 1920년 이후에 채택된 모든 선원을 위한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이
나열되어 있다. 어선과 항만근로자에 관한 ILO의 해사노동 관련 협약들은
해사노동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2가지 방식의 개정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협약의
본문 제14조에 따라 협약의 전체를 개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본문 제15조에
따라 협약의 코드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협약의 본문 제14조는 비준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의 ILO 협약 개정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기술적이고 세밀한 이행과 관련하여 때때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협약의 파트, 즉 코드[A9. 「2006년 해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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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서 “코드”란 무엇인가? 참조]는 협약의 본문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진 절차(“묵시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국제연합의 한
국제기구인 IMO에서 이미 잘 만들어진 절차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절차는 관련 사항이 제안된 후 3년에서 4년 안에 코드의 변경
사항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국가에 발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년) 내에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비준국은
협약의 본문 제15조에 따라 발효되는 코드의 개정 사항에 의하여 구속
되지 아니한다. 선원의 유기에 따른 문제와 사망 혹은 장기간의 장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2014년 4월 채택된
코드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ILC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규정에 관한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23)
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13조에서는 ILO 이사회에 의한 특별삼자간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지속
적인 검토를 통한 이 협약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의 정부에 의해서 지명된 2명의 대표자,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서 지명된 선원 및 선박 소유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코드의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A9.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코드”란
무엇인가? 참조]. 만약 협약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견되거나 협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의 본문 제15조에 따라 특별삼자간위원회는
개정사항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참조]. 또한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할 때 논의할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가 없는 회원국들을 위해서 협약의 본문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24)는 선원의 유기와 장기간에 걸친
장애 또는 죽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문제에 관한 해사노동협약
코드의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7일부터 11일 기간
중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ILO의
23)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C에서 승인된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mlc)에서 “Special Tripartite
Committee"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24) 이사회는 의사 규정과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서를 채택하였다. 이 자료들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Special Tripartite Committee”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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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5)
A2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전문 및 설명문의 중요성은?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은 다른 국제 법률문서에서의 전문과 같이 협약
입안자들의 목표와 의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문 다음에 있는 해사노동
협약의 규정 및 코드에 대한 설명문도 구속력은 없지만, 제목에서 나타
나듯이, 협약의 다른 파트들과 해사노동협약 각 파트 의무 사항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국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A24. “회원국"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은 다른 ILO의 법률 문서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회원국"
또는 ”각 회원국"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ILO의
회원국들인 국가들을 인용하기 위해서 ILO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협약의
문맥에서 “회원국” 또는 “각 회원국”의 인용은 협약에서 명백하게 “기구의
어떠한 회원국"(예시 : 본문 제15조제2항)를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해사노동협약은 본문 제2조제1(a)항에서 “책임당국”을 관계 규정의
주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국내 법령, 규칙 또는 기타
명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 부서 또는 기타 당국”
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어는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가들 사이에서 관례는 다양하며, 종종
한 국가 내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부서들 또는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당국”이 된다. 해사노동
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에 관한 정보 [A26. 「2006년 해사노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참조]는 다른
정보들과 함께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해사노동협약 데이터
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C에서 승인된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mlc)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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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세부 정보는 ILO의 해사
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해사노동협약 데이터베이스"
라는 표제에서 “비준 및 이행 정보"라는 제목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해사노동협약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2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이유는?
해사노동협약은 세계 총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인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발효를 위한 요건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요건들은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이후에 발효하고 최초의 30개국들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A1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참조]. 2012년 8월 20일 이후에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의 본문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되었다
(발효되게 된다). 이것이 ILO 협약들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등록된 비준서가
승인되고 12개월이 지나면, 협약은 해당 국가들에게 발효하게 된다. 이는
ILO 협약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해사노동협약은
세계 총선복량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66개국들26)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A2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 비준국들의 국내 정보[A26.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참조]와 함께 책임당국
[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mlc)의 “해사노동협약 데이터베이스"라는 표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세부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Number of ILO member States having ratified the Convention"
이라는 표제의 링크에서 이용 가능. 기타 국가별 국내 정보(국가명 선택)는 www.ilo.org/
mlc에서 ”Ratification and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이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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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ILO의 역할은 무엇인가?
ILO는 1919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ILO는 국제연합에 설립된
첫 번째 특수목적 기구이다.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과 관련된 일들은
국제노동사무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제기구로서 ILO는 국제법을 이행
하거나 노동자들과 고용주들(또는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또는 선원들)
[A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 직접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참조]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ILO의 역할은
국제기준의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국들에 의한 자국 내 국제기준의 이행
도모 및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의 수신
및 통신과 관련하여 특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 ILO 또한 ILO 감독
시스템(ILO 헌장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ILO 감독시스템)27)에 따라 협약
들과 권고들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통상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의 자국 내 이행에 대한 검토를 한다.
A30.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들
혹은 운항자들도 동 협약과 관련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들은 선박소유자들 또는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하지만,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5조제7항에는 종종 무엇을 “비차별
조항”[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인가? 참조]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깃발을 게양
하고 있는 선박들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본문 제5조제7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약의 비준국들[C5.2. 항만국의 책임 참조]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들에 대하여 규정 제5.2.1조에 따른 항만국 통제
규정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27) ILO 감독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Labour standards"
이라는 표제와 ”Supervisory bodies and procedures"라는 부제의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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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원
들도 동 협약과 관련이 있는가?
해사산업과 선원 직업의 글로벌한 특성상 많은 선원들은 자신이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들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별로 이행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해사
노동협약의 기준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만약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5조제7항에 따른 “비차별
조항"[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인가? 참조]을 적용한다. 이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본문 제5조제7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약의 비준국
[C5.2. 항만국의 책임 참조]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들에 대하여 규정
제5.2.1조에 따른 항만국 통제 규정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는 이러한
선박의 근로 및 생활 여건은 검사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1.4조제3항과 기준 제A1.4조제9항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들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들은 실행 가능한 선원직업소개가
기준 제A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C1.4.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참조]. 해사노동협약의 기국 검사관을 위함 지침의 제3장
규정 제1.4조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32. 「2006년 해사노동협약」 검사(점검)을 위한 훈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해사노동협약 검사에 관한 훈련은 종종 책임당국 또는 사설기관을
통해 국내 차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ILO는 이탈리아 튜린에 있는 국제
훈련센터에서 해사노동인증검사관 강사 훈련, 법률 이행 및 다른 특별
워크숍을 포함하여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다양한 훈련코스 및 워크숍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1년에 여러 차례 제공
된다.
워크숍과 훈련 프로그램은 해사노동협약의 촉진과 적용을 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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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의 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ILO의 해사노동
아카데미에 관한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의
“해사노동 아카데미"라는 표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28)
A33. ILO가 기국 검사관 또는 항만국 통제관으로의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ILO는 해사노동협약[A32. 「2006년 해사노동협약」
검사(점검)을 위한 훈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참조] 검사관 양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역 강사에 대한 자격 증명을 포함하여 일부 훈련 프로
그램과 워크숍 과정을 해사노동 아카데미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국 검사관 및 항만국 통제관/권한 있는 관리들의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는 협약 비준국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해사노동협약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당국으로 연락하여야 한다[A25. “책임당국”은 누구
인가?와 A2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참조].
A34. ILO가 임금 체불 또는 승선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ILO는 기국이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경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국의 책임당국 연락처와 같이 ILO 협약들에 관한
일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와
A2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참조].
그러나, 국제기구로서 ILO는 국제법을 이행하거나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또는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또는 선원들)[A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참조]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ILO의 역할은 국제기준의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국에
의한 자국 내 국제기준의 이행 도모 및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해사노동
협약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의 수신 및 통신과 관련하여 특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ILO 또한 ILO 감독시스템(ILO 헌장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ILO 감독
시스템)29)에 따른 협약들과 권고들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통상
28) Maritime Labour Academy ITC-Turin의 웹사이트 mlc-training.itcilo.org 참조
29) ILO 감독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Labour standards"
이라는 표제와 ”Supervisory bodies and procedures"라는 부제의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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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의 자국 내 이행에 대한
검토를 한다[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박을 검사하는가? 참조].
A35. ILO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 국가의 국내법령,
규정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협약 비준국들의 목록,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세부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협약에 비준한 ILO
회원국들의 수”라는 표제의 링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ILO에 정식으로
제출된 관련 국내 법령 또는 조치(비준국을 위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별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의 “해사
노동협약 데이터베이스"라는 표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ILO에는 ILO의 웹사이트 노동 기준 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NORMLEX(www.ilo.org/normlex)와 NATLEX(www.ilo.org/natlex)로 불리는
국내 법령과 기타 조치에 관한 2개 이상의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A36. 선내 근로 및 생활 여건이 좋지 아니한 경우, ILO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국제기구로서 ILO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기국이 해사노동협약[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에
비준한 경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국들의 책임
당국 연락처와 같이 ILO 협약에 관한 일반적인 일부 정보의 제공은 가능할
수 있다.
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박을 검사하는가?
ILO는 1919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ILO는 국제연합에 설립된
첫 번째 특수목적 기구이다.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과 관련된 일들은
국제노동사무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제기구로서 ILO는 국제법을 이행
하거나 노동자들과 고용주들(또는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또는 선원들)
[A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들,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 직접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참조]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ILO의 역할은
국제기준의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국에 의한 자국 내 국제기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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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및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의 수신
및 통신과 관련하여 특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 ILO 또한 ILO 감독
시스템(ILO 헌장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ILO 감독시스템)30)에 따른 협약
들과 권고들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통상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의 자국 내 이행에 대한 검토를 한다.
A3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해적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해적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원의 직무상 건강과 안전 및 송환과 관련한
일부 규정은 해적 행위로부터 일부 선원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
A39.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유기된 선원들을 도와주는가?
비록 해사노동협약에서 송환[C2.5.b. 송환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급
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인가? 참조]과 같은 일부 규정은 유기된
일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해사노동협약은 아직
까지 유기된 선원들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4년 4월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별삼자간
위원회[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참조]는 선원들의 유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해사노동협약 코드의 개정규정[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참조]을 채택하였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규정에 대한 정보는
ILO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31)
A40. 국가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령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국가들의 법률 시스템은 협약의 비준 전에 모든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국가들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30) ILO 감독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Labour standards"
이라는 표제와 ”Supervisory bodies and procedures"라는 부제의 링크를 참조
31)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C에서 승인된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mlc)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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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가 등록된 후 협약이 발효되기 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은[A1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참조] 모든
국가들에게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자국 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4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ILO에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ILO 헌장 제22조에 따라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A8. 「2006년 해사
노동협약」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참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내 보고서를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들은 협약이
자국에 발효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국제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국내 보고서의 사본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mlc에서 “감시 및 이행 수단들"이라는 표제에서 ”
보고 의무 - 제22조 보고서 양식“이라는 제목의 링크 참조)에서 (워드나
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A42. 국가는 어떻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각 국가는 국제협약의 비준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인편으로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비준서를 등록한다.
ILO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스위스 제네바(4 route de Morillons,
CH-1211 Geneva 22, Switzerland)에 있는 국제노동사무소로 공식적인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비준서에는 협약[C4.5.b. 사회보장을 위해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와 관련하여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 A4.5조제 10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
되거나 동봉되어져 있어야 한다. 기준 제A4.5조제10항과 관련한 정보의
표준 양식과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감시 및 이행 수단들”이라는 표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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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개정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개정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가?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C에서 승인된 해사
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해사노동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삼자간위원회[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참조]는 선원들의 유기에 따른 문제와
사망 혹은 장기간의 장애에 대한 선박소유자들의 책임에 관하여 명확
하게 언급하기 위하여 해사노동협약[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참조] 코드 개정규정을 채택하였다. 이후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제103차 ILC에서 승인
되었다.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44. ILO 웹사이트는 “MLC@ilo.org"라는 전자우편 주소가 있다. 누가 전자우편에
회신하는가? 전자우편의 회신 내용은 법률적인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MLC@ilo.org의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ILO의
해사노동기준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다. 그러나, ILO는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고, 단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제공되는 어떠한 답변은 ILO의 법률적인 의견
혹은 견해로 고려되어 질 수 없다. 법률적인 의견을 원하는 정부 혹은
고용주 단체 혹은 근로자 단체는 반드시 ILO의 국제노동기준국장에게
서한을 보내야 한다. ILO의 의견은 ICJ만이 국제노동협약의 유권해석을
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조건부로 요청하는 즉시 제공될
수 있다.
A45. 동 FAQ 답변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답변을 법률적인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동 FAQ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수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2015년판 FAQ는 4번째 개정된 자료
이다. 동 FAQ는 혁신적인 해사노동협약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정답을
찾고 있는 연구원이나 입안자들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FAQ에서 제공되는
답변은 그 자체를 유권해석으로 인용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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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약의 중요한 요건들이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
의해서 채택된 국내 법령들 또는 규칙들 또는 기타 조치들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 국내 법률시스템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권한이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FAQ에 있는 답변은 협약 요건의 의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또는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의 적용보다는 협약과 다른 참조
자료를 언급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ILO의 의견은 ICJ만이 국제노동협약의 유권해석을
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조건부로 요청하는 즉시 제공될
수 있다.
B.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선박 및 선원에 관한 질문
B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본문 제2조제1(f)항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또는 근로하는 모든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는 “선원”에게 적용한다[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 이 정의에는 선박의 항해 또는 운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텔 직원도 포함
한다.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선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문 제2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언급
하고 있다. 의문이 있는 경우, 책임당국[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은 관계 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B15. 회원국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단체가 없는 경우,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참조]와 협의한 후 그 사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이
2006년에 채택될 때 ILC는 이러한 경우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국제 삼자간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직군의 정보에 관한
결의서(해사노동협약의 제94차 ILC 결의서 제7조 참조)32)를 함께 채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비준국들 간에 전달되는 자국의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33)
32) 결의서는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Text and preparatory reports"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33)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결정사항과 같은 기타 국가별 국내 정보는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Number of ILO member States having ratif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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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연예인 및 호텔 직원에게 적용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객실 및 청소원, 술집 직원, 식당 종업원, 연예인,
가수, 조리원, 도박장 직원 및 미용사를 포함한 근로자 등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또는 근로하는
일체의 자에게 적용한다 [B1.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은 누구를 보호
하는가? 참조]. 이는 관련된 선원이 선박소유자에 의해 직접 채용되었는지
또는 하청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국 검사관 또는 항만국 통제관 등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고려될 수 없는 통상적으로 육상에 근무하고 선박에는 짧게 승선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크루즈 선박에서 종사하는 공연가나 항해하는
선박에 정비 또는 수리 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선원으로 고려
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B1. 「2006년 해사
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참조]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 제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결정된다.
B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실습 선원에게 적용되는가?
비록 훈련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습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 중이라면
[B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참조]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정 및 원칙에 따라 “선원”으로 간주된다.
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해사노동협약에서는 본문 제2조제1(i)항에서 선박은 “전적으로 내해를
항행하거나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
이나 이에 근접된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라고 정의[B6.
“차폐된 수역”이란 무엇인가? 참조]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공ㆍ사유를
불문하고 (본문 제2조제4항 참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하는 선박
■ 삼각돛 붙이 범선(dhows) 및 밑이 평평한 범선(junks)과 같이 전통적
Convention"이라는 표제와 ”Ratification and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이라는 표제
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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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선박
■ 군함 또는 해군보조함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2조제5항에서는 이 협약이 어떤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문이 있는 경우, 책임당국[A25. “책임
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은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그 사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결정한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ILO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34)
B5.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간주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본문 제2조제4항[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에서 사용된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
하는”의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국가에 의한 결정은
선의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며, ILO의 감독시스템에 따른 협약들과 권고
들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감독의
대상이 된다.35)
B6. “차폐된 수역”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은 본문 제2조제1(i)항[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에서 사용된 “근접된” 또는 “차폐된 수역”의
용어에 대하여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각 국가의 지리학적 또는 지질학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을 위하여 질문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의 책임당국은
어떠한 지역이 “차폐된 수역”이고 “차폐된 수역에 근접된”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역의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34)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결정사항과 같은 기타 국가별 국내 정보는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Number of ILO member States having ratified the
Convention"이라는 표제와 ”Ratification and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이라는 표제
에서 이용 가능
35) ILO 감독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ILO의 웹사이트 www.ilo.org/normes에서 “Labour standards"
이라는 표제와 ”Supervisory bodies and procedures"라는 부제의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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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삼자 원칙에서 협약의 목적과 각 국가의 가시적인 특징을 고려
하여야 한다. 본문 제2조제5항에 따라 어떠한 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에는 자국의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011년 국제노동사무소는 그 정의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
에게 자문을 구했다. 상기에 요약되어 있는 해당 정보는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이용 가능한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B7.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일부 규정을 면제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협약(대부분의 면제사항은 거주와 관련된 제3장에서 확인됨)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규정의 면제가 가능
하다.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증명이 필요한 선박은 이러한 정보가 반드시
선박에 비치된 해사노동협약 관련 문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
또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국가는 국내 법령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일부 코드[A9.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코드”란 무엇인가? 참조]의 세부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문제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관계되는 선박
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정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비준국에서 전달한 자국의 정보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36)
B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에 대한 선박의 총톤수의 제한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총톤수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박의 총톤수에 관한 특별한 요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국은
유연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상에서의 근로 및
생활 여건의 검사에 추가하여 증명에 관한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36) 비준국, 국가별 발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결정사항과 같은 기타 국가별 국내 정보는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Number of ILO member States having ratified the
Convention"이라는 표제와 ”Ratification and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이라는 표제
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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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외국항 사이를 항해하지 않는 500톤 미만의 선박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선내 거주 요건들과 관련해서도 선박의 총톤수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본문 제2조제6항에 따라 결정되어
질 수 있다[B7.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일부
규정을 면제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참조].
B9.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을 받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의 총톤수나 항해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내해 또는 차폐된 수역 내 또는 근접된 수역 또는 항만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 또는 근접된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들 이외의 모든 선박
들에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의 총톤수와 항해 특성에 근거하여 기국은
특정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박에서의 근로 및
생활 요건에 관한 증서(검사에 추가하여) 발급과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는 외국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들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본문 제2조제6항
[B7.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일부 규정을
면제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참조]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는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용 건강진단서처럼 영어로 작성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아니 한다.
B10.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할 당시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협약의 적용이 면제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선박들에게 적용한다
[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 그러나,
거주구역과 관련하여 제3장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요건은 해당 회원국의
협약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C3.1.a. 현존선에 대하여 “제3장 : 거주설비 요건”을 적용하는가? 참조].
B1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200톤 미만의 선박 등 소형 선박에게도 적용
되는가?
[B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에 대한 선박의 총톤수의 제한이
있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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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자원채취선 또는 유사 선박에게도 적용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이 연안 자원채취선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들(예, 이동식
해저자원시추선들과 준설선들) 또는 비자력항해 선박들에게 적용되는지는
2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 된다: 선박이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선박”으로
고려되는지와 선박의 작업 지역. 협약은 어떠한 특정 형태의 물 위에
떠있는 선박을 “선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관련된 회원국의 국내 법령 또는 규칙 또는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선박이 “선박”으로 고려되면,
해사노동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선박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선박이
내해 또는 차폐된 수역 내 또는 근접된 수역 또는 항만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 또는 근접된 수역을 항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
B1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요트에게도 적용되는가?
만약 요트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조되거나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혹은 선박의 범주에 있지 않거나[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B5.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간주되는가? 참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사노동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B14.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선박소유자는 누구인가?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그리고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와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위탁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선박소유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어떠한 조직들이나 사람들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책임과 의무를 모두
이행한다면 적용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개념은 특정한 상업적 또는 다른
형태의 선박 운항 형태와는 관련 없이 선박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선박소유자”라는 유이한 자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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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에는 모든 선원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소유자의 대표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반영되어 있다
[C2.1 선원근로계약서 참조][C2.1.e. 선박에 선원을 공급한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참조].
B15. 회원국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단체가 없는 경우,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어느 범주의 근로자들을 협약[B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참조]에 의해 보호되는 "선원"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며, 특정 선박 혹은 어느 범주의 선박들이 협약
[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에 의해
보호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또한, 협약[B7. 「2006년 해사
노동협약」에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일부 규정을 면제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참조]의 적용에 있어 면제하거나 다른 유연성을 부여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국의 책임당국[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은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선박
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선박소유자들 또는 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을 수도 있다. 해사노동
협약의 본문 제7조에서는 협약의 본문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삼자간
위원회[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참조]와 협의하도록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삼자간위원회는 해당 국가들이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관한 정보는 ILO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mlc
에서 "특별삼자간위원회"라는 표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C.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주제별 질문
C1. 주제 1. 선원의 선내 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C1.1. 최소 연령
C1.1.a.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최소 연령이 16세 보다 높으면, 이
기준을 낮추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1.1조제2항은 현재 선원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자의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기준보다 높은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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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어 이미 최소 연령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다면, 최소
연령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18세 미만의 선원은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야
한다(일부 가능한 예외 사항은 있음). 해사노동협약은 일부 업무나 직책
(예, 위험한 작업 또는 선박조리사의 업무)을 수행하는 선원은 최소 18세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1.1.b. 18세 이하의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기준 제A1.1조제4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
협하는 작업에 대한 결정은 관련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와의 협의
후에 책임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국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내 법령이나 다른 수단으로 식별되어져야 한다. 해사노
동협약의 지침 제B4.3.10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소 선원의 안전 및
건강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C1.1.c. “야간”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가? 또는 각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가?
“야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에 대한 결정은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국내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1조제2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야간으로 고려되어지는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국제적인 규정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C1.1.d. 16세의 연소 선원에게 인정되는 해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16세 미만인 자는 선원이 될 수 없고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해사노동협약은 16세 이상의 선원들은 인정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을 목적으로 야간 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연계하여 그들의 고용[B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실습 선원에게
적용되는가? 참조]과 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습 선원
들을 위해 선상 거주구역에 대한 기준과 연계하여 다른 고려사항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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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3.1.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실습 선원이 개인 선실을 가지
도록 요구하는가? 참조].
C1.1.e. 18세 미만의 선원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1조제1항에서 “야간 근로”는 18세 미만인
선원들에 대하여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1.1.c. “야간”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가? 또는 각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가? 참조]. 그러나 선원 훈련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업무의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
들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하고, 책임당국이 관련 선박
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당해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사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C1.2. 건강진단서
C1.2.a. IMO의 STCW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 진단은 「2006년 해사노동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그러하다.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2조제3항은 STCW 협약을 침해
하지 아니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STCW 협약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규정 제1.2조의 목적상 책임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동 협약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건강진단서의 경우, STCW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와 같이, IMO는 국제연합의 전문화된 기구 중 하나
로서 해사 분야에서의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ILO와 함께 종종 협력하고
있다. 2010년 마닐라 의정서로 알려져 있는 STCW 협약 의정서가 IMO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2012년에 발효된 이 의정서에는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진단서에 대하여 해사노동협약의
요건과 IMO의 요건을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STCW 협약 마닐라 의정서의 규제를 받고 국내 법령으로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에는 선원의 건강검진 및 선내 의료함에 관한 ILO/IMO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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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선원 건강검진에 대한 ILO/WHO 지침서를 개정
하였다. 선원 건강검진에 대한 ILO/IMO 지침서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 mlc)에서 “감시 및 이행 수단들”이라는 표제 하에서
보거나 pdf의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C1.2.b.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해사노동협약은 기준 제A1.2조제7항에서 관련 선원이 수행하여야
할 특정 직무 때문에 STCW 협약에서 보다 짧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고, 다만 18세 미만 선원의
경우 건강진단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년 이며, 색각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최대 6년간 유효하다.
규정된 최대 유효기간 내에서 국가는 더 짧은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C1.2.c. 선원은 건강진단서 없이 승무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기준 제A1.2조제8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선원이
유효하지 아니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제한된 기간 동안 근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1.2.d. 만약 선박이 항해 중에 선원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2조제9항에 따라 항해 중에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건강진단서는 선원이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
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C1.2.e. 선원건강진단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2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서는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 또는 시력에 관한 별도의 진단서의 경우에는 책임당국이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에 의해 발급될 수
있다[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 동 협약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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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건강진단서의 경우, STCW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국의 책임당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가 누구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관례는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책임당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근로하고 있는 선원에 대하여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가 발급한 선원건강진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
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개업의사의 목록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개업
의사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C1.2.f. 선내 의사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선내 의사가 관련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기준 제A1.2조제4항에 따라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가 건강검진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의료적 판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직업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
하여[C1.2.e. 선원건강진단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는가? 참조] 기국의
책임당국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
추정컨대 이 요건은 선내 의사가 선박소유자에 의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C1.2.g. 건강진단서는 선원의 모국에서 발급되어도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에 의해서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관련 선박의 기국은 건강진단서에 서명한
자가 정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 일부
기국에서는 다른 곳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기국에서는 기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의사에 의해서만 건강 검진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C1.2.e. 선원건강진단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는가?
참조].
C1.2.h.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건강진단서의 표준양식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건강진단서의 표준이나 정해진 양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준 제A1.2조제6항에서는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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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준 제A1.2조제10항은 통상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에서 근로
하고 있는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침은 ILO/IMO의 “선원의 건강 검진을 위한 지침”37)에서
규정하고 있다[C1.2.i. 건강검진과 관련된 국제 지침이 있는가? 참조].
C1.2.i. 건강검진과 관련된 국제 지침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지침 제B1.2조는 모든 사람들은 선원이 되기 위한
의료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은 일체의
후속 개정판을 포함하여 ILOWHO 지침서 및 ILO, IMO 및 WHO에서
발행된 일체의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선원의 건강검진 및 선내 의료함에 관한 ILO/IMO 합
동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선원 건강검진에 대한 ILO/WHO 지침서를
개정하였다. 선원 건강검진에 대한 ILO/IMO 지침서는 ILO의 해사노동
협약 웹사이트(www.ilo.org/ mlc)에서 “감시 및 이행 수단들”이라는 표제
하에서 보거나 pdf의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C1.2.j.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어떻게
되는가? 선원은 다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각 국가의 협약 발효일은 건강진단서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증서
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러한 증서들의 효력은 협약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참작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건강진단서가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아마도 기국이 검사의 목적과 적합증서의
발급에 따른 불만(고발) 상황을 고려해야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C1.3.g.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선원(선박조리사 혹은 의료관리자)에게
발급된 어떠한 증서들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는가? 참조].

