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박‧선원 비상지침
(‘20.4.6 해양수산부)
적용
이 지침은 모든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어선 및 대한민국이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선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2020년 3월 17일자 IMO Circular Letter
No.4204/Add.5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의 Circular Letter
2020-1 (‘20.3.2), 2020-2 (‘20.3.12)를 참고하였다.
배경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선박입항 및 선원교대는 물론 선박
검사‧심사를 위한 검사원‧심사원의 국가 간 이동 및 현장입회 등에 다양한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협약에 정하는 각종 규정의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한시적인 조치를 결정하였다.
선박증서의 유효기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이 검사 또는
심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관련
국제협약기준에 근거해 최대 3~6개월까지 증서의 연장 을 허가한다. 증서의 유효
기간 연장은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에 신청하면 세부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

* (증서연장)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증서․선박안전관리증서․국제선박보안증서(3개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6개월) 등
**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원격검사 등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관 또는 인증심사관의 현장입회하에 검
사 또는 심사가 불가할 경우 아래와 같은 원격방식의 검사 등을 한시적으로 인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절차
→
→

* (

) (선주) 신청

→

(정부대행기관) 대상여부/자료검토

(정부대행기관) 원격검사 등 집행

(정부대행기관) 우리부에 실적보고

→

→

(필요시) 정부승인 협의

(합격 시) 검사보고서 증서 이서/발급/송부

선박검사 : 선박검사관의 입회 하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선박 또는 어선의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등 간소한 사항에 한해 사진‧온라인 인터뷰 등을
통한 원격방식의 검사를 실시함
•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 국적외항선박에 심사원의 입회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중간심사에 한해 위성전화, 국제특송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를 실시함
•

* 원격심사 합격선박의 경우 사후 선박방문 현장확인을 전제로 증서교부

•

선박보안관리체제 인증심사 : 심사기간이 도래한 선박이 외국항에서 보안심사원
입회가 곤란하여 심사가 불가할 경우, 중간‧임시‧갱신심사에 한해 메일, 팩스, 화상
전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를 실시함 (최초심사는 원격심사에서 제외)

선원의 교대와 근무기간, 증서의 유효기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원의 교대, 선원증서의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국적선박이 외국항에서
불필요한 억류 등을 당하지 않도록 선박소유자의 신청시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제공한다.
동 서한은 국제해사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공동선언문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치로 발급 시 국제협약 기준 미준수가
코로나 19와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승무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당 선원이 고용계약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된다.
항만국통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완화된(pragmatic)
항만국통제 점검 방침을 결정하였다.
• 완화된 항만국통제 점검 방침 : 기국이 선박검사, 심사 및 선원과 관련된 국제
협약기준 적용 유예에 동의하였다는 근거 및 향후 협약이행 제고를 위한 방안
(Plan or process containing equivalent solutions to address the COVID-19

을 항만국에 제시할
경우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완화된 항만국통제검사를 시행
and letters of dispensation or exemption by the flag state)

관련 정보의 제공
이 비상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용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필요시 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

최신화된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eng)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T +82-44-200-5828 / rokmof@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