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52호

「선박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선원거주 및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며,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근로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선원거주,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구 분
제19조

현 행

개 정

거주제실 설치 위치
연해구역 500톤 이상
(계획만재흘수선 위쪽)

제22조

선원실

제32조

욕실 세탁실

제44조

방열설비

제45조

냉난방장치

·

국제항해 종사 선박
연해구역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
연해구역 500톤 이상

연해구역 200톤 이상
⇨

(다만, 영해 내의 수역
운항 선박은 현행 기준
유지)

제21조

거주제실 높이
(2.03미터 이상)

제29조

식당ㆍ조리실

연해구역 200톤 이상

연해구역(국제항해)
200톤 이상

연해구역 500톤 이상
(냉장고, 냉온음료 설비면제
: 국제항해 1,000톤 미만)

연해구역 200톤 이상
(면제 대상 삭제)

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ㅇ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여객선으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ㅇ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선박은 불필요한 선원침대 비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

ㅇ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51조)
라. 적용 및 시행시기 관련

ㅇ (현존선) 시행일 전에 건조되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ㅇ (거주·위생설비)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붙임] 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

해양수산부고시 고시 제2019-152호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표 중 3시간 미만란과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해예정시간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3시간 미만

등판높이
(센티미터)

팔받침너비
(센티미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5

5

비고: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외의”
를 “선박외의 선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연해구역”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여객선을 제외하고”를 “여객선과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을 제외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대의 비치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2.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외의 선박
제29조제1항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단거리 항해여객선 및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를 “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해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표 중 적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비

가. 선원 6인마다 1개의 욕실

적요
욕실은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것일 것
범선, 관공선, 항해예정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
나. 선원 6인마다 1개의 세면 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개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기
경우 침실마다 1개의 냉온수용 세면기를 설치할 것.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
비고 : 1. 〜 2. (현행과 같음)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은”을 “선박 및 영해 내의 수역을 항해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국제항해”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및 국제항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500톤”을 “200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제2019-152호, 2019. 9.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위생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3조(객석설비의 요건) ①ㆍ②
(생 략)
③ 여객실의 객석에 설치하는 의
자석은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
의 의자, 적당한 등판 및 팔받침으
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만,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 여객을 탑재하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1.ㆍ3 (생 략)
4. 의자석의 등판높이 및 팔받침
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치수 이
상일 것.
항해예정시간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신

설>

<신

설>

등판높이 팔받침너비
(센티미터) (센티미터)
65

6

55

5

개 정 안
제13조(객석설비의 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1.ㆍ3. (현행과 같음)
4. ----------------------------------------------------.
항해예정시간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3시간 미만

등판높이 팔받침너비
(센티미터) (센티미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5

5

비고: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9조(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
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거주
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
당ㆍ조리실ㆍ휴게실 등을 말한
다), 위생제실(욕실ㆍ화장실ㆍ세
탁실ㆍ병실 등을 말한다) 및 선원
실(이하 “거주제실 등”이라 한다)
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만재흘
수선의 위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거주제실 등의 위치에 대
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
실의 설치위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21조(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①
거주제실 등의 높이(거주제실 등
의 바닥에서 천정갑판보의 아랫
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까지
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3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제19조(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①
--------------------------------- 200톤 --------------------------------------------------------------------------------------------------------------------------------------------------------------------------------------------------------------------.
② --------------- 선박외의
선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
톤수 500톤 미만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 ------------------

으로서 선원의 탈출에 지장이 없
는 경우. 이 경우 감할 수 있는
높이는 1.8미터까지로 한다.
3. 삭 제
4. (생 략)
②삭 제
③ㆍ⑤ (생 략)
제22조(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생 략)
1. 여객선을 제외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실은 선박
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
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선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충돌격벽보
다 앞쪽이어서는 아니 된다.