37)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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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훈련 및 자격
C1.3.a. IMO의 STCW 협약에 따라 발급한 자격 증명은 「2006년 해사노동
협약」의 훈련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그러하다.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IMO에 의해
채택된 강제적인 법률 문서들에 따른 훈련과 자격 증명은 해사노동
협약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C1.3.b. 이러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훈련 관련 요건은 STCW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선원들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지 않는 한 선내에서 근로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선상에서의 그들의 임무와는 관계
없이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한다. STCW 협약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들의 다른 훈련이나 자격 증명에 관한 사항은 선원이 승선하여 수행
하는 업무에 대한 자국의 요건을 따른다. 예를 들면, 선박에 간호사나
의사로 고용된 자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국내 법령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훈련
또는 평가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있는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선박소유자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규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박
조리사를 포함한 조리부 직원에 대하여 해사노동협약은 규정 제3.2조와
관련 기준 및 지침에서 일부 훈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C1.3.c. 모든 나라는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74호)」에 따른
자격 증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1.3조제4항은 ILO 협약 제74호의 의무 사항
들은 같은 사항에 관하여 IMO가 채택한 어떠한 “강제 규정”으로 대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그러한 규정들은 현재 2010년 STCW 협약
"마닐라 의정서“의 한 부분으로 채택되었다.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국가
들은 해사노동협약에 의해서 개정된 협약 제74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협약 제74호는 비준하였지만,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은 여전히 STCW 협약에 따른 의무 사항에 추가하여 협약 제7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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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구속될 것이다[C1.3.d. 이 규정 하에 코드는 왜 없는가? 참고].
C1.3.d. 이 규정 하에 코드는 왜 없는가?
2004년 해사기술예비회의(Preparatory Technical Maritime Conference,
이하 “PTMC"라 한다)에서 이 규정은 기준이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사항도 따르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만약 유능 부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요건에 대한 문제를 IMO가 ILO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IMO의 책임감 있는 이행에 관한 협의의 결과이다. PTMC는 그러한 위임과
협약의 포괄적인 특성에서 본문 제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기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협약(제53호)과 유능 선원의 자격 증명에 관한 협약
(제74호)의 폐지를 정당화하고, IMO STCW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원이 훈련되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해사노동협약에
훈련에 관한 일반적이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
하였다. 선원의 훈련과 자격 증명에 관한 책임의 IMO 위임 문제에는
선박조리사에 관한 사항, ILO에 남아 있는 문제 및 협약의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 주의해야
한다.
C1.3.e. 선박조리사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조리사가 반드시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C3.2.c. 선박조리사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가? 참조].
2013년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는 선박조리사의 훈련에 관한 지침의
채택하기 위하여 모였다. 이 지침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38)
C1.3.f. 선상 개인안전훈련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선내 개인 안전 훈련에 관한 사항은 선상에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는 IMO의 STCW 협약에 따른 기초훈련을
참고한다.

38)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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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g.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선원(선박조리사 혹은 의료관리자)
에게 발급된 어떠한 증서들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는가?
각 국가의 협약 발효일은 선박조리사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다른
교육훈련 이수증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증서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러한 증서들의 효력은 협약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참작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 그러나 , 만약 선박조리사 자격증과 건강
진단서가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아마도 기국이 검사의 목적과 적합증서의 발급에
따른 불만(고발) 상황을 고려해야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C1.4. 선원직업소개
C1.4.a. 선원직업소개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나?
해사노동협약은 공공 또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만들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국가 안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문 제5조, 규정 제1.4조제5항 및 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사
노동협약의 요건에 따라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C1.4.b. 선원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공공 혹은 사설 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2조제1(h)항는 선원직업소개소를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일체의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기타의 조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준 제A1.4조제2항에 따라 선원직업소개소와
관련된 협약의 요건들은 주된 목적이 선원직업소개이거나 현저한 수의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에
협약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각 국가의 책임당국은
관련된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와 협의한 후에 해당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문 제2조제1(h)항에서 “공공 혹은 사설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소”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선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소개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하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공공” 혹은 “사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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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은 없다. 공공 직업소개소는 선원들이나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나 청(서)과
같은 정부가 설립ㆍ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준 제A1.4조제4항
참조). 반대로, 사설 직업소개소는 일반적으로 1920년 해원의 직업소개소
설치에 관한 협약(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회사로서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곳에 근로자를 공급
하는 일체의 개인, 회사 및 대리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설 직업소개소는 상업적 회사로 운영되어 진다.
C1.4.c. 선박소유자의 선원관리부서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로 간주되는가?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
들에 근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경우, 이 상황은
우선 규정 제1.4조와 관련된 코드의 규정의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원직업소개소와 선박소유자간 관계의 특성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국의 책임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C1.4.d. 규정 제1.4조에 따른 의무는 누가에게 부여되는가?
규정 제1.4조에 따른 대부분의 의무 사항들은 선원직업소개소가 위치
하고 있는 국가에 부여된다. 그러나,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선박소유자들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의무
사항은 기국(그리고 선박소유자)에게 또한 부여된다. 이 사항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선박의 증서발급과 관련된 사항이다[C5.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3조에 따라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가? 참조].
C1.4.e. 규정 제1.4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들은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그들의 선박들에 근로할 선원들을 채용할 수 있다[C1.4.c. 선박
소유자의 선원관리부서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로 간주되는가? 참조].
그러나, 선박소유자들이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들은
선원직업소개가 규정 제1.4조의 요건에 따라 인가되거나 공인되거나 통제

632

되고 있음을 보증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사를 받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선원직업소개소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C1.4.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참조].

해사노동협약의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의 제3장 규정 제1.4조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39)
C1.4.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1.4조제3항과 기준 제A1.4조제9항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들은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소개소가 기준
제A1.4조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의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의 제3장 규정 제1.4조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40)
C1.4.g. 선원직업소개소는 선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4조제5항에 유념하여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이든 부분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도 선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국가 건강진단서, 국가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기타 유사한 개인여행
문서의 발급비용은 제외한다. 그러나 비자 발급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
한다.
C1.4.h. 선원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여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비자를 발급받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4조제5항에 비추어 볼 때, 직업소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C1.4.g. 선원직업소개소는 선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참조]과 관련하여 선원근로계약서나 적용 가능한 단체
39)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에서 이용 가능
40)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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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은 여권 또는 유사한
여행 문서의 비용을 부담하고,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비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제108호 및 제185호(해사노동협약에 통합
되지 아니함)[A20. 어떠한 ILO 협약들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통합
되었는가? 참조]는 선박 소유자가 선원신분증명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 한다. 해사노동협약은 “비자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선박소유자 의무의 부분으로 어떠한 사항이 포함
되어져야 하는지와 만약 선원이 선박에 승선 또는 항해하기 위해 비자를
취득하고자 (아마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여행 비용을 부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C1.4.i. 사설 선원직업소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1.4조제5항은 그들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느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를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 중 하나는 국가들은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선원근로계약서상 자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들의 선원들에 대한 의무이행을 해태한 결과 선원들
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선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그와 동등한 적절한 조치에 의한 보호제도를 수립하여 보증하도록
하는 것이다(기준 제A1.4조제5(c)(vi)항).
비준국의 의무사항은 이러한 보호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된
제도 안에서 국내 법령 또는 규칙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선원
직업소개소를 통제하는 것이다. 해사노동협약은 보험이나 그와 동등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도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금전적 손해”의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협약도 재정적 손해를 담보
하는 그 용어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박
소유자는 잠재적인 금전적 손해 - 예를 들면, 규정 제2.5조(송환), 규정
제4.2조(질병, 상병 등의 상황에서의 선박소유자의 책임 등) 및 규정 제2.6조
(선박 멸실) - 에 대하여 보험 혹은 다른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
하고 있는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회의에서 승인된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41)을 포함하여 해사노동협약의 많은
규정들을 참조하여 보호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41)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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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상과 관련하여 규정 제2.6조는 2개월로 한정하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1.4.j. 선원직업소개소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 받아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증명시스템은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C1.4.k. 선원직업소개소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정 단체가 발급한 증서는 협약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가?
해사노동협약은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내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 만약 해당 선원직업
소개소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증명서의 발급은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 특정 증명서가 받아
들여지는지에 대한 결정은 관련 기국의 책임당국에 의해 정해진다[A2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참조].
C1.4.l.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의 고용을 막고 있는가?
아니다. 해사노동협약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 선원
들의 근로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만약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기 위해 채용된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선원직업
소개소를 통했다면, 선박소유자는,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기준 제A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C1.4.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선원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참조][C1.4.j. 선원직업소개소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 받아야 하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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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m. 크루즈 선박과 같은 선박에 가끔 선원직업소개를 하는 선원직업소개소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가?
기준 제A1.4조제2항에 따라,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와 관련한 협약
요건의

주된 목적은 선원직업소개소이거나 현저한 수의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에 협약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각 국가의 책임당국은 관련된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와의 협의 후에 해당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C1.4.b. 선원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공공 혹은 사설 직업소개소란 무엇
인가? 참조].
C1.4.n. 전문적 또는 협회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해당 단체의 회원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 것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직업소개인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 2조제 1(h)항에서 선원직업소개소는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일체의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기타의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약 선원직업소개소나 협회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채용하거나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을 공급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선원직업소개소로 고려될 수는 없을 것 같다[C1.4.b. 선원
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공공 혹은 사설 직업소개소란 무엇인가? 참조].
그러나, 이는 국내 법령과 규정을 위한 문제이다.
C1.4.o. 선원직업소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1996년 선원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179호)」를 비준하였다. 이것은 해당 직업소개소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가?
아니다. 선원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 제179호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선원직업
소개소나 선박소유자가 파산하는 경우, 선원에게 보장되는 비용이나 보호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다르다.
C1.4.p. 선박에 근무하기 위하여 고용될 때, 고용주가 선원관리사이며, 그들이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선원관리사와 같은 다른 사람이 근로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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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지는[C2.1.e. 선박에
선원을 공급한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참조] 당사자를 선박소유자로 명확하게 식별하고 있는 선원
근로계약서를 선원이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국가들은
선박소유자와 다른 고용주가 연대로 책임을 지거나 보증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두고 있다.
C2. 제2장. 근로조건
C2.1 선원근로계약서
C2.1.a. “선원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 본문 제2조제1(g)항에서는 선원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과
계약주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다양한
법률 시스템, 관례 및 양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과 계약주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국의 법률
이나 관례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은 다를 수가 있다. 규정 제2.1조제1항은
간단하게 선원근로계약서를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합치하여야 하는
서면으로 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서”로 정의하고 있다. 회원국의
국내 법령과 관례에 합치하는 범위까지, 선원근로계약서는 기준 제A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일체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선원의 이름 등과 같은 일부 특정 항목은 제외
하고 단체협약은 선원근로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한 선원근로계약서 양식과는 관계없이 회원국은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특정 항목에 대한 국내 법령이나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목록은 기준 제A2.1조제4(a)항
부터 제4(j)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상에서 운영 중인 컨세션(호텔)
에서 근로하거나 크루즈 선박에서 여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도
선박소유자나 기준 제A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를 대리하는 대표자가 서명한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B14.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선박소유자는 누구인가? 참조].
C2.1.b.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승무 중인 선원에게 서명된 선원근로계약서
원본의 사본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1조제1(c)항에서 선원근로계약서 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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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박에 있어야 된다는 명시된 규정 없이 관련된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각각 서명된 선원근로계약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기준 제A2.1조제1(d)항 및 제2항은 선원근로계약서의
사본과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사본은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서류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해운산업의 특성상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자[C2.1.d.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는가? 참조]의 서명이 반드시 진본 서명이어야 하는지 또는 전자적인
서명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할 수 있다. 선원근로계약서
에서 전자적인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내 법령과 기국의 관례(또는
기국이 선원근로계약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다른 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계약법(예를 들면, 대표자의 지명은 또
다른 질문이다)에 따른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C2.1.c. 선원근로계약은 어떻게 단체협약을 통합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2.1조제3항에서는 “회원국의 국내 법령과
관례에 합치하는 범위까지 , 선원근로계약은 일체의 적용 가능한 단체
협약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근로
계약서는 당사자(선박소유자 및 선원) 간에 관련된 선원의 범위까지 단체
협약의 모든 내용이 선원근로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지 단체협약을 통합할
수 있다. 관련된 선원근로계약서는 근로 기간과 조건은 인정되는 단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동의한다는 단일 규정을
포함한다면 개인 신상과 함께 선원에게 특정한 근로 조건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단 한 장 분량의 서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선원근로
계약서는 기준 제A2.1조제1(d)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각 선원이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른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규정 제2.1조제3항의
효력은 선원근로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이 통합되어 있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종류의 선원근로계약서 연계가 기국의 국내
법령과 관례에 합치한다면 해당 단체협약을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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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d.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1조제1(a)항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는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이 선장과 같은 특정인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 이외의
다른 서명은 반드시 대리인의 권한이 또는 선박소유자를 대리하는 권한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B14.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선박소유자는
누구인가 ? 참조 ][C2.1.e. 선박에 선원을 공급한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
소유자로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참조].
선박소유자들과 선원들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해운산업의
특성상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자의 서명이 반드시 진본
서명이어야 하는지 또는 전자적인 서명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전자적인 서명이 가능한지는
국내 법령과 기국의 관례(또는 기국이 선원근로계약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다른 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계약법(예를
들면, 대표자의 지명은 또 다른 질문이다)에 따른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C2.1.b.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승무 중인 선원에게 서명된
선원근로계약서 원본의 사본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가? 참조].
C2.1.e. 선박에 선원을 공급한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2조제1(j)항에서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
받았고,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와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와는 무관하게 그 책임의 위탁 시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B14.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선박소유자는 누구인가?
참조].
해사노동협약 입안자들의 의도는 협약에서 각 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선박소유자는 단 한 사람, 즉 “선박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박에 선원을 공급하는 다른 사람이 선원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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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더라도, 선박소유자는 여전히 선원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주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서 단지 서명만 하는
것이다(선박소유자로부터 서명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 받은 경우).
C2.1.f. 독자적으로 선원으로 일을 하는 자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선원이 피고용자가 아니면(예를 들어, 선원이 자영 중인 경우), 선원
근로계약은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준 제A2.1조제1(a)항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쾌적한 선내 근로 및 생활 여건의 제공”에
관한 계약 또는 유사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C2.1.g. “선원고용기록”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1조제1(e)항에 따라 선원들은 선박에서
근무한 그들의 근로 기록을 포함한 문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해사노동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견본을 정하거나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근로 기록은 선원의 근무 수준이나 임금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서의 양식,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 및 기록하는 방법은 국내 법령으로 정해져야 하며(기준 제A2.1조
제3항), 선원이 이직에 활용하거나 상위 자격 취득 또는 진급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 번역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선원의 하선기록부는 해당 기준의 제1(e)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지침 제B2.1.1조).
C2.1.h. 선박에 근무하기 위하여 고용될 때, 고용주가 선원관리사이며, 그들이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
[C1.4.p. 선박에 근무하기 위하여 고용될 때, 고용주가 선원관리사
이며, 그들이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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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i.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를 위한 서명란과 고용주를 위한 서명란,
총 2개의 서명란이 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
해사노동협약은 이러한 관례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국 차원
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선원관리사와 같은
다른 사람이 근로계약과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지는[C2.1.e. 선박에 선원을 공급한 선원의 고용주는 선박소유자
로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참조] 당사자를 선박소유자로
명확하게 식별하고 있는 선원근로계약서를 선원이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국가들은 선박소유자와 다른 고용주가 연대로 책임을
지거나 보증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두고 있다.
C2.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최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가? 1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최대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기준
제A2.1조는 무기한 선원근로계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제A2.5조
[C2.5.g. 송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선원은 송환될 권리를 행사
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참조]에 따라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는 선내 최대승무기간과 규정 제2.4조와 코드에 따라 선원에게
최소연차유급휴가(12개월 미만의 기간)[C2.4.a.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선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참조]를 부여하도록 하는 기국의 의무
간 상호 작용은 선박 또는 선박들에 승무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
된다. 선원이 그들의 최소연차유급휴가[C2.4.b. 선원은 실제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 것을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급을 받을 수 있는가? 참조]를
포기하거나 또는 선원이 그녀 또는 그의 송환 권리[C2.5.g. 송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선원은 송환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참조]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책임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이 특정
제한사항들은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국내 법령과 관례 차원의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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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k.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연속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박 또는 선박들에서 계속 승무하는 기간은 규정
제2.4조와 코드[C2.4.a.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선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참조]에 따라 선원들에게 부여되는 최소연차유급휴가와 기준
제A2.5조에 따라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는 선내 최대승무기간(12개월
미만의 기간) [C2.5.a. 송환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참조]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좌우된다. 이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국내 법령과 관례 차원의 문제들이다[C2.1.j. 「2006년 해사노동
협약」에서 최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가? 1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참조].
C2.1.l. 선원근로계약서상에 기국, 선원근로계약서가 서명된 국가 및 선원근로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의 국내 법령이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국제법과 법원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복잡한 질문이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국은 국제법적 책임과 선상에서의 선원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된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특정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원근로
계약서에 어디에서 서명이 되든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법이 무엇이든, 기국은 선원근로계약서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이행
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C2.2. 임금
C2.2.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2.2조에서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
계약에 따라 보수를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강제
적인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국의 국내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는 ILO 권고안 제 187 호로부터 유능부원의
매월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을 정하는 국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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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2.2.4조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은 ILO의 합동해사위원회42)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해진다. 비록 이러한 최저임금이 단지 유능부원에만 관련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다른 선원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합동해사위원회
에서 합의된 총금액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C2.2.b. 임금은 어떠한 주기로 선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기국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서 선원이 그들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최대 간격은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기준 제A2.2조제1항).
C2.2.c. 선원이 가족에게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낼 때 선원에게 송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는 기국의 협약 이행 문제이다. 기준 제A2.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선원은 자신의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액을 선원이 원하는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요금은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C2.3. 근로 및 휴식시간
C2.3.a. 근로 및 휴식시간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2.3조제2항과 기준 제A2.3조제2항
에서 각 회원국은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되지 않아야 하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져야 하는 최소
휴식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C2.3.b.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근로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참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각 국가의 몫이다[C2.3.d.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가? 참조]. 또한, 해사노동협약
42) 합동해사위원회는 양자간 협의체로 해운산업을 위한 규정되어야 하는 기준을 포함한 해사
분야의 현안들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한다. 합동해사위원회의 활동에는 Seafarers’
Wage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Recommendation, 1996(No.187)과
해산노동협약의 지침 제B2.2.4조에 따라 유능부원의 최저임금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합동해사위원회의 선원임금에 관한 소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임금표를 개정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앞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관한 정보는 http://www.ilo.org/global/industries-and
- sectors/shipping-ports-fisheries-inland-waterways/WCMS_162320/lang--en/index.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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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
들은 국내 법령으로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단지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기준 제A2.3조제4항).
C2.3.b.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근로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3조제4항에서 국가들은 국내 기준을 결정
함에 있어서 특히, 항해안전과 선박의 안전 및 보안 운용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제A2.3조제5항 및 제6항은 이러한 기준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a) 만약 국가가 최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최대근로시간은 일체의
24시간[C2.3.c. "일체의 24시간"이란 무엇인가? 참조]의 기간 중 14시간
미만; 그리고 일체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 미만;
(b) 만약 국가가 최소휴식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최소휴식시간은 일체의
24시간의 기간 중 적어도 10시간; 그리고 일체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
휴식시간은 두 구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는
최소한 6시간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2.3.c. "일체의 24시간"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3조제5(b)항에서 예를 들어, 휴식시간은
“일체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24시간의 기간은 하루 중에서 어느 순간에 시작
되어 적어도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되어야 한다.
C2.3.d.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3조제5(a)(i)항에서 최대근로시간은 일체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결과적으로 휴식시간은 10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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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이는 기준 제A2.3조제5(a)(i)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10
시간의 휴식시간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 제5(b)(ii)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휴식시간은 77시간이어야 하지만, 일체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5(a)(ii)항에 따르면 96시간(7 x 24 - 72
= 96)의 휴식시간이 부여 된다. 기준 제A2.3조제5(a)항 및 제5(b)항의
규정은 새로운 사항은 아니지만, 1996년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 승무
정원 협약 승무수준 협약(제180호)의 본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해사노동
협약의 준비 과정에서 협약 제180호의 다양한 요건들에 대한 합의사항이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후에서야 채택되었다는 사실이 상기되었고,
1996년에 합의된 규정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C2.3.e. 근로 및 휴식시간의 기준에 예외가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3조제13항은 기국들의 책임당국이 국내
법령 또는 기준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인가 또는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C2.3.b. 최소 휴식
시간 및 최대근로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등록되거나 인가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예외는 “가능한 한” 기준 제A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따라야
한다.
C2.3.f. IMO의 STCW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의 규정 제 2.3조는 어떻게 적용
되는가?
ILO와 같이, IMO는 국제연합의 전문화된 기구의 하나로서 해사 분야
에서의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ILO와 함께 자주 협력하고 있다. 2010년
마닐라 의정서로 알려져 있는 STCW 협약 의정서가 IMO에 의해서 채택
되었다. 2012년에 발효된 이 의정서에는 STCW 협약에 의해 다뤄지는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STCW 협약 마닐라 의정서의 규제를 받고 국내법으로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MO의 STCW 협약 2010년 의정서 채택과
함께, 최소휴식시간에 대한 해사노동협약과 STCW 협약의 문구는 가능한
예외사항[C2.3.e. 근로 및 휴식시간의 기준에 예외가 있는가? 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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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 각의 규정을 제외하고 매우 유사하다.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하고
2010년 STCW 협약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기국은 양 협약의 요건에 일치
하고 연계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C2.3.g. 최소휴식시간 및 최대근로시간의 요건은 선장에게 적용되는가?
선박의 선장들도 선원들이며, 선원들로서, 규정 제2.3조와 기준 제A2.3조의
요건도 똑같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C2.3.h. 근로시간 혹은 휴식시간의 기준은 비상 상황에도 적용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3조제14항은 이 기준의 어떠한 사항도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당면한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원에게 요구할 선장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획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중지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선장은 계획된 휴식시간 중에
근로를 한 선원에게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C2.3.i.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식사시간도 휴식으로 간주하는가?
기준 제A2.3조제1(b)항에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휴게시간”의
정의는 없으며, 기국의 국내 법령 또는 관례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이 문제를 맡겨두고 있다. 그러나, 만약 쉬고 있는 선원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시간 이외의 어떠한 종류의 휴식은 “휴게시간”이 된다.
예를 들면, 식사시간과 같은 휴식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C2.4. 휴가의 자격
C2.4.a.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선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4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의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들에 근무하는 선원의 연차유급
휴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내 법령 및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매월 당 최소 2.5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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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책임당국이 결정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정당한 결근은 연차휴가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자격요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책임당국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연차유급휴가급을 포기하는 어떠한 협정의 체결은 금지
되어야 한다[C2.4.b. 선원은 실제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 것을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급을 받을 수 있는가? 참조]. 이는 선원의 피로 예방을 위한
우려 때문이다.
C2.4.b. 선원은 실제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 것을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4조제3항은 책임당국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C2.4.a.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선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연차유급휴가급을
포기하는 어떠한 협정의 체결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2.4.c. 연차유급휴가급에 관한 요건은 선원이 한번에 11개월 이상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 연차유급휴가급의 개념은 연간 단위로 부여되고 최대승선
기간은 휴가 없이 11개월[C2.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최대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가? 1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참조]이 되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간(지침 제B2.4.3조
제2항)을 전제로 한다. 이 사항은 또한 12개월 미만의 기간 안에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관련한 기준 제A2.5조제2(b)항의 요건과
연계된다[C2.5.a. 송환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참조][C2.5.g. 송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선원은 송환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참조].
C2.5. 송환
C2.5.a. 송환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2.5조제1항은 선원들이 무상으로 가지는 송환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C2.5.d. 선원은 송환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참조][C2.5.b. 송환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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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인가? 참조]. 특히, 권리가 발생하기 전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인들은 기준 제A2.5조[C2.5.g. 송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선원은 송환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자격요건들은 지침 제B2.5.1조[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에서 권고하고 있는 세부사항들과 함께 국내
법령들과 규정들 또는 기타 조치들 또는 단체협약을 통한 기국의 이행에
관한 문제이다.
C2.5.b. 송환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2.5조제2항은 기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들의 선원들이 적절히 송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이 제공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2.5.c. 선원이 송환될 때 선박소유자는 어떠한 비용을 지급하는가?
이 문제는 기국은 지침 제 B2.5.1조 [A12. “코드 - 파트 B 지침 ”의
중요도는? 참조]를 상당히 고려하고 송환지, 교통수단, 선박소유자가 부담
하는 비용의 명세 및 기타 선박소유자가 수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
소유자가 합의한 송환에 대한 세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 제A2.5조
제2항에 따른 기국의 이행에 관한 문제이다.
C2.5.d. 선원은 송환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5조제3항은 선박소유자들로 하여금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들에게 송환비용의 선금 지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선원
들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로부터 송환비용을 회복할 수도 없다. 다만,
국내 법령들 또는 기타 조치들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이
근로 의무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 된다.
C2.5.e. 일부 항공사는 최소 무게이상의 짐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 하에서는 선원에게 어떠한 상황인가?
해사노동협약은 지침 제B2.5.1조제3(d)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송환과
관련하여 30kg에 해당하는 휴대물 운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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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반드시 기국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 만약 항공사가 제한을
초과하는 휴대물 운송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기국[A2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당국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참조]이 고려하고 관련 항공사와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이다.
C2.5.f. 이 규정은 유기된 선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송환과 관련한 규정등과 같이 일부 규정들은 유기된 선원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사노동협약은 유기된 선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A39.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유기된 선원들을 도와주는가? 참조].
그러나, 2014년 4월, 해사노동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삼자간위원회
[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참조]는 선원의 유기에 따른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기 위하여 해사노동협약[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참조] 코드 개정규정을 채택하였다.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규정에 대한 정보는 ILO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43)
C2.5.g. 송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선원은 송환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5조제2(b)항은 각 기국이 국내 법령들
또는 기타 조치들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
받는 선내 최대승무기간 - 그러한 기간은 12개월 미만일 것”을 포함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국의 법령이 그러한 선택권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
하는 한) 송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C2.1.k.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연속된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참조]. 동시에,
기국은 규정 제2.4조와 관련 코드에 따라 최소 연차유급휴가(고용 매월 당
최소 2.5일)[C2.4.a.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선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참조]를 선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43) www.ilo.org/ml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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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선박 손상 및 침몰에 따른 선원 보상
C2.6.a. 선박 손상 및 침몰에 따른 선원 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가?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원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상해, 사망 또는 실업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2.6.b. 지침 제B2.6조제1항에서 선원에 대한 보상은 2개월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개월분의 임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지침은 간략하게 선원이 그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은 국내 법령이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2개월분의 임금액
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이보다 적을 수는 없다.
C2.7. 승무정원
C2.7.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의 최소승무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에 승무하여야 하는 선원들의 특정한 수를 정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기국의 책임당국이 선박이나 선박의 종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협약은 선박의 승무 수준을 결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 제A2.7조에서
모든 선박에는 책임당국이 발급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 또는 동등한
증서에 따라 모든 운항조건 하에 선박과 인명의 안전과 보안이 보장되고
또한 이 협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승무 규모와 자격의 관점에서
적절한 선원이 승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승무수준을 결정할
때 책임당국[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은 식량 및 조달에 관한
규정 제3.2조와 기준 제3.2조 내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C2.7.b. 승무 수준은 선박의 “안전승무서류(SMD)”에서 요구하는 승무 수준과
같은 것인가?
해답은 기국이 안전승무서류의 수준을 설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식량 및 조달에 관한 규정 제3.2조와 기준 제3.2조
내의 모든 요건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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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되어 있는 요소들이 안전승무서류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되었다면, 이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2.8. 선원의 고용에 대한 기회, 기술 및 경력 개발
C2.8.a. 규정 제2.8조에 따른 의무는 누가 이행해야 하는가?
규정 제2.8조와 관련된 코드에 따른 의무 사항은 주소를 둔 선원들의
국가에게 직접 부여되어 있다. 특히, 제2.8조제1항은 국가가 해사분야의
고용을 증진하고 자국에 주소를 둔 선원들을 위한 경력 및 기술 개발과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우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C3. 제3장 : 거주설비, 오락시설, 음식 제공
C3.1.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C3.1.a. 현존선에 대하여 “제3장 : 거주설비 요건”을 적용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3.1조제2항은 선박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해당 코드 상의 요건들은 본 협약 발효일 및 그 이후에
건조된 회원국의 선박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날짜
이전에 건조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1949년 선원거주설비(개정) 협약(제
92호)44), 그리고 1970년 선원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개정 포함)45)
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요건들은 관련 회원국의
법률 또는 관례에 따라 그 날짜 이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 적용
하여야 한다.
상기의 하나 또는 모든 협약은 관련 국가의 비준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 또는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46) 및/또는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에 대한 1996년 의정서47)를 비준한
국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92호와 제133호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으나 국내 법령에 따라 적용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협약
들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의 모든 선박들도 “선박에서 작업 또는 생활
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들을 위하여 선원의 건강과 복지를
44) 웹사이트 www.ilo.org/normes “Labour standards"라는 표제와 ”Convention No."라는 부제의
링크에서 이용 가능
45) 전술한 바와 같음
46) 전술한 바와 같음
47) 전술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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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는 것과 일관되는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설비가 제공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 제3.1조제1항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조 및 설비와 관련이 없는 기준 제A3.1조에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해사노동협약의 다른 모든 요건들은 기국이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C3.1.b. 침실은 선박의 만재흘수선 아래에 위치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3.1조제6(c)항 및 제6(d)항에 따르면,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C3.1.c. “특수목적선”이란 무엇인가? 참조]을 제외한 모든
선박들의 침실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침실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 여객선과 특수목적선에 대하여는 책임당국[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은 채광 및 통풍이 만족스러울 경우 선원거주구역을 만재
흘수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
통로의 바로 밑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C3.1.c. “특수목적선”이란 무엇인가?
특수목적선이란 2008년 특수목적선의 안전에 관한 IMO 코드48) 및
개정판49)에 따라 건조된 실습 및 기타 목적의 선박들을 말한다.
C3.1.d. 선원에게 항상 개인 침실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3.1조제9(a)항에 따라,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의
개별 침실은 각 선원에 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당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적선[C3.1.c. “특수목적선”이란
무엇인가? 참조]에 대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동
요건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48) IMO, Resolution MSC.266(84):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2008.
http://www.imo.org/blast/blastDataHelper.asp?data_id=22047.에서 이용 가능
49) Amendments to the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2008는 2010년 5월
(증보판) 결의서 MSC.299(87)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10년 5월 14일 발효되었다.
http://www.imo.org/Publications/Documents/Supplements%20and%20CDs/English/
IA820E_supplement.pdf.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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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e.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은 실습 선원이 개인 선실을 가지도록 요구
하는가?
해당되는 경우와 관련 용어에 관한 사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습선원”이란 승선 경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연소자를 지칭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사노동협약은 일반 선원들과는 다른 실습 선원의
거주구역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C3.1.d.
선원에게 항상 개인 침실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참조]의 답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면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C3.1.f. 선원이 하루만 승선하여도 침실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3.1조제9항은 “선내에 침실이 요구될 때”의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박이 선원이 선내에서 수면이 필요한
항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침실은 필요하지 않다.
C3.1.g. 각 선원은 개인용 위생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 기준 제A3.1조제11항은 선박에 최소한 한 개의 화장실,
하나의 세면기 및 하나의 욕조 또는 사워기와 함께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된 충분한 수의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선원이 편리
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협약은 지침 제B3.1.5조제2항[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에서 선박의 크기, 선박이 취항
하는 구역과 그 배치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 경우 침실은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개인 화장실이 설치
되어야 한다는 각 선원에 대한 개별 위생시설의 제공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C3.1.h. 인접한 전용 또는 준전용 위생시설의 바닥 면적은 최소 침실 바닥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 질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3.1조는 침실들의 최소 면적에 대한 세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
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 지침 제 B3.1.5조제 6 항에서 침대들 , 옷장들 ,
서랍장들 및 의자들이 차지하는 구역은 바닥면적의 측정 시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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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에 곤란하거나 가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 ”로 작거나 불규칙한 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한다는 일부 규정은 있다. 인접하여 구분된 위생시설은 사실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실질적 동등사항[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참조]에 관한 질문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단독
또는 개인 위생시설의 존재는 기준 제A3.1조제9항에 따른 최소 침실
바닥 면적의 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보다 큰 안락함을 대신하여 좁은 공간의 침실이 제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선원들의 침실을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어떠한 종류의
선박들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동등사항” 개념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참조]. 좁은 공간의 침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방법은 관계 규정 또는 규칙들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 면적과 관련한 요건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
하게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본문 제6조제4항). 그러한 해결책
에는 합리적으로 침실에 인접되고 공용의 크고, 보다 안락한 휴게실과
같이 여유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는 본문 제6조제4항의 정의는
침실과 관련하여 욕실이 딸린 위생 시설 규정처럼 추가로 안락함을 제공
하기 위한 해결책을 정당화할 수 있다. 바닥 면적과 무관하게 관련 선원이
육상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이 추가로 안락함을
제공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실질적 동등사항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준국들은 (본문 제6조제4(a)항에 따라) 코드의 파트 A
규정에 있는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식별하고, 신념을 가지고 제안된 국내
법령이 (본문 제6조제4(b)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유효하는지를
결정하면서 실질적 동등사항의 관점에서 자국의 국내 법령을 평가하여야
한다.
C3.1.i. 선박 거주설비에 대하여 빈번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에
의하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3.1조제18항에 따라 선장의 책임에 의하거나
책임 하에 선원거주구역이 청결하고, 양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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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수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여 검토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절차는 선박의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제2부에 규정된 선박
소유자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C5.1.l.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참조].
C3.1.j.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에 대한 요건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가?
해사노동협약은 선내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의 기준에 대한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기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규정들은 협약에서 다루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의 총톤수 수준과 여객선 또는 특수목적선
[C3.1.c. “특수목적선”이란 무엇인가? 참조]과 같은 특정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B15. 회원국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단체가 없는 경우,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참조]와
협의한 후 기준 제A3.1조제2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요건들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소형선박(200톤 미만)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나 탄력적인
규정의 적용이 있기도 하다.
C3.1.k.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적절한 조명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에
관한 기준이 있는가?
이는 상당수가 현재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기준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은 또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방
법에 관한 지침을 지침 제B3.1.4조에서 권고하고 있다.
C3.1.l. 기준 제A3.1조는 소음의 수준 혹은 직업상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환경
요소에 대한 노출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이나 다른 지침들이 있는가?
지침 제B3.1조의 권고들과 기준 제A4.3조와 지침 제B4.3조의 규정
들에 부가하여, 2014년 10월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에서는 해사노동
협약의 직업상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는데 합의하였다.50)
50)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655