----------------------------. -----------------------------------.
4. (현행과 같음)

③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생 략
1. 여객선과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
박을 제외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
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실은 선박
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
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선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충돌격벽보
다 앞쪽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선원실의 정원 등) ① ∼ ③ 제23조(선원실의 정원 등)
삭 제
④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④ -----------------------6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원 -------------------------실에는 선원정원 1인에 대하여 1 -------------------------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 다만, 다
)

만,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
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
는 등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
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
선”이라 한다) 등의 경우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ㆍ⑥ (생 략)
제29조(식당ㆍ조리실의 설치) ① 연
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
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거리항해여객선 등의 경우
에는 선원용 식당 및 조리실의 설
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
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이
경우 식당은 다음 각 목의 요건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ㆍ나 (생 략)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
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아
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
여객선”이라 한다)
2.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
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아
니하는 여객선외의 선박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식당ㆍ조리실의 설치) ① 연
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
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거리항해여객선 및 영해 내
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
톤 미만 선박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
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냉
장고 및 냉ㆍ온음료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
의 선박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ㆍ바. (생 략)
2. (생 략)
②삭 제
제30조(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국
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
원정원 15인 이상의 선박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선, 관공선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제32조(욕실ㆍ세탁실 등의 설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
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및 국
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개
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는 다음 표에 따른 욕실 및 세면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

다. ------------------------------------------------------------------------. <단서 삭제>
라ㆍ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0조(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 -------------- 에 ---------------------------------------------------------------------------------------------.
1. ∼ 6. (현행과 같음)
제32조(욕실ㆍ세탁실 등의 설치) ①
--------------------------------200톤--------------------------------------------------------------------------------------------------------. 다만, 영해 내

설>
설비

적요

가. 선원 6
인마다 1
개의 욕실

욕실은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
비를 갖춘 것일 것
예인선, 범선, 관공선, 항해예정시
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 그 밖
의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이
많은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나. 선원 6
인마다 1
개의 세면
기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
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의 선박에 개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침실마다 1개의 냉온수
용 세면기를 설치할 것.
냉수와 온수는 모든 세면장에서 이
용 가능할 것

비고 : 1. ~ 2.

(생

략)

의 수역만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비

적요

가. 선원 6
인마다 1
개의 욕실

---------------------------------------범선,
관공선,
-----------------------------------여객선에
대
하
여
는
-----------------------.

나. 선원 6
인마다 1
개의 세면
기

------------------------------------------------------------------------------------------------------------------------------.
-----------------------------------------

비고 : 1. ~ 2.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세탁실. 이 경우 세탁실에는 다
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를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장소로 지
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
박은 세탁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② --------------------------------- 200톤 ------------------------------------------------------------.
1. ----. ----------------------------------------------------------------------------------------------------------------------------------------------------------------------------------------- 선
박 및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가ㆍ다. (생 략)
2. (생 략)
③ㆍ⑤ (생 략)
제44조(방열설비의 설치) ① 국제항
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여객실 및
선원실등에는 적당한 방열설비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45조(냉ㆍ난방장치의 설치) ① 연
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원실
ㆍ식당ㆍ사무실ㆍ휴게실ㆍ진료실
ㆍ병실ㆍ격리된 무선실ㆍ기관제
어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난방
시킬 수 있는 냉난방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은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④ (생 략)

은 --.
가ㆍ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ㆍ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방열설비의 설치) ① 연해구
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
톤수 200톤 이상 선박 및 국제항
해---------. 다만, 영해 내의 수
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냉ㆍ난방장치의 설치) ① ------------------------------ 200톤 ----------------------------------------------------------------------------------------------------------------------------------------------------. ---------------------------------------------------------------- 수
있으며, 영해 내의 수역을 항해하
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①
(생 략)
② 선원실 및 식당에는 적당한 채
광을 위하여 천창 또는 현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
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6조(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서 삭제>

제1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
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
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1조(재검토기한)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 설>

부 칙<제2019-152호, 2019. 9.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위생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
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
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