C3.2. 식량 및 식사제공
C3.2.a. 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량에 관한 최소 기준이 있는가?
국내 법령들 또는 다른 기준들은 선박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규정 제3.2조에서 선박에
필요한 식량의 일부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식량과
식수의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급
되는 식량과 식수는 선박 내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수, 식량과 관계된
종교적 요구사항 및 사회적 관례 그리고 항해 기간 및 특징을 고려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의 점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C3.2.b. 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에게 식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3.2조제2항은 승선 중인 선원들은 고용기간
중에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3.2.c. 선박조리사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조리사들의 자격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침 제B3.2조는 자격증명의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령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박조리사들은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며, 관련 국가의
국내 법령들과 규정들의 요건에 따라 선내에서 자신의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13년 국제회의에서는 선박 조리사의 훈련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51) 이러한 모든 지침들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3.2.d. 모든 선박에는 전담 선박조리사가 승무하여야 하는가?
기준 제A3.2조에서 전임 조리사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선박의
크기와 하루의 제공 식사 횟수는 전임 조리사들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훈련과 자격에 관한 요건은 전임 및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51)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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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조리사 모두에게 적용한다.
C3.2.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내에서 식수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규정
하고 있는가?
식수의 기준들과 관련하여, 해사노동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기국의
이행을 통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A7.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
소유자들, 선박들 및 선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참조].
그러나 2011년 9월 ILO의 특별삼자간위원회에서 논의된 선박조리사의
훈련에 관한 지침(및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3.2조)은 허용 기준에 관한
제안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52) 물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러한 사항은 관련 기국에 의하여 검증되는 것이다.
C3.2.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선박조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가? 선박조리사가 다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각 국가의 협약 발효일은 선박조리사 자격증들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증서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러한 증서들의 효력은 협약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고려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선박조리사 자격증들이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아니
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아마도 기국이 검사의
목적과 적합증서의 발급에 따른 불만(고발) 상황을 고려해야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C1.3.g.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선원(선박조리사 혹은
의료관리자)에게 발급된 어떠한 증서들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는가?
참조].
C4.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C4.1.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C4.1.a. 의료관리로서 어떠한 종류의 조치들이 고려되는가?
선내에서 근무 중인 선원들에게 선박소유자들이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건강보호와 의료관리와 관련하여,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52) 휴대용 식수의 기준에 관한 2001년 WHO/ILO 지침서는 http://www.who.int/water_
sanitation_health/publications/2011/dwq_guidelines/en/index.html.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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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는 이 문제를 국내 법령들 또는 규칙들의 문제로 보면서 “필수
적인 치과 치료”를 제외한 어떠한 특정한 진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국들은 선원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일체의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선내의 근로에 특정
되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
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선원들은 실행 가능한 경우,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비준국 또한 즉각
적인 의료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국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4.1.b. 모든 선박에는 의사가 승무하고 있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4.1조제4(b)항 및 제4(c)항에 따라, 100명
이상을 운송하고, 3일은 초과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
하는 선박들에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승무해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들의 수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
하여 1명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할 것을 요하는 기타의 선박도 또한 명시
하여야 한다. 의사가 승무하지 않는 선박들에는 최소한 자신의 통상적
직무의 일부로서 의료관리 및 약품관리를 담당할 선원 1명 또는 의료
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선원이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로서 선내에서 의료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IMO의
STCW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관리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
하였어야 한다.
C4.1.c. 의료함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 기준 제A4.1조제4(a)항은 모든 선박들에 의료함, 의료
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책임
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
요건들은 선박의 종류, 승선 인원수, 항차의 특성, 목적지 및 기간 그리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고된 의료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료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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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과 다른 관련 문제들을 고려함에 있어 지침 제B4.1.1조제4항
[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은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
지침의 최신판53)을 포함한 관련 국제 권고들을 참조한다.
C4.1.d. 표준 선내 의료지침이 있는가?
국가는 기준 제A4.1조제4(a)항 및 기준 제B4.1.1조제4항[A12. “코드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의료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지침의 최신판을 포함
하여 관련된 국제 권고안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C4.1.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상에서 사용되는 표준의료보고서의 표준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에는 선박의 선장과 관련된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제A4.1조제2항에 따라 국가들이 채택하여야 하는
표준의료보고서 양식은 없다. 이 양식의 목적은 소위 질병 또는 부상
시 선박과 육상간의 선원 개개인에 관한 의료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해사노동협약에서는 특정한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WHO, ILO 및 IMO를 대신하여 WHO는 2007년 발간한 선박을 위한 국제
의료지침54) 제3판의 부속서 A에서 상기의 목적으로 특정한 양식을 제공
하고 있다.
C4.1.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지침 제B4.1.1조제2항은 “지침 문서 - 1985년
국제해사훈련지침"을 참조하고 있다. 절판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지침의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STCW 협약이 개정되면서 IMO는 더 이상 이 지침을 배포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서55)의 영문판은 ILO의 지정한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
.ilo.org/mlc)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53) WHO: 2007.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지침. 제3판, 2007(제네바, WHO). www.who.int/
bookorders에서 이용 가능
54) 전술한 바와 같음
55)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IMO/ILO" 부문의 ”Maritime Labour Academy"라는 표제
에서 지침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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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 선박소유자의 책임
C4.2.a.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규정 제4.2조와 코드는 기국들이 선박에 고용된 모든 선원들은 그들의
선원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거나 선원근로계약에
기인하는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로
부터 물질적인 보조 및 지원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결과에는 임금의 손실, 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 제4.1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호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규정 제4.5조에 따른 장기적인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다.
C4.2.b. 언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시작되고 종료되는가?
규정 제4.2조와 코드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a)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부상;
및 (b) (a)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간 사이의 선원 고용 계약에 기인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료관리, 식사 및 숙박(선원이 집을
떠나 있는 경우) 비용의 지급과 질병, 상해 및 관련된 임금 손실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국내 법령들과 규정들에 따라 최소 16주 동안의
기간으로 제한된다[C4.2.d.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제한은 있는가? 참조]
[C4.2.f.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예외가 있는가? 참조].
C4.2.c.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4.2조제1항은 모든 선원에게 그들이 선원근로
계약에 의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당해 계약에 의거 그들이
고용에 기인한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 및 보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적 결과에 대하여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국내 법령 및 규칙의 차원 문제이다.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4.2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그리고 제7항은 최소한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집에서 떠나서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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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영구적이라고 선고되었을
때까지 진료, 필요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의료관리 비용[C4.2.d.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제한은 있는가?
참조]; 질병 또는 상해가 근로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
까지 임금전액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원이 송환되거나 하선한 때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또는 만약 더 빠른 경우 관련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현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할 때까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
하는 것[C4.2.d.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제한은 있는가? 참조];
■ 국내 법령, 선원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
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
■ 계약 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 매장비용;
■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 남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
C4.2.d.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제한은 있는가?
기준 제A4.2조에 따라, 국내 법령들 또는 규칙들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C4.2.c.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조]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
일자[C4.2.f.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예외가 있는가? 참조]로부터 최소 16주의
기간 동안 의료관리, 식사 및 숙박을 위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C4.2.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재정보증이
특별한 양식을 명시하고 있는가?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들의 사망 또는 장기
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은 없다. 그러나, 2014년 4월에 채택되고
2017년 1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4.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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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C4.2.h. 사망 및 장기간의 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정보증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장하나? 참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또는 보험 또는
기금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들의 형식으로 재정보증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C4.2.f.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예외가 있는가?
기준 제A4.2조제5항에 따라, 국내 법령들 또는 규칙들은 다음에 관련
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a) 당해 선박의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b) 질병, 상해 또는 사망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c) 계약이 체결될 때 고의적으로 은폐된 질병 또는 질환.
기준 제A4.2조제6항은 국내 법령이 선박소유자의 의료관리, 식사,
숙박 및 매장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공공당국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침 제B4.2조
제2항은 국내 법령들 또는 규칙들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강제
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재해를 위한 근로자보상제도에 의한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4.2.g. 선원의 질병 또는 상해 시 국가(공공) 보상시스템으로 승무 중인 선원이
보호받은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어느 범위까지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4.2조제6항은 국내 법령들 혹은 규칙들이
선박소유자의 의료관리, 식사, 숙박 및 매장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공공당국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침 제B4.2조제2항은 국내 법령들 또는 규칙들이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재해를 위한
근로자보상제도에 의한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C4.2.f.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예외가 있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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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h. 사망 및 장기간의 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정보증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장하나?
상세한 재정보증의 보장 내용과 형태는 아직 해사노동협약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2014년 4월, 해사노동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삼자간위원회[A22. 특별삼자간위원회란 무엇인가? 참조]는 선원의
유기에 따른 문제와 사망 혹은 장기간의 장애[A43. 「2006년 해사노동
협약」의 개정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떠
한가? 개정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가? 참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기 위하여 해사노동협약[A2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참조] 코드 개정규정을 채택하였다.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규정에 대한
정보는 ILO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56)
C4.3. 건강·안전보호 및 사고예방
C4.3.a. 규정 제4.3조에 따라 선내 건강 ·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통상적으로 해양 또는 해사분야의 업무상 안전 및 건강으로 지칭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주요 의무
사항들은 기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한 수준의
기술적인 세부사항들 및 지침은 기준 제A4.3조와 지침 B4.3조에서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선내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과 관련한
기준 제A3.1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기준 제A4.3조는 업무상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택, 효과적 이행 및 추진과 업무상 안전 및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을 보장하고 있는 법적 기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 프로그램들 및 법적 기준들은
관련 국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완되거나 개정되거나 선내 여건을
다루어야 하는 국제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을 수 있는
국가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준 제A4.3조와 지침 제B4.2조는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국제 및 산업 지침과 삼자간
협의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져야 하고, 책임당국[A25. “책임당국”은 누구
56)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C에서 승인된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은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www.ilo.org/mlc)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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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참조]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내 사고 예방에 관한 실무 지침57) 및
2001년 작업장에서의 환경요인에 관한 실무지침58)과 같은 ILO 지침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2014년 10월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는
해사노동협약의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규정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
하기 위해 만났다.59)
C4.3.b. 선내안전위원회는 언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가?
선내안전위원회는 관련 선박에 5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기준 제A4.3조제2(d)항).
C4.3.c. 직무상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국제 기준의 지침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업무상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고려되어야 하고 관련이
있는 여러 지침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ILO의 안전한 근로
웹사이트 http://www.ilo.org/safework/lang--en/index.htm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2014년 10월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는 해사노동협약의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규정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만났다.
추가로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령들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으며, 그들의 법령 및 규정 전문은 유용할 것이다.
C4.4. 육상에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한 접근성
C4.4.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왜 육상의 선원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는가?
육상의 선원복지시설들을 위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선내에
근로하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육상시설들과
57) ILO의 웹사이트 http://www.ilo.org/safework/info/standards-and-instruments/codes/lang--en/
index.htm.에서 이용 가능
58) 전술한 바와 같음
59)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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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항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은 길어진 항해에 근무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
이다. 이러한 선원 복지에 대한 의무 및 관심은 선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선박소유자들로 하여금 선원들이 상륙할 수 있도록 기국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무들을 보완한다.
C4.4.b. 육상의 선원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항만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규정 제4.4조에 따라 국가들이 복지시설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계급과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하게 모든 선원
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 복지
시설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당
하다고 간주되는 항구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해운산업에 있어서 기술적, 운영적 및 기타 발전의 결과로 인한 선원의
필요 변화의 관점에서 적절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들을 정기적
으로 검토하기 위한 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C4.4.c. 육상의 선원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지침 제B4.4.2조제3항[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완전하지 않은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a) 요구되는 모임 및 오락장소;
(b) 경기를 포함한 운동시설 및 야외시설;
(c) 교육시설; 그리고
(d) 적절한 경우, 종교의식 및 개인 상담을 위한 시설.
2014년 10월 국제 삼자간 전문가 회의는 해사노동협약의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규정의 이행을 위한 지침 채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
였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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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d. 육상의 선원복지시설 운영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규정 제4.4조와 기준 제A4.4조에서는 항만국이 그러한 시설의 재정
또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해사노동협약의
지침 제B4.4.2조제1항 및 제2항[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은 복지시설 및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국내 상황과
관습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공공기관;
(b) 단체협약 또는 기타 합의된 제도에 의거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그리고
(c) 봉사단체.
지침 제B4.4.4조에 따라 항만복지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공적기금의 보조;
(b) 해운산업에서 징수한 세금 또는 기타 특별세;
(c)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들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d) 기타 출처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C4.4.e.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이 육상의 선원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2.4조는 원칙적으로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직책별 운항 요건에 맞는 상륙이 허가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선원 복지에 대한 육상 상륙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1965년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협약)과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ILO 협약
제108호 및 제185호 뿐만 아니라,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4.4조에 따라
인식되고 있다. 비록 육상 상륙에 대한 허가가 관련 선박의 운항상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육상 복지시설로의 상륙에
대한 요청은 비합리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60)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666

C4.5. 사회보장
C4.5.a. 사회보장과 사회보호란 무엇인가?
ILO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의 개념은 현금이든 현물이든
질병, 장애, 출산, 직무상 부상, 실업, 고령 또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근로 수입, 의료 관리를 위한 접근의 결여 또는
불능, 불충분한 가족, 특히 자녀 및 성인 부양자의 부양, 일반적인 가난
및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 등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갹출(사회보험) 또는 비갹출일 수 있다.
사회보호는 사회가 그들의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결과(질병, 출산,
직무상 부상, 실업, 폐질, 고령 그리고 가족의 죽음)로 부족하거나 불충
분한 근로 수입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곤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 조치로 규정되어 진다; 의료 수당 규정;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수당 규정. 또한 이러한 사회보호의 개념은 다양한 ILO의
기준이 반영되었다. 정의에 의하면, 사회보호는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비강행적 또는 개인적 조치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적 조치사회
보장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보장 수당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보장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의 학회와 연구소 내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보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정부들을 돕기 위하여 2012년에 ILO는
핸드북: 해사노동협약과 선원의 사회보장 이행을 위한 지침서(2012)를
발간하였다.61)
C4.5.b. 사회보장을 위해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
인가?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들은 사회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건강 검진, 근로 및 휴식시간 그리고
음식 제공과 관련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많은 보완적인 요건
61)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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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되어 있다 . 사회보호는 주로 의료 관리 (규정 제 4.1조 ); 선박
소유자의 책임(규정 제4.2조) 그리고 사회보장(규정 제4.5조)과 관련하여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 제4.5조와 관련된 기준 제A4.5조는 넓은
범위의 국내 시스템, 제도 그리고 사회보장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이한
보장범위를 인식해야 하는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 기준 제A4.5조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비준국은 통상적으로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선원에게
최소한 3개 이상의 보충적인 사회보장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 현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어 진다[C4.5.c. “사회보장 항목"
이란 무엇인가? 참조]. 결과적 보호는 자국에 거주하는 육상근로자가
누리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약 국가의 선원사회보장제도가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는 해사노동협약을 비준
하기 위한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선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
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행과 관련된 유연성이 부여된다[C4.5.f. 「2006년 해사
노동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참조].
비록 규정 제4.5조의 목적은 국적 또는 거주지가 어디이든 그리고
그들이 근로하는 선박의 국적이 어디이든 모든 선원들은 포괄적인 사회
보장보호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각 비준국의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포괄적인 보장 범위를 철저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내 현황에 따라 선원에게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것을 향해 전진하는 것에
있다.
C4.5.c. “사회보장 항목"이란 무엇인가?
사회보장의 항목들에는 그들이 처리하거나 그들에게 제공된 지원을
요청하는 우발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분류된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참조
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에서의 이러한 사회보장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
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성 및 보호 항목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여야 하는
1952년 사회보장(최소 기준) 협약 제102호62)에서 열거 및 정의하고 있는
9가지의 전통적인 항목과 일치한다. 이러한 9가지 항목은 :
62)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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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수당
■ 질병 수당
■ 실업 수당
■ 노령 수당
■ 업무상 재해수당
■ 가족 수당
■ 출산 수당
■ 폐질 수당
■ 유족 수당
C4.5.d. “상호보완적인 사회보장 보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에서는 선원들에게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선박소유자들, 기국들 그리고 거주국들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보완적인 요건들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회보호의
분야들을 언급하고 있다. 단기적인 보호는 (1) 그들의 영역 내에 있는
선박들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들이 즉각적인 의료 관리를 요할 경우,
회원국의 육상의료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국의 선내
의료관리 제공 의무(규정 제4.1조)[C4.5.c. “사회보장 항목"이란 무엇인가?
참조]; (2) 동시에, 선박소유자들은 선원들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박들에서 선원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죽음으로
부터 선원을 보호(종종 보험시스템을 통해서)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보증된다(규정 제4.2조)[C4.2. 선박소유자의 책임 참조].
이러한 단기적인 보호는 비준 시점에서 보완되거나 최소한 3가지
형태로 규정 제4.5조에서 요구하는 장기적인 보호와 결합될 예정이다.
의료 수당, 질병 수당 그리고 업무상 재해수당은 규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들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
제B4.5조제1항에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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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e. 국가 사회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하기 전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관련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선원들과 부양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국가들은 해사노동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많이 또는 가능한 경우 전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9가지 사항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보장되는지와 만약 9가지의 모든 사항들이 보장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사항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찾는 것일 것이다(각 각 기준
제4.5조제10항 및 규정 제4.5조제2항). 만약 국가가 사회보장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선원을 보호하고 있지 아니
하다면, 현재의 보호는 최소한 육상근로자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수준
으로 선원과 그들의 부양자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규정 제4.5조제3항).
만약 이러한 선원들이 그 국가의 밖에서, 다른 나라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관련 국가는 취득되었거나 취득 중에
있는 기여 또는 비기여 제도를 통하여 마련되거나 마련 중에 있는 사회
보장권을 제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기타 안배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규정 제A4.5조제3항 및 제8항). 또한
해당되는 경우, 관련된 선박소유자들과 기국들이 보장 범위, 기여금 그리고
기여금의 모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C4.5.f.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참조].
C4.5.f.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은 비준국들이 선원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도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유연성은 의무사항이 다음 사항을 만족할 때 부여된다.
■ 적절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 또는 기여 기반의 제도를 통하는
경우(기준 제4.5조제3항);
■ 국가가 보호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유연성이 부여되는 경우.
예를 들면, 기준 제A4.5조제7항에서 보호는 법령, 민간제도나 단체
협약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식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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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 나아가, 기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지침 제B4.5조제7항을
고려하여) 선원국은 관련 기국에게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개별 기국의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관련된 기여금을 납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C4.5.g.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 보장
보호 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비준 및 이행에 관한 정보"라는 표제
에서 협약 비준국 목록 및 국가별 발효일자 뿐만 아니라, 국가 이름을
클릭하면 국가별 협약의 비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C4.5.h.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사회 보장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위한
양식이 있는가?
비준국들[A42. 국가는 어떻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비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참조]이 해사노동협약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이 보고될 수 있는 보고 양식(“보고서 양식”)이 있다. 이
자료는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감시 및 이행 수단들”
이라는 표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C5. 제5장. 준수 및 시행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제5장과 다른 장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제5장 소개 규정의 제1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 장의 규정은 제1장,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특별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조문에서 규정한 원칙 및 권리를 철저하게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책임을 명시한다.

“실질적 동등사항”의 개념은 제5장에 적용되는가?
협약 제5장 소개 규정의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장의
요건들은 실질적 동등사항으로 이행될 수 없다[A11. "실질적 동등사항“
이란 무엇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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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 기국의 책임들
C5.1.a. “기국”이란 무엇인가?
기국이란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
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선박은 운항 과정에서 국가/선적항/국기를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변경할 수 있거나 변경한다. 국제법에 따라 기국은
선박이 세계 어느 곳을 항해하든지 그들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근로 조건 등을 규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특히 근로
조건, 배승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국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한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문제 그리고 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정과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 또는 선상에서의
선원 근로 여건을 포함한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선박 검사 또는 증서의 발급에 대한 기국의 책임은
IMO와 ILO에서 채택한 국제해사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C5.1.b. 기국은 그들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1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경우, 국가는
검사의 시행 또는 증서 발급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데 적임이며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공공 기관 또는 다른 단체(타 회원국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포함)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자국국기를 게양하는 선박들에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해사노동협약에서는
기국의 업무를 위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인정 단체(RO)"라 한다.
C5.1.c. 기국 검사 및 증서발급 제도의 모델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1조제2항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들의 선원들을 위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기준에
만족하고, 또한 계속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제5.1.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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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에 따라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효과
적인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협약 기준 제A5.1.1조에 따라
그 목적과 기준이 달성되는 범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적절한 전반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 검사 및 증서 발급제도를 관리하는 명확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제도에 대한 모델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 하다. 규정
제5.1.1조제5항에 따라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그
유효성의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ILO 헌장 제22조[A37. ILO는
왜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박을
검사하는가? 참조]에 의거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A4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ILO에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참조].
C5.1.d. “인정 단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에서는 기국의 업무가 위임될 수 있는 단체를 “ROs"
라고 정의하고 있다[C5.1.b. 기국은 그들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가?
참조]. 규정 제5.1.2조와 코드에서는 RO의 위임과 권한 부여의 절차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RO로서 권한이 부여된
단체들은 IMO 협약에 대한 선박의 협약검사를 포함하여 선박 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기관이 되고 있다.
C5.1.e. “인정 단체"는 어떻게 기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나?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5.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하는 단체들을 지명하고자
하는 기국들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ROs[C5.1.f. “인정 단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참고]의 권한(권한의 범위 포함)에 관한
최신화된 목록은 출판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에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기준 제A5.1.2조제4항).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정보(국가명
선택)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비준 및
이행에 관한 정보“ 표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C5.1.f. “인정 단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RO의 업무는 해사노동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련 기국의 위임
업무 범위 내에서 RO에게 위임한 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해사노동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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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1.2조제1항에 따라 RO는 단지 제5장의 코드에서 명백하게 규정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기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A9.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서 “코드”란 무엇인가? 참조]. 이러한 점에서
코드는 “책임당국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정식적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RO에 의해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협약에 따른 기국 검사 및 증서 발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들은
RO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RO가 지정되면, 기국(또는 책임당국)은
국내 요건의 검증을 위한 RO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선원들에 의해서 선박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이 RO가 수행하는 기국 검사
에서 발견되어 기국에 보고될지라도, 해당 선박의 불만 사항에 대한 기국의
조사(기준 제A5.1.4제5항) 또는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요건의
적용은 각 기국[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의 책임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RO의 역할과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정보는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선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5.1.g.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든 선박들은 협약의 요건(규정 제5.1.4조
제1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 규정 제5.1.3조 및 기준 제A5.1.3조의 규정에
대한 증명을 받은 선박들 또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을 이행
하기 위한 국내 요건들이 검사의 기준이 된다.
C5.1.h. 검증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기준 제A5.1.3조제1항은 그 중에서도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에서의 선원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협약의 요건을 시행하는 국내 법령 및 규칙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의 목록이 부록 A5-I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부록 A5-I에 있는 목록은 다음의 14가지 항목들을 포함한다.
■ 최저연령
■ 건강진단서
■ 선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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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근로계약
■ 일체의 면허 또는 인증 또는 규제를 받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
■ 근로 또는 휴식시간
■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 거주설비
■ 선내 오락시설
■ 식량 및 조달
■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 선내 의료관리
■ 선내불만처리절차
■ 임금의 지급
만약 2014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C에서 승인된
해사노동협약의 2014년 개정규정[A4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개정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개정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가? 참조]이 2017년 1월 발효되면, 2가지 항목이
목록에 추가될 것이다.
■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
■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위한 재정보증
C5.1.i.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부록 A5-I의 14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협약의 요건은 검사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해사노동협약[B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어떠한 선박에
적용되는가? 참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들은 협약의 모든 요건들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규정 제5.1.4조제1항). 규정 제5.1.3조 및 기준
제A5.1.3조의 규정들에 대한 증명을 받은 선박들 또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협약 규정 5.1.3조와 기준 A5.1.3조의 규정들도 적용이 된다.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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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요건들이 검사의 기준이 된다 . 증명
되어야 하는 14가지 항목들[C5.1.h. 검증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참조]에 관한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들을 이행하는
관련 국내 규정들은 책임당국이 작성한 적합선언서[C5.1.k. 해사노동적합
선언서 제1부는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가? 참조] 제1부에 언급되어져야
한다[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
C5.1.j.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3조에 따라 모든 선박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가?
규정 제5.1.3조에 따라 다음 선박들에 대한 증서 발급은 의무사항
이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그리고
■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
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이 규정의 목적상, “국제항해”란 어느 하나의 국가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외부의 항구까지의 항해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500톤 이하의 선박, 500톤 또는 그
이상의 선박들로서 관련 기국의 국기를 게양하였지만 국제항해에 종사
하지 않는 선박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규정 제5.1.3조제2항에서는 의무적
으로 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선박의 소유자도 기국의 검사에 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C5.1.k.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는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가?
적합선언서 제1부의 주요 요건들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5.1.3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책임당국[[A25. “책임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에 의해서 부속서 A5-III의 모델에
일치하는 형태로 적합선언서는 작성되어져야 한다.
(i)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검사되어야 하는 사항의 목록(예, 부속서 A5-I에서 열거하고
있는 14가지 항목)의 식별[C5.1.h. 검증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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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협약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14가지 각 사항에서의 국내 법령에 대한 참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범위까지 주요 국내 요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요건의 식별
(iii) 국내 법령 하에 선종별 별도 요건의 인용
(iv) 실질적 동등 사항의 기록[A11. "실질적 동등사항“이란 무엇인가? 참조]; 그리고
(v)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면제사항의 명시

상기의 (ii)에서 "필요한 범위 “까지 국내 요건에 대하여 상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지침 제B5.1.3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내법령이 정확하게 이 협약에 명시된 요건을 따를 경우, 조문인용만 필요할
수도 있다. 협약의 규정이 본문 제6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바에 따라 실질적 동등사항을
통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식별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적합선언서 제1부를 작성할 때에는 지침 제B5.1.3조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선언서의 목적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과 내용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선언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요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어
기국 검사관, 항만국에서 권한 있는 관리들 및 선원과 같이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명백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의 부속서 B5-I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합선언서의 예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적합선언서 양식의 제1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합선언서의 중요도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선원의 범주[B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참조], 야간의 정의[C1.1.c. “야간”
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가? 또는 각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가? 참조] 및 18세 이하의 선원이 승선하는
경우 위험한 작업의 범주[C1.1.b. 18세 이하의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참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은 검사(점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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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l.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기준 제A5.1.3조제10(b)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작성하고 책임당국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RO에 의해 증명되도록 한 적합선언서
제2부는 검사와 검사 사이에 적합선언서 제1부에서 언급한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와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조치들을 식별하여야 한다. 적합선언서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한 세부 지침들은 지침 제B5.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적합선언서의 제2부를 작성함에 있어 지침 제B5.1.3조제4항에서 설
명하고 있는 적합선언서의 목적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과 내용을 명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선언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요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어
기국 검사관, 항만국에서 권한 있는 관리들 및 선원과 같이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명백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사노동협약의 부록 B5-I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합선언서의 제1부와
제1부의 예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C5.1.m. “인정 단체"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가?
적합선언서 제 1 부는 “ 책임당국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기준
제 A5.1.3조제 10(a)항 )[[A25. “책임당국 ”은 누구인가 ? 참조 ]; 이는 적합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책임당국에 의해 직접
적인 지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후 적합선언서는 책임당국의 권한
하에 발급된다(해사노동협약 부속서 A5-II 모델 양식 참조). 기준 제5.1.3조
제1항에 따라 RO에게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RO는 책임당국을 대신하여
서명한 적합선언서 제1부와 RO가 증명할 수 있는 적합선언서 제2부를
첨부한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기준 제A5.1.3조제10항)[C5.1.f. “인정
단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참조].
책임당국이 작성하고 서명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합선언서 제1부는
국가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이행하는 관련 국내 법령들, 규칙들 또는
기타 조치 사항들을 식별하고 있는 적합선언서 제1부의 주요 사항이다
[C5.1.k.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는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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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국의 서명이 있는 적합선언서 제1부의 표준양식은 상단에 선박의
특정 기재사항에 대한 공란(선명, IMO 번호, 총톤수)을 두고 미리 작성
되어 질 수 있다.
적합선언서의 작성 및 적합증서의 발급에 대하여 RO가 권한을 정식적
으로 기국으로부터 위임 받았다면, RO는 적합증서에 첨부하는 적합선언서
제1부를 발급할 수 있다.
C5.1.n.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원본은 반드시 선내에 보관
되어져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5.1.3조제12항은 “유효한 적합증서와 적합
선언서는 ...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본을, 요청에 따라, 국내법령에 따라 선원 ...”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유효한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 모두 선내에 비치(영어번역문과
함께)해야 하고, 하나의 사본은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의 원본과 사본 모두가 비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C5.1.o.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기준 제A5.1.3조제1항은 적합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하고 있다(제3항 관련). 이는 최대 기간이기 때문에, 기국 법령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책임당국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RO에게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여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같은 시기에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예방하고 IMO 협약들에 따라 발급된
다른 증서들의 유효기간과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5.1.p.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는가?
기국은 임시적합증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 제A5.1.3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a) 새로 도입한 선박의 인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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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적 변경 시, 또는
(c) 선박소유자가 운항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을 경우.
임시적합증서는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 책임당국 또는 정식
으로 위임 받은 RO에 의해서 단일 선박[C5.1.r.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될 수 있는가? 참조]에 단 한 번만 발급되어 질 수 있다. 임시적합
증서의 양식 모형은 해사노동협약의 부록 A5-II에 포함되어 있다. 임시
적합증서는 단지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 발급된다.
(a) 14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우 내에서 선박에
대하여 검사가 됨[C5.1.h. 검증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참조];
(b)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책임당국 또는 RO에게 증명함;
(c) 선장은 협약의 요건과 협약의 이행을 위한 책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음; 그리고
(d) 적합선언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책임당국 또는 RO에 제출됨
[C5.1.q.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에는 반드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참고].
C5.1.q.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에는 반드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기준 제A5.1.3조제8항에 따라 적합선언서는 임시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발급될 필요가 없다.
C5.1.r.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될 수 있는가?
기준 제A5.1.3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임시적합증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6개월의 유효
기간을 가지는 증서의 발급 이후에는 다시 임시적합증서가 발급되어
질 수 없다.

680

C5.1.s.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언제 실효되는가?
협약 기준 제A5.1.3조제14항은 적합증서가 실효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관련 검사가 해사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b) 중간검사 후 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
(c) 기국이 변경된 경우;
(d)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중단한 경우; 그리고
(e) 해사노동협약의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또는 설비에 실질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C5.1.t.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취소될 수 있는가?
기준 제A5.1.3조제16항 및 제17항은 선박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요청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 적합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C5.1.s.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언제 실효되는가?
참조].
C5.1.u. “인정 단체"의 변경이 현재 발급된 증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가?
규정 제5.1.1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설립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검사의 시행 또는 증서 발급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데 적임이며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공적 기관 또는 다른 단체(타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타 회원국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
에도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기국은 검사와 증서발급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과는 상관없이 전적
으로 책임이 있으므로[C5.1.b. 기국은 그들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가?
참조], RO의 변경은 이미 발급된 증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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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v.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 모델이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A5.1.4조제7항에서 검사관들은 수행하여야
할 직무들에 관한 명확한 지침들을 받고 적절한 자격증명서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삼자간 전문가 회의에서는 해사
노동협약 제5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를 돕기 위하여 “해사노동
협약의 기국 검사관을 위한 지침63)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사노동협약과
함께 ILC에 의해서 채택한 결의서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결의서에서는
국가 간에 관련 규정에 따른 기국 책임의 통일되고 조화된 이행에 따라
협약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고, 해운산업의 특성상 기국 검사관들이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지침들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기국검사에 관한 해당 국가만의 지침을 가질 수도 있다.
국제 지침은 그러한 각 회원국의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다.
C5.1.w. “기국 검사관"은 선박이 항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기준 제A5.1.4조제7항에서 검사관들은 수행하여야 할 직무들에 관한
명확한 지침들을 받고 적절한 자격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권한;
(b)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시험, 검사 및 문의하는 권한; 그리고
(c)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것을 요구하고, 부적합사례가 이 협약에 규정된
건(선원의 권리 포함)에 중대한 위반이 되거나, 선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권한.
C5.1.x. “선내불만처리절차"란 무엇인가?
규정 제5.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들에는 이 협약의 요건들(선원의
63)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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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포함)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선내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요건
들은 검사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14가지 항목들 중 한 가지이다[C5.1.h.
검증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참고].
C5.1.y.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A5.1.5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선내불만처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법령들 또는 규칙들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이다. 지침 제B5.1.5조제1항은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
으로, 책임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러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적절한 선내 불만처리
절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에 적절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약 지침 B5.1.5조 1문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책임당국 [A25. “책임
당국”은 누구인가? 참조]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
하고 잘 문서화된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
C5.1.z. 선내불만처리절차의 모델은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에는 선내불만처리절차의 모델이 없으나, 규정 제5.1.5조와
기준 제A5.1.5조에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불만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장
이나 적절한 외부 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한 희생을 방지하는 장치와
공평한 조언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대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다. 지침 제B5.1.5조
[A12. “코드 - 파트 B 지침”의 중요도는? 참조]에서는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수립을 위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세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C5.1.a.a. 선원은 선박의 선내불만처리절차 사본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의 사본 1부와 함께 선박에서 적용 가능한

683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사본 1부를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한다(기준 제A5.1.5조
제4항) [C2.1.b.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승무 중인 선원에게 서명된
선원근로계약서 원본의 사본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가? 참고].
C5.1.b.b. 선원은 항상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해야 하는가?
선내불만처리절차는 가능한 낮은 단계에서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나, 선원이 선장 또는 선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적절한 외부 당국에도 불만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기준 제A5.1.5조제2항).
C5.1.c.c. 선원은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기국의 책임당국 또는
검사관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가?
[C5.1.b.b. 선원은 항상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해야 하는가? 참조]
C5.1.d.d. 해양사고 발생 시, 공식적인 조사가 이행되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1.6조제1항에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대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C5.1.e.e. 선원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선원 거주국 또는 기국의 책임당국
주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 당국에 관한 정보(국가의 다른
정보 포함)는 ILO 웹사이트의 “해사노동협약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64) 책임 당국은 불만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C5.1.f.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해사노동적합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만이 자국의 국기를 게양
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하여 유효한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사노동

64)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LC 2006 database(국가명 선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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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협약 준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증서는 해사노동협약에 의한 문서가 아니다. 한편,
항만국은 이러한 문서들을 고려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문서들이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C5.1.g.g. 만약 항해 중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
해사노동협약은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IMO 협약들의 선박 검사
및 증서 발급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서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선박소유자가 갱신검사와
연계하여 항해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C5.2. 항만국의 책임
C5.2.a. "항만국"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해당 국가의 책임당국을 말한다. 항만국은 주로 선박과 승무
상태를 검사하는 형태(종종 “항만국 통제”라 불림)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해사노동협약의 본문 제1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항만국은 기국에 의한 검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국의 검사를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이런 중요한 역할은 해사노동협약이 본문 제5장제4항 및 제7항
에서 언급하고 있다. 어느 한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통제
하는 목적으로서의 기국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국이 될 수 있다.
C5.2.b. “항만국 점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관의 점검 목적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한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이다.
C5.2.c. “항만국 통제"란 무엇인가?
항만국 통제란 자국에 입항하는 다른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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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항만국의 통제(점검)와
관련하여 어느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공조 체계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러한 초기의 지역 공조 체계 웹사이트에서는:
... 항만국 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Paris MOU)은 24개 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해사당국간의 행정 협정이다. 1978년 서유럽의 다수 해사당국은 “헤이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ILO 협약 제147호에서 요구하는 선내 근로환경 및 조건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해각서가 발효되고 난 직 후인 1978년 3월, 프랑스의
브리타니 연안에서 초대형원유운반선인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호의 좌초로
인한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유럽 내에서 선박의 안전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정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공공적 요구로 이어졌으며, 결과 보다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해상에서의 안전
■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
■ 선상에서의 생활 및 근로조건
결과적으로, 새로운 항만국 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the 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이하 "Paris MOU"라 한다)가 1982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4개국 유럽 국가 장관회의에서 서명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1982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 Paris MOU는 IMO에서 마련한 새로운 안전 및 해양 환경
요건을 수용하고 선원 근로 및 생활 요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위원회는 27개국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65)

IMO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66)
IMO가 밝힌 이러한 점검들은 원래 기국의 협약 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생겨났지만,
특히 지역적으로 조직된 경우, 이러한 점검들의 효과는 매우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에 입항하는 어느 선박은 귀항하기 전에 보통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도
입항할 것이며, 만약 상호 협조 하에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선박이 점검되어야 하나, 불필요한 점검으로 선박이 지연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선박의 기준 준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국에게 있으며, 항만국
통제 점검은 기준미달선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한다. IMO는 지역적
항만국 통제 조직의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럽 및 북대서양(Paris MOU),
아시아 및 태평양(Tokyo MOU), 남아메리카(Acuerdo de Vina del Mar), 카리브해(Carribean
MOU), 서아프리카 및 중아프리카(Abuja MOU), 흑해(Black Sea MOU), 지중해
(Mediterranean MOU), 인도양(Indian Ocean MOU)와 걸프만(GCC MOU - Riyadh MOU)의
전 세계를 관할하는 항만국 통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65) https://www.parismou.org/about-us/history.에서 확인 가능
66) http://www.imo.org/OurWork/MSAS/Pages/PortStateControl.aspx.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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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2.d. 항만국은 모든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점검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2.1조제1항은 운항의 정상적인 과정 또는
운항 상의 이유로 ILO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은
협약의 본문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여건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지도 모른다(may)”에서 나타내듯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은
해사노동협약에서 의무적인 규정보다는 자유재량에 의한 사항이다.
C5.2.e. 항만국 통제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관리들"이란 누구인가?
해사노동협약은 권한 있는 관리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부여된 관리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국가
이행차원에서의 문제가 된다.
2008년 9월에 있었던 삼자간 전문가 회의는 한 국가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관을 돕고자 해사

노동협약의 항만국 통제관 점검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67)을 채택하였다[A14. “2008년 ILO 기국ㆍ항만국 검사
지침서”의 중요도는? 참조]. 동 지침에서는 다음의 3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2 항만국통제관
30. 이 협약에 따른 항만국 통제 점검은 "권한을 부여받은”자에(규정 제5.2.1조
제3항)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지침에서는 “항만국
통제관”이란 용어가 채택되었다. 이는 이러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국의 책임
당국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선장 및 선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인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1. 항만당국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32. 이 협약에서는 항만국 통제관에 대한 특정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항만국
67) ILO의 해사노동협약 웹사이트 www.ilo.org/mlc에서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s"이라는 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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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이 협약 및 “ ... 항만국 통제 점검을 규율하는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조항 ... ”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규정 제5.2.1조 제3항). 이는 항만국 통제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격 및 훈련에 관한 현행 요건 및 국제적 지침과 일반적으로 관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68)

C5.2.f. 권한 있는 관리들에게 제공하거나 항만국 점검 및 감시 시스템을 위한
지침 또는 모델이 있는가?
2008년 9월에 있었던 삼자간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 국가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항만국 통제관을 돕고자 해사노동협약의

항만국 통제관 점검을 위한 지침이 채택되었다[A14. “2008년 ILO 기국
ㆍ항만국 검사지침서”의 중요도는? 참조]. 사실, 항만국 통제관을 위한
국제 지침서와 관련된 국내 지침서의 개발 요구는 협약 내에서 예견되었다.
협약은 본문 제1조에서 “회원국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
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규정 제5.2.1조제3항에서 “점검은 회원국내 항만국 통제
점검에 적용되는 코드의 규정이나 다른 국제 지침에 따라 권한 있는
관리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제5.2.1조제7항에서 “각 회원국은 기준 제5.2.1조제6항의 선박에
대한 정당한 출항 정지 사유에 대하여 파트 B에서 언급하는 사항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지침 제B5.2.1조
제3항에서 “회원국은 점검 방침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침, 특히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시하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는데 최대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국 통제관을 위한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중요했다. 그러나, 여러 국제해사 협약과 해사노동
협약 뿐만 아니라 관련된 IMO 협약에 따라 국가 간의 협력과 점검의
교류를 포함한 항만국 통제 점검에 대한 통일화된 접근은 진행 중인
과정이다.

68) IMO 결의서 A.787(19)의 제2.5장, Paris MOU의 부속서 제7장과 IMO에서 채택한 항만국
통제관 실무 예시에 관한 코드(the Code of good practice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참조(개정 여부 확인 필요). 기국 검사관과 관련한 해사노동협약의 규정(규정
제A5.1.4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은 항만국의 책임당국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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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2.g. 항만국 통제 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항만국 통제관에 의한 점검의 목적은 선박이 협약의 요건들(선원의
권리 포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본문 제4조제5항).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여건(규정 제5.2.1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이
요건들은 이 협약의 본문 및 규정 그리고 코드 A(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의 코드 B는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은 협약의 제5장 부록 A5-III에 기재된 선박에서의 거주 및
생활 여건 (기준 제 A5.2.1조제 2항 )과 관련한 14개 사항들 [C5.1.h. 검증
받아야 하는 14가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참조]이며, 이는 협약의
관련 요건들을 준수함으로써 기국이 인증한다. 그러나 항만국 통제관은
협약과 관련된 근로 및 생활 기준과 관련한 기타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규정 제5.2.1조제1항).
협약 요건들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들은 이 협약에 따라 관련 기국의
국내법령들 또는 규칙들 또는 단체협약 또는 기타 조치들로 규정되어야
한다. 적합증서를 갖춘 선박의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14개 사항을 이행
하기 위해 채택된 관련 국내 기준의 개요를 적합증서에 첨부된 적합
선언서의 제1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14개 사항(해사노동협약의
부록 제A5-I에 열거되어 있음)에 대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에 의한 14개 사항들(부록 제A5-III에 열거되어 있음)과 동일하다.
아래에서 기술한 것처럼,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는 선박이 협약의 요건들
(선원의 권리 포함)을 준수한다는 추정적 증거로서 검사 프로세서의 출발점이
된다.
항만국 통제관은 자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처리 및 조사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만약 불만사항의
처리가 그들의 역할이 아닌 경우, 불만사항 처리담당자에게 선원을 안내
하거나 또는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C5.2.h. 선박의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는 선박이 협약의 요건들을 준수한다는 추정적 증거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항구에서의 점검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증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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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선언서의 검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a) 필수 문서가 작성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작성된 문서가 본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b) 선내 근로 및 생활 기준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또는
(c) 선박이 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d) 선내의 특정 근로 및 생활 기준이 협약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기의 경우, 상세점검은 선내 근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될 수 있다. 그러한 점검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결함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거나 주장된 선내 근로 및 생활 여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관리
들이 일체의 결함이 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 포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발견한 경우에 수행되어야 한다
[C5.2.j. 14가지 인증 항목 외의 문제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조].
C5.2.i.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항만국에 의해 언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는 협약에 따라 적합증서와
적합선언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다[A4. "비차별" 개념의 뜻은 무엇인가? 참조].
C5.2.j. 14가지 인증 항목 외의 문제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준 제A5.2.1조제1항은 특정한 선박에서의 근로 및 생활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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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의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상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노동협약의
어느 요건이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국 검사나 항만국 통제 점검의
대상이 되는 14가지 항목들 외의 요건과 관련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다.
C5.2.k. 기준 제5.2.1조 따른 불만은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기준 제A5.2.1조제3항에서는 “불만”이란 선원, 전문기구, 협회, 노동
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선내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제기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5.2.l.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 권한 있는 항만국 통제관에 의하여 출항이 정지될
수 있나?
기준 제A5.2.1조제6항과 제8항에서 “권한 있는 관리들은 이 협약의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되는 선박에
대하여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 선내의 조건이 선원이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b) 부적합사항이 이 협약 요건들(선원의 권리 포함)의 심각한 또는 반복
적인 위반이 되는 경우.
이러한 선박의 출항 정지는 상기의 부적합 사항이 시정조치 될 때
까지 또는 권한 있는 관리들에 의해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락하고 조치계획이 신속한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될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준 제A5.2.1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경우, 각 회원국은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기준 제A5.2.1조제8항 참조).
C5.2.m. “육상불만처리절차"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2.2조에 따라 이 협약 요건들(선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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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에 의해 제기된 불만은 기준 제A5.2.2조에
따라 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에 있는 권한 있는 관리
들에게 보고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기준 제A5.2.2조제7항), 권한 있는 관리
들은 불만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불만이 선내 수준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항만국 통제관에 의한 상세 점검의 대상 문제가 아닌
경우, 항만국 통제관은 조언과 시정조치계획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국의
책임당국에 연락하여야 한다. 기국으로부터 회신이 없고 해당 불만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은 불만을 기록한 서류의 사본을 ILO 사무
총장과 해당 항구에 있는 적절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게도 송부
하여야 한다.
C5.2.n. 누가 “육상불만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는가?
규정 제5.2.2조제1항에서 각 회원국은 회원국의 영해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승선 중인 선원들이 협약 요건들(선원의 권리 포함)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만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회원국은
항만국이다.
C5.2.o. 누가 육상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나?
기준 제A5.2.2조제1항은 협약 요건들(선원의 권리 포함)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은 육상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마 그러한 불만사항은 선원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C5.2.p. 육상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관리들이란 누구인가?
해사노동협약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항만국 통제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관리들이 될 수 있다.
C5.2.q. 불만 사항은 비밀인가?
기준 제A5.2.2조제7항은 선원이 제기한 불만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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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2.r.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 유효기간 지난 해사노동적합
증서 또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또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 통제 점검보고서에 결함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유효한 적합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준국의 선박이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적합증서를
소지하는 경우 이는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국의 법령을 위반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사노동협약의 항만국 통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항만국 통제 점검 중 상세
점검의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항만국 통제 협정서에
따라 유효한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은 결함으로 고려된다.
C5.3. 선원공급 책임(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C5.3.a. “선원공급 책임”이란 무엇인가?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5.3조는 협약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선원공급 책임”이라는 불리는 사항의 집행에 대한 의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문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도 이행
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선원직업소개소의 규정과 사회보장의 규정이 포함
된다. 규정 제5.3조와 코드는 법적 이행의 형태를 특정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협약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의무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은 적어도 규정 제4.5조에 대한 의무의 이행이 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선원직업소개소 등 선원공급 책임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회원국의
효과적인 검사 및 감시시스템의 설치
■ 자국민이거나 자국 내 거주민이거나 자국의 영토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의 이행
■ ILO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검사 및 감시시스템에 관한
정보의 보고[A4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ILO에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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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 책임당국 및 선원ㆍ선박소유자 단체 연락망
□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의 책임당국 현황
◆ Algeria (Ratification date: 2016-7-22): No data found
◆ Antigua and Barbuda (Ratification date: 2011-8-11)
Name: Antigua and Barbuda Department of Marine Services and
Merchant Shipping (ADOMS)
Address: Corner of Popeshead and Dickenson Bay Streets, P.O. Box
1394, St. John's
Website: http://abregistry.ag/
Tel: +1-268-462-1273
PIC: Deputy Director(Technical and Registry Affairs)
Contact email: marineserv@candw.ag
◆ Argentina (Ratification date: 2014-5-28): No data found
◆ Australia (Ratification date: 2011-12-21)
Name: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
Address: AMSA Head Office, Information Centre, 82 Northbourne
Avenue, Braddon ACT, 2612
Website: http://www.amsa.gov.au/
Tel: +61-2-6279-5000
◆ Bahamas (Ratification date: 2008-2-11)
Name: The Bahamas Maritime Authority
Address: Shirlaw House, 87 Shirley Street, PO Box N-4679, Nassau
Website: http://www.bahamasmaritime.com/
Tel: +1-242-356-5772
◆ Bangladesh (Ratification date: 2014-11-6): No data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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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ados (Ratification date: 2013-6-20)
Name: Ministry of Labour
Address: 3rd Floor West, Warrens Office Complex, St. Michael
Website: https://labour.gov.bb
Tel: +1-246-310-1400
◆ Belgium (Ratification date: 2013-8-20)
Name:

Federal

Public

Service

Mobility

and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Address: City Atrium, Vooruitgangstraat 56, Brussels, 1210
Tel: +32-(0)-2-277-31-11
◆ Belize (Ratification date: 2014-7-8)
Name: International Merchant Marine Registry of Belize (IMMARBE)
Address: Marina Towers, Suite 204, Newton Barracks, Belize City
Website: http://www.immarbe.com/
Tel: +501-223-5026
◆ Benin (Ratification date: 2011-6-13)
Name: Ministry of Labour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Benin
◆ Bosnia and Herzegovina (Ratification date: 2010-1-18)
Name: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
Address: Marka Marulića 2, Sarajevo, 71000
Website: http://www.fmrsp.gov.ba/s/index.php
Tel: +387-33-661-782
◆ Bulgaria (Ratification date: 2010-4-12)
Name: Bulgarian Maritime Administration (BMA)
Address: Diakon Ignatii Str., 9. - 1000, Sofia
Website: http://www.marad.bg
Tel: +359-2-930-09-10
◆ Cabo Verde (Ratification date: 2015-10-6): No data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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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Ratification date: 2010-6-15)
Name: Transport Canada, Safety and Security
Address: 330 Sparks Street, 11th floor (AMS), Place de Ville, Tower C,
Ottawa, K1A 0N8
Website: http://www.tc.gc.ca/eng/marine-menu.htm
Tel: +1-613-998-0610
PIC: Donald Roussel, Director General
Contact email: donald.roussel@tc.gc.ca
◆ China (Ratification date: 2015-11-12): No data found
◆ Congo (Ratification date: 2014-3-26): No data found
◆ Croatia (Ratification date: 2010-2-12)
Nam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ddress: Prisavlje 14, HR-10000, Zagreb
Tel: +385-(0)-1-6169-250
PIC: Igor Butorac, Assistant Minister
Contact email: igor.butorac@pomorstvo.hr
◆ Cyprus (Ratification date: 2012-7-20)
Nam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Works

Department

of

Merchant Shipping (DMS)
Address: P.O. Box 56193, Lemesos
Website: http://www.mcw.gov.cy/mcw/mcw.nsf/mcw11_en/mcw11_en?Open
Document
Tel: +357-25-823715
PIC: DMS/CYPRUS - MLC, 2006 CONTACT POINT
Contact email: mlc@dms.mcw.gov.cy
◆ Denmark (Ratification date: 2011-6-23)
Name: Danish Maritime Authority
Address: Carl Jacobsens Vej 31, Valby
Website: http://www.dma.dk/
Tel: +45-913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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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onia (Ratification date: 2016-5-5): No data found
◆ Faroe Islands(Denmark) (Ratification date: 2013-7-9)
Name: The Faroese Maritime Authority
Website: http://www.fma.fo/
◆ Fiji (Ratification date: 2014-10-10)
Name: The 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 (MSAF)
Address: Level 4 Kadavu House, 414 Victoria Parade, Suva
Website: http://www.msaf.com.fj
Tel: +679-331-5266
◆ Finland (Ratification date: 2013-1-9)
Nam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Address: Aleksanterinkatu 4, P.O. Box 32, FI-00023 GOVERNMENT,
Helsinki, Finland
Website: https://www.tem.fi/?l=en
Tel: +358-29-506-0001
◆ France (Ratification date: 2013-2-28)
Name: Direction des affaires maritimes (DAM)
Address: Grande Arche, Paroi Sud, Paris-La-Défense Cedex, 92055
Website: http://www.mer.gouv.fr
Tel: +33-1-40-81-21-22
◆ New Caledonia(France) (Ratification date: 2013-2-28)
Name: Direction des Affaires Maritimes
Address: 2 bis, rue Félix Russeil, BP. 36, Noumea Cedex, 98845
Website: http://www.affmar.gouv.nc/portal/page/portal/affmar/
Tel: +687-27-26-26
◆ Gabon (Ratification date: 2014-9-25): No data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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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Ratification date: 2013-8-16)
Name: Berufsgenossenschaft fuer Transport und Verkehrswirtschaft (BG
Verkehr)
Address: Dienststelle Schiffssicherheit der BG Verkehr, Brandstwiete 1,
Hamburg, D-20457
Website: http://www.dienststelle-schiffssicherheit.de/
Tel: +49-40-36137-0
Contact name: ISM / ILO Department
Contact email: mlc@bg-verkehr.de
Contact Fax: +49-40-36137-204
PIC: Capt. Tilo Berger
Contact email: tilo.berger@bg-verkehr.de
Contact telephone: +49-40-36137-213
Contact Fax: +49-40-36137-204
◆ Ghana (Ratification date: 2013-8-16)
Name: The Ghana Maritime Authority (GMA)
Address: No. E354/3, 3rd Avenue, East Ridge, Ministries Post Office,
Accra, PMB 34
Website: http://www.ghanamaritime.org
◆ Greece (Ratification date: 2013-1-4)
Name: Ministry of Shipping, Maritime Affairs & the Aegean
Address: Akti vaseliadi, Gates E1-E2, Piraeus, 18510
Website: http://www.yen.gr
Tel: +30-210-419-1442
◆ Honduras (Ratification date: 2016-6-6): No data found
◆ Hungary (Ratification date: 2013-7-31)
Name: National Transport Authority, Road, Railway and Shipping
Authority, Department for Shipping
Address: Teréz krt. 62, Budapest, H-1066
Website: http://www.nkh.gov.hu/web/english/shipping
Tel: +36-1-47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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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 (Ratification date: 2015-10-9): No data found
◆ Iran, Islamic Republic of (Ratification date: 2014-6-11)
Name: Director General of Marine Operation & Maritime Safety
Website: http://maritimeaffairs.pmo.ir/en/home
Tel: +98-21-84932141
◆ Ireland (Ratification date: 2014-7-21)
Name: The Marine Survey Office (MSO) of the Irish Maritime
Administration (IMA)
Address: Department of Transport, Tourism and Sport, Leeson Lane,
Dublin 2
Website: http://www.dttas.ie/maritime/english/marine-survey-office-mso
Tel: +353-01-6783461
◆ Italy (Ratification date: 2013-11-19)
Name: Ministry of Transport - Directorate General for the supervision
of port authorities, port facilities and maritime transport and
inland waterways
Address: Viale dell'Arte, 16, Rome, 00144
Website: http://www.mit.gov.it/mit/site.php
Tel: +39-06-5908-4205
◆ Japan (Ratification date: 2013-8-5)
Nam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LIT)
Address: 2-1-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8
Website: https://www.mlit.go.jp/en/index.html
Tel: +81-3-5253-8111
◆ Jordan (Ratification date: 2016-4-27): No data found
◆ Kenya (Ratification date: 2014-7-31)
Name: Kenya Maritime Authority
Address: Momb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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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http://www.kma.go.ke
Tel: +254-041-2318398, +254-041-2318399
◆ Kiribati (Ratification date: 2011-10-24)
Name: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ransport, Marine
Division
Address: Betio P.O. Box 487, Tarawa
Tel: +686-26-468-150
◆ Korea, Republic of (Ratification date: 2014-1-9)
Nam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ddress: Sejong Government Complex, 94, Dasom 2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30110
Website: http://www.mof.go.kr/eng/index.do
Tel: +82-44-200-5555
◆ Latvia (Ratification date: 2011-8-12)
Name: Latvian Maritime Authority
Address: 5 Trijadibas Str., Riga, LV-1048
Website: http://www.lja.lv/en/
Tel: +371-6706-2101
◆ Lebanon (Ratification date: 2013-2-18): No data found
◆ Liberia (Ratification date: 2006-7-7)
Name: The Liberian International Ship & Corporate Registry (LISCR)
Address: 8619 Westwood Center Drive, Suite 300, Vienna, 22182, VA
Website: http://www.liscr.com/liscr
Tel: +703-790-3434
Contact name: Mr. Cedric D'Souza
Contact mail: mlc@liscr.com
Name: Ministry of Labour
Address: P.O. Box 10-9040, Monrovi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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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iberia Maritime Authority (LMA)
Address: Tubman Boulevard, Sinkor, Monrovia
Website: http://maritimeliberia.com/
Tel: +231-77-206-108
◆ Lithuania (Ratification date: 2013-8-20)
Name: The Lithuanian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Address: J. Janonio str. 24, Klaipėda, 92251
Website: http://www.msa.lt/en/home-page.html
Tel: +370-46-469-602
◆ Luxembourg (Ratification date: 2011-9-20)
Name: Luxembourg Maritime Administration
Address: 19-21, Boulevard Royal, L-2449
Website: http://www.maritime.lu/
Tel: +352-2478-4453
◆ Malaysia (Ratification date: 2013-8-20)
Name: Marine Department of Malaysia
Address: P.O. Box 12 Jalan Limbungan, Port Klang, Selangor, 42007
Website: http://www.marine.gov.my/jlmeng/index.asp#.V2vsL_l95pg
Tel: +603-3346-7777
◆ Maldives (Ratification date: 2014-10-7): No data found
◆ Malta (Ratification date: 2013-1-22)
Name: Transport Malta, Ports & Yachting Directorate
Address: Malta Transport Centre, Marsa, MRS 1917
Website: http://www.transport.gov.mt/ports-marinas
Tel: +356-21222203
◆ Marshall Islands (Ratification date: 2007-9-25)
Name: Marshall Islands Maritime and Corporate Administrators, Inc.
c/o International Registr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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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Attn:

Regulatory

Affairs,

11495

Commerce

Park

Drive,

Reston, VA, 20191-1506
Website: http://www.register-iri.com/
Tel: +1-703-620-4880
◆ Mauritius (Ratification date: 2014-5-30): No data found
◆ Mongolia (Ratification date: 2015-9-1): No data found
◆ Montenegro (Ratification date: 2015-2-3): No data found
◆ Morocco (Ratification date: 2012-9-10)
Name: Ministry of Equipment and Transport
Address: Boulevard Houphouet Boigny, Casablanca
Website: http://www.equipement.gov.ma/Pages/accueil.aspx
◆ Netherlands (Ratification date: 2011-12-13)
Name: Netherlands Shipping Inspectorate (NSI)
Website: http://www.ilent.nl/
Tel: +31-088-489-00-00
Nam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Address: Anna van Hannoverstraat 4, BJ Den Haag, 2595
Website: http://www.government.nl/ministries/szw
Tel: +31-77-465-67-67
◆ Curacao(Netherlands) (Ratification date: 2014-4-14): No data found
◆ New Zealand (Ratification date: 2016-3-9): No data found
◆ Tokelau(New Zealand) (Ratification date: 2016-3-9): No data found
◆ Nicaragua (Ratification date: 2013-12-20): No data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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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eria (Ratification date: 2013-6-18)
Name: The Nigerian Maritime Administration and Safety Agency (NIMASA)
Address: Maritime House, #4, Burma Road, Apapa 5804800 - 4, Lagos
Website: http://www.nimasa.gov.ng/
Tel: +234-5452843, +234-5450885
◆ Norway (Ratification date: 2009-2-10)
Name: Norwegian Maritime Authority (NMA)
Address: P.O.Box 2222, Haugesund, NO-5509
Website: http://www.sjofartsdir.no/en/
Tel: +47-52-74-50-00
◆ Palau (Ratification date: 2012-5-29)
Name: Palau International Ship Registry
Address: 16701 Greenspoint Park Drive, Suite 155, Houston, TX, 77060
Website: http://www.palaushipregistry.com/
Tel: +1-281-876-9533
◆ Panama (Ratification date: 2009-2-6)
Name: Panama Maritime Authority
Address: PanCanal Building, Ave. Omar Torrijos Herrera-Albrook, 0843
Balboa Ancón, 0533, Panama City
Website: http://www.amp.gob.pa
Tel: +507-501-5050
Contact email: labormar@amp.gob.pa, mlcsegumar@amp.gob.pa, mlc
@segumar.com
◆ Philippines (Ratification date: 2012-8-20)
Name: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Address: Blas F. Ople Building, Ortigas Avenue corner EDSA, Mandaluyong
City
Website: http://www.poea.gov.ph/
Tel: +63-722-11-44
Nam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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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5/f DOLE Building, Gen. Luna Wing, Intramuros, Manila
Website: http://www.dole.gov.ph/
Tel: +63-527-3456
PIC : Marc Igual
Contact email : ppdd.bwc@gmail.com
Name: Maritime Industry Authority (MARINA)
Address: 984 Parkview Plaza, Taft Avenue corner Kalaw Street, Manila
Website: http://www.marina.gov.ph/
◆ Poland (Ratification date: 2012-5-3)
Name: Ministry of Maritime Economy and Inland Navigation
Address: Department of Maritime Economy, Nowy Świat 6/12, Warsaw,
00-400
Website: https://mgm.gov.pl/
◆ Portugal (Ratification date: 2016-5-12): No data found
◆ Romania (Ratification date: 2015-11-24): No data found
◆ Russian Federation (Ratification date: 2012-8-20)
Name: Ministry of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MINTRAS)
Address: ul.Rozhdestvenka, 1, p.1, Moscow, 109012
Website: http://www.mintrans.ru
Tel: +7-495-626-1010
◆ Saint Kitts and Nevis (Ratification date: 2012-2-21)
Name: St. Kitts & Nevis International Ship Registry
Address: Stolt-Nielsen House, 1-5 Oldchurch Road, Romford, Essex,
RM7 0BQ
Website: http://www.stkittsnevisregistry.net/index.html
Tel: +44-(0)1708-380400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Ratification date: 2010-11-9)
Name: St. Vincent & the Grenadines Maritim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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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Cruise Ship Berth, P.O. Box 2857, Kingstown
Website: http://www.svg-marad.com/home.asp
Tel: +1-784-456-1378
◆ Samoa (Ratification date: 2013-11-21): No data found
◆ Serbia (Ratification date: 2013-3-15)
Name: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 Sector
for Water Transport and Safety of Navigation
Address: Nemanjina 22-26, Belgrade, 11000
Website: http://www.mgsi.gov.rs/cir
Tel: +381-011-3621-698
◆ Seychelles (Ratification date: 2014-1-7): No data found
◆ Singapore (Ratification date: 2011-6-15)
Nam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PA)
Address: MPA Shipping Division, 460 Alexandra Road, #21-00, PSA
Building, 119963
Website: http://www.mpa.gov.sg/
Tel: +65-6375-6224
◆ Slovenia (Ratification date: 2016-4-15): No data found
◆ South Africa (Ratification date: 2013-6-20)
Name: South African Maritime Safety Authority (SAMSA)
Address: 146 Lunnon Road Cnr Jan Shoba & Lunnon Road, Hillcrest,
Pretoria. 0183
Website: http://www.samsa.org.za/
Tel: +27-(0)-12-366-2600
◆ Spain (Ratification date: 2010-2-4)
Name: Ministry of Development, Director General of the Merchant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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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C/ Ruiz de Alarcón, 1, Madrid, 28071
Website: http://www.fomento.es/MFOM/LANG_CASTELLANO/DIRECCIONES_GENERALES/
MARINA_MERCANTE/NAUTICA_DE_RECREO/Organizacion_administrativa/DGM
M/default.htm?lang=en

Tel: +34-91-597-90-57
◆ Sweden (Ratification date: 2012-6-12)
Name: Swedish Transport Agency
Address: SE-601 73 Norrkoping
Website: http://www.transportstyrelsen.se/en/
Tel: +46-771-503-503
◆ Switzerland (Ratification date: 2011-2-21)
Name: Swiss Maritime Navigation Office (SMNO)
Address: Elisabethenstrasse 33, Basel, CH-4010
Website: http://www.eda.admin.ch/eda/en/smno/trasea.html
Tel: +41-(0)-61-270-91-20
◆ Thailand (Ratification date: 2016-6-7): No data found
◆ Togo (Ratification date: 2012-3-14)
Name: Togo Maritime Administration
Name: Directorate of Maritime Affairs - International Ship Registry
Address: IRB-Greece 110-112 Notara St., Piraeos, Greece, 185-35
Website: http://www.togoregistrar.com/index.html
Tel: +228-00362104528361
◆ Tuvalu (Ratification date: 2012-2-16)
Name: Tuvalu Ship Registry
Address: Vaiaku, Funafuti
Website: http://www.tvship.com/EN/Default.aspx
◆ United Kingdom (Ratification date: 2013-8-7)
Name: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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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Spring Place 105 Commercial Road, Southampton, Hants,
SO 15 1EG
Website: http://www.dft.gov.uk/mca
Tel: +44-02380-329100
◆ Bermuda(United Kingdom) (Ratification date: 2014-5-2): No data found
◆ Cayman Islands(United Kingdom) (Ratification date: 2014-2-13)
Name: Maritime Authority of the Cayman Islands - Cayman Islands
Shipping Registry (CISR)
Address: 3rd Floor, Kirk House, 22 Albert Panton Street, George
Town, Grand Cayman, Cayman Islands, Box 2256
Website: http://www.cishipping.com/portal/page/portal/srghome
Tel: +345-949-8831
◆ Gibraltar(United Kingdom) (Ratification date: 2013-8-7)
Name: Gibraltar Maritime Administration (GMA)
Address: Watergate House 2/8 Casemates Square, P.O. Box 71
Website: http://www.gibraltarship.com/
Tel: +350-200-47771
◆ Isle of Man(United Kingdom) (Ratification date: 2013-8-7)
Name: Isle of Man Ship Registry
Address: St Georges Court, Upper Church Street, Douglas, Isle of
Man, IM1 1EX
Website: http://www.gov.im/ded/shipregistry/MLC/
Tel: +44-(0)-1624-688500
Contact email: marine.survey@gov.im
◆ Viet Nam (Ratification date: 2013-5-8)
Name: Viet nam Maritime Administration
Address: No. 8 Pham Hung - Mai Dich, Cau Giay - Ha Noi
Website: http://www.vinamarine.gov.vn/
Tel: +84-4-3768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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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구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Sectoral Activities Department
4 route des Morillons, CH-1211 Genève 22, Switzerland
Tel: +41-(0)-22-799-6503
Telex: 415647 ilo ch
Fax: +41-(0)-22-799-7050
E-mail: mlc@ilo.org, ilo@ilo.org, doumbia@ilo.org
Website: http://www.ilo.org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4 Albert Embankment, London SE! 7SR, United Kingdom
Tel: +44-(0)-20-7735-7611
Fax: +44-(0)-20-7587-3210
E-mail: info@imo.org
Website: http://www.imo.org

□ 선원 단체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Headquarters
ITF House
49-60 Borough Road, London, SE1 1DR
Tel: +44-(0)-20-7403-2733
Fax: +44-(0)-20-7357-7871
Email: mail@itf.org.uk
Website: http://www.itfseafar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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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al Offices
ITF African regional office
Joe Katende, ITF Regional Secretary
PO Box 66540-00800, Westlands, Nairobi, Kenya
Tel: +254-(0)-20-444-80-18 / +254-(0)-20-444-80-19
Fax: +254-(0)-20-444-80-20
Email: katende_joseph@itf.org.uk
Website: http://www.itfglobal.org/itf-africa/index.cfm
ITF African Francophone Office
Bayla Sow, ITF Francophone Coordinator
1036 Avenue Dimbdolobsom, 3rd floor ex immeuble CEAO, 11 BP 832,
Ouagadougou, Burkina Faso
Tel: +226-(0)-50-301-979
Fax: +262-(0)-50-333-101
Email: itfwak@fasonet.bf
ITF Asia / Pacific regional office
Mahendra Sharma, ITF Asia / Pacific Regional Secretary
12D College Lane, New Delhi, 110001 India
Tel: +91-(0)-11-2335-4408, +91-(0)-11-2335-7423, +91-(0)-11-2373-1669
Fax: +91-(0)-11-2335-4407
Email: itfindia@vsnl.com
Website: http://www.itfglobal.org/itf-asia/index.cfm
ITF Tokyo office
Tamachi Kotsu Building, 3-2-22 Shibaura, Minato-ku, Tokyo 108-0023,
Japan
Tel: +81-(0)-337-982-770
Fax: +83-(0)-337-694-471
Email: mail@itftokyo.org
Website: http://www.itftoky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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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Americas office
Antonio Rodriguez Fritz, ITF Inter-American Regional Secretary
Rua Francisco Sa No. 35, Salas 204-206, Copacabana, CEP: 22080-010,
Rio de Janeiro, RJ, Brazil
Tel: +55-(0)-21-2223-0410, +55-(0)-21-2223-0411
Fax: +55-(0)-21-2283-0314
Email: itf_americas@itf.org.uk
Website: http://www.itfglobal.org/itf-americas/index.cfm
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ETF)
Rue du Marché aux Herbes 105, Boîte 11, B-1000 Bruxelles
Tel: +32-(0)-2-285-4660
Fax: +32-(0)-2-280-0817
Email: etf@etf-europe.org
Website: http://www.itfglobal.org/etf/index.cfm
ITF Arab World Offices
Bilal Malkawi
Al-Husseini Group Commercial Building - 5th floor
Zahran Street (between 7th & 8th Circle), Amman 11821, P.O. Box 1392,
Jordan
Tel: +962-(0)-6-58-21-366
Fax: +962-(0)-6-55-39-448
Email: arab-world@itf.org.uk
Website: http://www.itfglobal.org/itf-arab-world/index.cfm
□ ITF Inspectors(KOREA)
Hye Kyung Kim (ITF Co-ordinator (F))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FKSU)
Room 201, Marine Centre B/D 79-1, 4-Ga Jungang-Dong, Busan
Tel: +82-(0)-2-716-2764
Fax: +82-(0)-2-702-2271
Mobile: +82-(0)-10-5441-1232
Email: kim_hk@itf.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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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FKSU)
□ 부산본부
(48936)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2(중앙동 4가) 마린센터 2층
TEL: +82-(0)-51-469-0401, +82-(0)-51-469-0402, +82-(0)-51-469-0403
FAX: 82-(0)-51-464-2762
E-mail: fksu@chol.com, fksuintern@gmail.com
Website: http://fksu.or.kr
□ 서울사무소
(04167)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도화동) 고려빌딩 203호
TEL: +82-(0)-2-716-2764, +82-(0)-2-716-2765, +82-(0)-2-716-2766
FAX: +82-(0)-2-702-2271
□ 인천사무소
(22354)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52(항동 7가) 마린페어 101호
TEL: +82-(0)-32-881-9880, +82-(0)-32-883-9880
FAX: +82-(0)-32-884-3228
◆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Korean Maritime Seafarers'
Unions, KMSU)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5층
TEL: +82-(0)-51-660-3590
FAX: 82-(0)-51-660-3595
E-mail: kmsu@kmsu.or.kr
◆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Korea Special Seafarers' Union, KSSU)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2층
TEL: +82-(0)-51-660-3500
FAX: 82-(0)-51-660-3530
E-mail: kssu@kss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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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 단체
◆ 한국선주협회
□ 본사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여의도동 14-34) 해운
빌딩 9층
Tel: +82-(0)-2-739-1551~7
Fax: +82-(0)-2-739-1558
E-mail: korea@shipowners.or.kr
Website: http://www.shipowners.or.kr
□ 부산사무소
(48935)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3번길 20(중앙동 4가) 마린페어빌딩
4층
Tel: +82-(0)-51-466-2925
Fax: +82-(0)-51-466-2960
◆ 한국해운조합
□ 본사
(0759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Tel: +82-(0)-2-6096-2000
Fax: +82-(0)-2-6096-2259
Website : http://www.haewoon.or.kr
□ 부산지부
(4873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초량동) 7층
Tel: +82-(0)-51-660-0200
Fax: +82-(0)-51-66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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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항동 7가 88)
Tel: +82-(0)-32-880-7510, +82-(0)-32-880-7550, +82-(0)-32-880-7570
Fax: +82-(0)-32-880-7519
□ 보령지부
(3349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신흑동)
Tel: +82-(0)-41-930-5000
Fax: +82-(0)-41-930-5005
□ 군산지부
(54007)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78-8(소룡동)
Tel: +82-(0)-63-472-2700
Fax: +82-(0)-63-472-2710
□ 목포지부
(58759)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항동)
Tel: +82-(0)-61-240-6021~3
Fax: +82-(0)-61-247-6081
□ 완도지부
(5912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항동)
Tel: +82-(0)-61-550-6012
Fax: +82-(0)-61-552-4207
□ 제주지부
(632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Tel: +82-(0)-64-720-8503
Fax: +82-(0)-64-72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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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부
(59735)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교동)
Tel: +82-(0)-61-640-4000
Fax: +82-(0)-61-663-1151
□ 통영지부
(53055)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서호동)
Tel: +82-(0)-55-645-2457
Fax: +82-(0)-55-644-5057
□ 거제지부
(5332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98(장승포동)
Tel: +82-(0)-55-244-5276
Fax: +82-(0)-55-245-6542
□ 울산지부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87-1(장생포동)
Tel: +82-(0)-52-261-8516
Fax: +82-(0)-52-261-8292
□ 포항지부
(377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항구동)
Tel: +82-(0)-54-245-1801
Fax: +82-(0)-54-245-1888
□ 동해지부
(25728) 주소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9(발한동)
Tel: +82-(0)-33-533-2904
Fax: +82-(0)-33-53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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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5층(중앙동 4가)
Tel: +82-(0)-51-660-3600~6
Fax: +82-(0)-51-463-8348
E-mail: kosma@kosma2020.or.kr
Website: http://www.kosma202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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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 lighting - mooring arrangements ------------------------------ 483
Adequate locker ------------------------------------------------------------- 436
Air conditioning ------------------------------------------------------------- 429
An international Maritime Training Guide ---------------------------------- 17
Anchoring devices ----------------------------------------------------------- 478
Asbestos fibres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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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sic pay ---------------------------------------------------------------------- 15
Basic wage -------------------------------------------------------------------- 15
Berth dimensions ------------------------------------------------------------ 413

(C)
Calculation and payment of wages ---------------------------------------- 396
Cleanliness ------------------------------------------------------------------- 420
Cleanliness of engine room ------------------------------------------------ 484
Cold room ------------------------------------------------------------------- 424
Cold room cleanliness ------------------------------------------------------ 424
Cold room temperature ---------------------------------------------------- 424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CBA) -------------------------------- 11, 372
Consolidated wage ----------------------------------------------------------- 15

(D)
Dangerous areas ------------------------------------------------------------ 45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340
Document of Compliance --------------------------------------------- 204, 206
Drainage ---------------------------------------------------------------------- 406

(E)
Electrical ---------------------------------------------------------------------- 453
Emergency cleaning devices ------------------------------------------------ 461
Engine Room Rating --------------------------------------------------------- 15
Entry dangerous spaces ---------------------------------------------------- 475
Exposure to harmful levels of ambient factors --------------------------- 492

(F)
Fitness for duty - work and rest hours ----------------------------------- 385
Food personal hygiene ----------------------------------------------------- 423
Food segregation ------------------------------------------------------------ 427
Food temperature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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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shings ------------------------------------------------------------------- 412

(G)
Galley ------------------------------------------------------------------------- 420
Gas instruments ------------------------------------------------------------- 458
Guards-fencing around dangerous machinery parts --------------------- 471

(H)
Handling room -------------------------------------------------------------- 420
Heating ----------------------------------------------------------------------- 429
Hospital accommodation --------------------------------------------------- 408
Hours of rest ------------------------------------------------------------------ 16
Hours of work ---------------------------------------------------------------- 16

(I)
IAMSAR manual --------------------------------------------------------------- 17
ILO -------------------------------------------------------------------------- 1, 11
IMO ------------------------------------------------------------------------- 2, 14
Insulation --------------------------------------------------------------------- 431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 17
Investigation after accident ------------------------------------------------- 501
ISM Code -------------------------------------------------------------------- 204
ITF의 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IBF) 단체협약서 ------------------- 378
ITF의 Total Crew Cost(TCC) 단체협약서 ----------------------------------- 377
ITF의 표준 단체협약서 ------------------------------------------------------ 376

(L)
Laundry ----------------------------------------------------------------------- 436
Legal documentation on work and rest hours --------------------------- 390
Lighting ----------------------------------------------------------------- 407, 452

(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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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협약 ----------------------------------------------------------------- 15
Measures to ensure transmission to seafarer's family ------------------- 399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 449
Medical care on board or ashore free of charge ----------------------- 451
Medical certificate ----------------------------------------------------------- 348
Medical chest ---------------------------------------------------------------- 441
Medical doctor -------------------------------------------------------------- 446
Medical Equipment ---------------------------------------------------------- 441
Medical fitness --------------------------------------------------------------- 381
Medical guide ---------------------------------------------------------- 441, 444
Messroom -------------------------------------------------------------------- 417
Minimum age ---------------------------------------------------------------- 375
Minimum head room ------------------------------------------------------- 416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 345

(N)
Night Working --------------------------------------------------------------- 380
No direct openings into sleeping rooms cargo/mach. ------------------ 411
No more favourable treatment ------------------------------------------- 4, 14
Noise ------------------------------------------------------------------------- 401

(O)
Office ------------------------------------------------------------------------- 431
OHSAS 18001 ---------------------------------------------------------- 204, 207
On board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 497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 368, 510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 368, 510
Ordinary Seaman(OS) -------------------------------------------------------- 15
Other ambient factors ------------------------------------------------------ 401
Overtime ----------------------------------------------------------------------- 16

(P)
Personal equipment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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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afety training ----------------------------------------------------- 352
Preventative information ---------------------------------------------------- 490
Procedure for complaint under MLC, 2006 ------------------------------- 368
Procedure for inspection, reporting and correcting unsafe conditions and
for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board occupational accidents ------------------------------------------------------------------------------------------- 501
Protection machines/parts -------------------------------------------------- 471
Provision nutritional value -------------------------------------------------- 422
Provisions quality ------------------------------------------------------------ 422
Provisions quantity ---------------------------------------------------------- 422

(R)
Recognized Organization ----------------------------------------------------- 14
Record of employment ----------------------------------------------------- 362
Record of inspection(food and catering) ---------------------------------- 427
Recreational facilities -------------------------------------------------------- 417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 382
Rectification Action Plan(RAP) ---------------------------------------------- 329
Report of inspection on MLC, 2006 --------------------------------------- 367
Risk evaluation --------------------------------------------------------------- 504
Ropes and wires ------------------------------------------------------------ 478

(S)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 204, 205
Sanitary Facilities ------------------------------------------------------------ 403
SAR 협약 ------------------------------------------------------------------ 17, 18
Schedule for service at sea and service at port ------------------------- 364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EA) ----------------------------------- 357
Sickbay ----------------------------------------------------------------------- 408
Sleeping room --------------------------------------------------------------- 409
SOLAS 협약 --------------------------------------------------------------- 15, 17
SPS Code ---------------------------------------------------------------------- 16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 445
STCW 협약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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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pipes, pressure pipes, wires(insulation) ---------------------------- 491
Substantial equivalence ------------------------------------------------------ 20

(T)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IGC Code) ------------------------ 461, 465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 in Bulk(IBC Code) ------------- 461, 464, 465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MFAG) ----------------------------------------------------------------- 17
The medica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 17
Tool Box Meeting 기록부 --------------------------------------------- 140, 213
Training and instruction to seafarers -------------------------------------- 504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ship’s cook --------------------------------- 432

(V)
Ventilation -------------------------------------------------------------------- 429
Ventilation(Working spaces) ------------------------------------------------ 437
Vibration --------------------------------------------------------------------- 401

(W)
Wages ------------------------------------------------------------------------ 392
Warning notices ------------------------------------------------------------- 468
Water, pipes, tanks ---------------------------------------------------------- 422
WHO --------------------------------------------------------------------------- 14
Winches & capstans -------------------------------------------------------- 478

(ᄀ)
가구 --------------------------------------------------------------------- 176, 412
가스검지기 ------------------------------------------------------------- 458, 460
감염병 ------------------------------------------------------------------------ 254
갑판 --------------------------------------------------------------------------- 440
갑판부의 승무자격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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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 ---------------------------------------------------------------------- 127
개인여행문서 발급 비용 ----------------------------------------------------- 130
갱신인증검사 ------------------------------------------------------------------ 40
갱웨이 ------------------------------------------------------------------------ 493
거주구역 ---------------------------------------------------------------- 172, 173
거주구역의 외관 및 출입 --------------------------------------------------- 492
거주설비 --------------------------------------------- 21, 32, 47, 172, 189, 401
거주설비 검사증서 ----------------------------------------------------------- 188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 ------------------- 179, 180,
181, 182, 184, 185, 186
건강ㆍ안전보호와 사고방지 --------------------------------------------- 34, 203
건강검진비용 ------------------------------------------------------------ 83, 130
건강보호 서비스 ------------------------------------------------------------- 232
건강증진 및 건강 교육 프로그램 ------------------------------------------- 232
건강진단서 -------------------- 26, 76, 77, 78, 79, 80, 81, 82, 348, 351, 381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 81, 82
격벽 --------------------------------------------------------------------------- 440
경고 표지 --------------------------------------------------------------- 468, 470
계류삭 및 와이어 ------------------------------------------------------------ 478
계선설비 ---------------------------------------------------------------------- 478
계선작업구역 조명 ----------------------------------------------------------- 483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97
교육이수증 ------------------------------------------------------------- 100, 356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 85, 96
구역별 소음 한계치(IMO) --------------------------------------------------- 404
국제신호서의 의료편 ---------------------------------------------------------- 17
국제해사훈련지침 ------------------------------------------------------------- 17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 소프트웨어 ---------------------------------------- 394
근로 및 휴식시간 기록부 ----------------- 137, 147, 148, 150, 151, 390, 394
근로시간 ------------------------------------------------- 16, 29, 122, 136, 385
근로조건 ---------------------------------------------------------------- 106, 120
급식비 ------------------------------------------------------------- 122, 192, 193
급식위원회 ------------------------------------------------------------------- 200
급식위원회 기록부 ----------------------------------------------- 193, 20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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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 264, 395
급여명세서 소프트웨어 ------------------------------------------------------ 395
기관구역 무인화 ------------------------------------------------------------- 144
기관구역 청결 ---------------------------------------------------------------- 484
기관부원 ----------------------------------------------------------------------- 15
기관부의 승무자격 ----------------------------------------------------------- 167
기관실 알림 기록부 ---------------------------------------------------------- 147
기관일지 ---------------------------------------------------------------------- 139
기본급 ------------------------------------------------------------------------- 15
기본임금 ----------------------------------------------------------------------- 15
기타 환경요소 ---------------------------------------------------------------- 401

(ᄂ)
난방 --------------------------------------------------------------------- 174, 429
난방시스템 ------------------------------------------------------------------- 174
내부격벽 ---------------------------------------------------------------------- 439
내용약 ------------------------------------------------------------- 239, 240, 241
내장재 ------------------------------------------------------------------------ 439
냉동고의 관리 --------------------------------------------------------------- 424
냉방 --------------------------------------------------------------------------- 429
냉방시스템 ------------------------------------------------------------------- 174

(ᄃ)
단기항로 ---------------------------------------------------------- 152, 153, 154
단열 --------------------------------------------------------------------------- 431
단체협약 ------------------------------- 11, 106, 115, 116, 119, 120, 152, 372
당직부원 자격증 --------------------------------------------------------------- 94
대행기관 ------------------------------------------------------------------- 41, 47
도면검토 ----------------------------------------------------------------------- 44
도면승인 ---------------------------------------------------------------------- 178

(ᄆ)
매장비용 --------------------------------------------------------------------- 308
면제시설 --------------------------------------------------------------------- 178

1165

명백한 근거 ------------------------------------------------------------------ 323
모기 --------------------------------------------------------------------- 177, 439
문화시설 --------------------------------------------------------------------- 178
미해결 불만신고 사항 ------------------------------------------------------- 516
밀폐구역 ---------------------------------------------------------------------- 475

(ᄇ)
바닥 --------------------------------------------------------------------------- 440
바닥면적 ---------------------------------------------------------------- 175, 413
바닥재 ------------------------------------------------------------------------ 439
방호장치 ---------------------------------------------------- 208, 210, 471, 474
배수설비 ---------------------------------------------------------------- 173, 406
병실 --------------------------------------------------------------------- 177, 408
보상휴식 ----------------------------------------------- 144, 152, 157, 158, 164
보호장구 ---------------------------------------------------- 208, 210, 463, 467
불만신고 항만국 통제 점검 미적용 ---------------------------------------- 515
불만신고 항만국 통제 점검 적용 ------------------------------------------- 514
비상세척설비 ----------------------------------------------------------------- 461
비상세척설비 알림 표식 ----------------------------------------------------- 462
비상훈련 ---------------------------------------------------------------------- 143
비차별 조항 ---------------------------------------------------------------- 4, 14
비출항정지성 결함 ----------------------------------------------------------- 329

(ᄉ)
사고보고서 ------------------------------------------------------------- 255, 257
사고조사 ---------------------------------------------------------------------- 501
사무실 ------------------------------------------------------------------ 177, 431
사회보장 ------------------------------------------- 35, 68, 106, 119, 120, 316
사회보장보험 ----------------------------------------------------------------- 316
산업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 ---------------------------------------- 497
상륙 --------------------------------------------------------------------------- 275
상륙수당 ---------------------------------------------------------------------- 267
상병보상 ----------------------------------------------------------------- 34, 300
상세 점검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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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 ----------------------------------------------------------------------- 26, 81
생리휴식 ---------------------------------------------------------------------- 163
석면 --------------------------------------------------------------------------- 486
석면 물질 미함유 확인서 발급 대상 설비 및 물품 ----------------------- 490
선내 안전위원회 --------------------------------------------------------- 34, 503
선내교육훈련 기록부 -------------------------------------------------------- 103
선내불만 ------------------------------------------------------------------- 24, 37
선내불만처리 보고서 -------------------------------------------------------- 527
선내불만처리절차 --------------------- 37, 256, 258, 368, 373, 374, 510, 522
선내불만처리절차 연락정보 ------------------------------------------------- 528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게시 --------------------------------------------------- 261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기준 --------------------------------------------------- 510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제공 ---------------------------------------------- 259, 511
선내불만처리절차의 지침 --------------------------------------------------- 511
선내안전보건위원회 ---------------------------------------------------------- 223
선내안전보건위원회 기록부 ------------------------------------- 221, 224, 225
선내작업배치표 ----------------------------------- 30, 145, 148, 149, 364, 366
선박 ---------------------------------------------------------------------------- 11
선박소유자 --------------------------------------------------------------------- 11
선박소유자의 의무 -------------------------------------------------- 33, 68, 300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 17
선박조리사 ------------------------------------------------ 75, 76, 85, 195, 196
선박조리사 자격증 ------------------------------------------------------ 98, 433
선박조리사의 훈련 및 자격 ------------------------------------------- 195, 432
선원 ----------------------------------------------------------------------------- 9
선원 고용 기록 --------------------------------------- 111, 112, 113, 362, 363
선원 안전 및 보건 교육 ----------------------------------------------------- 504
선원교육훈련 ------------------------------------------------- 86, 101, 104, 352
선원근로계약 --------------------------------- 11, 27, 105, 115, 119, 120, 128
선원근로계약서 ------------ 27, 105, 107, 108, 109, 110, 118, 120, 357, 360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 106, 119, 121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예고 -------------------------------------------- 124, 125
선원명부 ----------------------------------------------------------------------- 72
선원법에 따른 선내불만처리절차도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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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 따른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기준 ---------------------------------- 517
선원법에 따른 육상 선내불만처리절차도 ---------------------------------- 521
선원법에 따른 육상 선내불만처리절차의 기준 ---------------------------- 518
선원의 권리 --------------------------------------------------------------- 14, 18
선원의 기본권 ----------------------------------------------------------------- 18
선원의 승무 금지 ------------------------------------------------------------ 25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203, 204, 209, 220
선원의 자격 ------------------------------------------------------------------- 84
선원의 직무 ------------------------------------------------- 106, 119, 120, 121
선원직업소개소 ------------------------------------------ 11, 27, 130, 131, 382
선원직업소개소 검증 -------------------------------------------------------- 132
선원직업소개소 검증표 ------------------------------------------------------ 135
선원직업소개소 인증서 ------------------------------- 132, 133, 134, 136, 386
세탁시설 ---------------------------------------------------------------- 177, 436
소음 --------------------------------------------------------------------------- 401
소지품 보상 ------------------------------------------------------------------ 315
손해배상액 ------------------------------------------------------------------- 126
송금 ----------------------------------------------------------- 29, 264, 265, 399
송환 ------------------------------------------- 30, 68, 106, 119, 120, 123, 286
송환 권리 -------------------------------------------------------------------- 289
송환 정보 --------------------------------------------------------------- 292, 293
송환보험 ---------------------------------------------------------------------- 286
송환비용 ---------------------------------------------------------- 290, 291, 295
송환수당 ---------------------------------------------------------------------- 297
송환의 기준 ------------------------------------------------------------------ 294
승무수준 ------------------------------------------------------ 32, 164, 165, 345
승무자격증 ---------------------------------------------------------------- 89, 93
승무정원증서 ---------------------------------- 85, 90, 91, 164, 165, 345, 347
승하선 수단 ------------------------------------------------------------ 493, 495
시간외근로수당 -------------------------------------------------------------- 161
시간외근로시간 ---------------------------------------------------------- 16, 137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 329
식량 ---------------------------------------------------------------------- 32, 192
식량의 양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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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영양가 ---------------------------------------------------------------- 422
식량의 품질 ------------------------------------------------------------------ 422
식수 ---------------------------------------------------------------------------- 32
식수설비 ---------------------------------------------------------------------- 422
신규승선자 필수 지침서 ----------------------------------------------------- 102
실질적 동등 ------------------------------------------------------------------- 20

(ᄋ)
안전 및 보건 통계 ----------------------------------------------------- 229, 230
안전그물 ---------------------------------------------------------------------- 494
안전담당자 ------------------------------------------------------------------- 220
안전담당자 임명장 ----------------------------------------------------- 221, 222
안전대표 ----------------------------------------------------------------------- 34
액화가스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 461, 465
야간근로 ------------------------------------------------------- 26, 70, 217, 380
양묘설비 ---------------------------------------------------------------------- 478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 497
업무상 사고의 조사, 보고 및 시정 절차 ----------------------------------- 501
여성선원 ----------------------------------------------- 217, 218, 219, 279, 282
여성선원의 승무기간 -------------------------------------------------------- 279
여성선원의 유급휴가 -------------------------------------------------------- 282
연소선원 ----------------------------------------------------------------------- 16
연소선원 작업동의서 ---------------------------------------------------------- 73
연소선원 작업주의서 ---------------------------------------------------------- 73
예방적 조치 ------------------------------------------------------------------ 490
오락시설 ------------------------------------------- 21, 32, 172, 189, 401, 417
외용약 ------------------------------------------------------------------ 242, 243
요양보상 ---------------------------------------------------------------- 300, 305
월급명세서 --------------------------------------------------------------------- 29
위생상 해로운 작업 ------------------------------------------------------ 71, 74
위생시설 ---------------------------------------------------------------- 176, 403
위생점검 ---------------------------------------------------------- 189, 198, 439
위생점검 기록부 -------------------------------------------- 190, 191, 198, 199
위생점검의 기록 ------------------------------------------------------- 18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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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126
위험구역 ---------------------------------------------------------------------- 456
위험구역 진입 ---------------------------------------------------------------- 475
위험물 안전담당자 ----------------------------------------------------------- 220
위험물 안전담당자 임명장 -------------------------------------------------- 221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 95
위험성 평가 ------------------------------------------------------------ 229, 504
위험성 평가 기록부 ---------------------------------------------------- 213, 216
위험작업허가서 --------------------------------------------------------- 213, 215
위험한 선내 작업 --------------------------- 74, 209, 211, 212, 214, 218, 219
위험한 환경요소에 대한 노출 ----------------------------------------------- 492
위험화물적재선박 선원 ------------------------------------------------------- 85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 461, 464, 465
유급휴가 ------------------------------------ 30, 106, 119, 120, 122, 152, 274
유급휴가 일수 ---------------------------------------------------------- 276, 277
유급휴가 일수 추가 ---------------------------------------------------------- 278
유급휴가급 ------------------------------------------------------------------- 285
유급휴가의 계산 ------------------------------------------------------------- 284
유능부원 ----------------------------------------------------------------------- 15
유류품 관리 ------------------------------------------------------------------ 311
유족보상 ---------------------------------------------------------------------- 312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 ------------------------------------------------------ 510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의 기준 --------------------------------------------- 512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의 지침 --------------------------------------------- 513
육상치료 ---------------------------------------------------------------------- 443
음식의 분리 보관 ------------------------------------------------------------ 427
음식의 온도 ------------------------------------------------------------------ 424
의료관리 ----------------------------------------------------------------- 33, 232
의료관리자 ----------------------------------------------- 33, 86, 250, 251, 446
의료관리자 자격증 ------------------------------------------------------------ 99
의료설비 ---------------------------------------------------------------- 232, 233
의료응급처치자 ------------------------------------------------ 33, 86, 250, 251
의료장비 ---------------------------------------------------------- 232, 238, 441
의료조언 ---------------------------------------------------------- 252, 253,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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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침서 -------------------------------------------------------- 238, 245, 441
의료함 ------------------------------------------------------------------ 238, 441
의사 ------------------------------------------------------------ 33, 85, 247, 446
의약품 ------------------------------------------------------------------ 232, 233
의약품 명세표 ---------------------------------------------------------------- 24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대장 ----------------------------------------- 245, 246
이음재 ------------------------------------------------------------------------ 439
인정단체 ------------------------------------------------------------------- 14, 23
인증검사 ---------------------------------------------------------- 19, 22, 37, 47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 54
인증검사 대상 -------------------------------------------------------- 22, 36, 39
인증검사 대행 ------------------------------------------------------------- 41, 43
인증검사 보고서 ----------------------------------------------- 48, 53, 367, 369
인증검사 서류 및 문서 ------------------------------------------------------- 66
인증검사 수수료 --------------------------------------------------------------- 63
인증검사 신청 ---------------------------------------------------- 41, 42, 65, 68
인증검사 이의신청 -------------------------------------------------------- 63, 64
인증검사 절차 ------------------------------------------------------------- 41, 45
인증검사 접수 ----------------------------------------------------------------- 41
인증검사 종류 ----------------------------------------------------------------- 39
인증검사 항목 ----------------------------------------------------------------- 66
인증검사 확인서 --------------------------------------------------------------- 49
인증검사계획 -------------------------------------------------------------- 44, 46
일반부원 ----------------------------------------------------------------------- 15
임금 ------------------------------- 15, 29, 106, 119, 120, 121, 262, 309, 392
임금 가지급 ------------------------------------------------------------------ 268
임금의 지급 ------------------------------------------------------------ 262, 396
임금채권보장보험 ------------------------------------------------ 269, 270, 271
임시인증검사 ------------------------------------------------------------------ 39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 336, 339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 59

(ᄌ)
자격을 갖춘 의사 -------------------------------------------------------- 7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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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 ------------------------------------------------------ 169
작업언어 --------------------------------------------- 16, 37, 82, 145, 147, 259
장기근속 유급휴가 ----------------------------------------------------------- 281
장제비 ------------------------------------------------------------------------ 314
장해보상 ---------------------------------------------------------------------- 302
재정보증 ----------------------------------------------------------------------- 33
재해보상 재정보증 ----------------------------------------------------- 303, 305
저축금 ------------------------------------------------------------------------ 127
전기설비 ---------------------------------------------------------------------- 453
정박휴식 ---------------------------------------------------------------------- 159
정신질환 ---------------------------------------------------------------------- 254
조달 ---------------------------------------------------------------------- 32, 192
조리부 ------------------------------------------------------------------------ 194
조리실 ------------------------------------------------------------------------ 420
조리원의 위생 ---------------------------------------------------------------- 423
조명 --------------------------------------------------------------------- 174, 407
주방 --------------------------------------------------------------------- 176, 420
주부식 수령 시 적정 온도 -------------------------------------------------- 425
주부식 조리 및 보관 시 적정 온도 ---------------------------------------- 426
주사약 ------------------------------------------------------------------------ 238
중간인증검사 ------------------------------------------------------------------ 40
증기관, 유압관, 전선의 격리 ------------------------------------------------ 491
직무상 사고 보고 ------------------------------------------------------------ 254
진동 --------------------------------------------------------------------------- 401

(ᄎ)
창고 --------------------------------------------------------------------------- 436
채광 --------------------------------------------------------------------------- 439
채권 채무 상계 -------------------------------------------------------------- 128
책임당국 ------------------------------------------------------------------------ 9
천정 --------------------------------------------------------------------------- 440
천정높이 ---------------------------------------------------------------- 172, 416
청결 --------------------------------------------------------------------------- 420
총톤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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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근로시간 ------------------------------------------------------------ 29, 145
최소휴식시간 ------------------------------------------------------- 29, 141, 145
최저연령 ------------------------------------------------------------- 25, 69, 375
최저임금 ---------------------------------------------------------------- 272, 273
최초 점검 -------------------------------------------------------------------- 322
최초인증검사 ------------------------------------------------------------------ 40
출항정지성 결함 ------------------------------------------------------------- 329
취업규칙 ---------------------------------------------------------- 107, 115, 117
치과의사 ---------------------------------------------------------------------- 232
치료비용 ---------------------------------------------------------------------- 451
침대 --------------------------------------------------------------------------- 413
침몰 ---------------------------------------------------------------------------- 31
침실 --------------------------------------------------------------------- 174, 409
침실의 개구 ------------------------------------------------------------------ 411
침실의 위치 ------------------------------------------------------------------ 173

(ᄐ)
탈의실 ------------------------------------------------------------------------ 440
통신사 ------------------------------------------------------------------------- 15
통신사의 승무자격 ----------------------------------------------------------- 169
통풍 --------------------------------------------------------------- 174, 429, 437
통합임금 ----------------------------------------------------------------------- 15
특별인증검사 ------------------------------------------------------------------ 40
특수목적선 --------------------------------------------------------------------- 16
특정 요건의 적용 ------------------------------------------------------------- 20

(ᄑ)
판재 --------------------------------------------------------------------------- 439
표준근로계약서 --------------------------------------------------------- 115, 118
표준의료보고서 ----------------------------------- 33, 234, 236, 237, 445, 447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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