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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stablished the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to review the benefits that ICTs can bring to health
care and patients’ wellbeing. The Observatory is charged with determining
the status of eHealth solutions, including telemedicine,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and providing WHO’s Member States with reliabl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best practices, policies, and standards in eHealth.
As a member state of WHO, Korea has a duty to serve as the basis for
coordinating both eHealth policies internationally and WHO’s activities on
eHealth domestically. Even thought it is still under debate to extend
telemedicine services to whole of Korean territory,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s with ocean-going ships which have no substantial external medical
assistances, is a matt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ILO･
IMO･WHO has noted the potential impact that telemedicine could have on
health-care delivery for the benefit of seafarers. Telemedicine applications,
above said international bodies are supposing, include two basic typ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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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s involved—-be it health professional-tohealth professional or health professional-to-patient. Additionally, the majority
of telemedicine services may focus on diagnosis and clinical management, but
not limited to those services. In the meantime, Article 34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defines telemedicine as medical assistances given by
medical service providers such doctors and dentist to other medical providers
who are not in the same geographical areas. For the benefit of clinical
supports to seafarers, the Korean Seafarers‘ Act(hereunder ‘KSA’) mandates
doctors or medical care person should be on board some designated vessels.
It seems that, however, those provisions of the KSA do not have substantial
effects on the promotion of health-care services on board ships. Korea has
already ratifi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under ‘MLC
2006’), and the MLC 2006 came into force in Korea from January 2015. This
means not only the MLC 2006 becomes a domestic law of Korea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lso Korean government is under international
duties to make their law and regulations meet global standards concerning
seafarers’ health-care services. Even though Korea has already revised its
Seafarers’ Act, provisions of the KSA concerning health-care services,
especially telemedicine seems to be insufficient and the contents of those
provisions are also unclear compared to the MLC 2006. In sum, it seems that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s to ocean-going vessel are not impossible by
extended interpretation of Article 88 of the KSA. However,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ovisions of the KSA should be revised to meet the
mandatory rules of the MLC 2006.
Key words: Tele-medicine, Medical advise, eHealth, MLC 2006, Telehealth,
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 Norwegian Center
for Maritime Health,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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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에 관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국내 모 해운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선장 한 분의 사정을 언급하고
자 한다. 올해 초 위 선장은 유급휴가를 받아 쉬고 있던 중 당시 전국적으로 유
행하던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 감염 초기에는 며칠 쉬고 나면 자연적으로 치
유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해상직
원의 인력난에 시달리는 회사로부터 조기승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위 선장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승선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의의 적절한 진료와 치료제 처방으로 인해 병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승선일이 가까워 오도록 병의 완치는 되지 않았다. 급기야 그는 자신의 담당의
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장기간 복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의약품의
처방을 요청하였으나, 대량의 의약품 처방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겨우 며칠 분량의 치료약을 준비하고 자신이 操船할 선박에 승
선한 그가 선장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전임선장과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신
체상태에 관해 말하게 되었고, 전임선장으로부터 그도 항해 중 자신과 동일한
증세로 고생하였는데 선박 내 약제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특정 의약품을
복용한 결과 효험을 보았으니, 그 의약품을 복용해 보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위 사례는, 선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선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의료환경 하에
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회사 이름만 들으면 누구
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재벌기업집단 소속의 해운기업에 근무하는 선장
의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보다 영세한 해운기업이나 원양 또는 연근해에서 조
업하는 어선원들의 의료환경이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헌법 제10조1)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임을 명시하고 있고,2)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각자 무엇이 자신의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김승대, 헌법학강론, 제2판, 법문사, 2012, 162-163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0판,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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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는 요소
를 제거할 의무를 국가에 대해 부과하고, 국가는 더 나아가 역량이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3)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4)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건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
염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같은 방역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형성 등에 관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5)
이에 따라 의료법 제1조6)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7) 위 법률 규정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 의무의 대상은 국민 전체로서, 일정 부류의 직업군에 속
하는 국민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금지된다는 점은 헌법상 평등권의 취지에
비춰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선원법은 동
법 제8장(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이하에서 선원의 보건에 관한 몇 개의 조
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상, 승선 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하선 시까지 장기간 선내근무가 지속된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특수한 경
우가 아닌 한 선내에 의사 등 의료인이 승선하여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선원들은 육상근로자에 비해 훨씬 열악

407면.
정종섭, 위의 책, 433-434면.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제처, 헌법주석서 Ⅱ, 제2판, 2010, 409면.
의료법 제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7) 보건권은 소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자신의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정종섭, 앞의 책,
813-814면),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에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보건의료정책의 시행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
다. 헌법재판소도 2004. 1. 29. 선고 2001헌바30 결정에서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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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환경에 노출되어 있다.8) 특히 국민들의 보건권에 대한 관심이 점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은 국민들로부터 船員職을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지 않게 만듦으로서, 국적선사들의 유능한 선원확보에 어려움을 가
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된 정부와 부산대학교, 그리고 주식회사 케이티
는 2015. 5.경 ｢ICT9)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원양선박 원격
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사업은, 현 정부가 우리나라
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産業間･産學間 창조경
제모델의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조선 및 해운산
업･정보공학(IT) 및 의료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10)
이에 이 글에서는 원양선박에 대한 원격의료 지원과 관련한 우리 법제의 현
황 및 문제점들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라고
함)･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라고 함) 및 국

8) 김재호·전영우, ｢선원유관단체의 선원 보건의료실태 인식도 조사｣, 한국항해항만학회 제39권 제3호
(2015), 한국항만학회, 193면 이하에 따르면, 선원유관단체 종사자들의 선원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인식도 조사결과 선박의 건강관리 여건과 선원의 건강관리 역량이 미흡하
다고 인식하였으며, 선원건강을 위해 우선적인 추진과제는 정기적 신체검사> 휴식> 영양식단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선박무선의료지원 정책과 119선박무선응급의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현행의 무선응급의료 지원제도는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선내의료함/장비에
대한 도움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함과 장비비치기준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넷째, 선박의료관리자에 대해 현재 초급사관이 담당하는 관행은 부적당하다는 응답
률이 높았으며, 의료관리자의 개선방안으로는 역량강화>인센티브 부여>전담제도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
섯째, 선박원격의료제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은 모두 높은 응답을 보였고, 시급성에 있어 노동조합과
교육기관의 응답이 높아 유관기관 간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종합적인 선원건강관리를
위한 선원건강증진센터설립에 대해 필요하며, 시급하다는 인식도가 높았다.
9)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공학(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공학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관리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김용욱 외 2인, “효과적인 ICT 활용을 위한 교수 실행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4권 제4호
(2003. 12.), 262면.
10)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맞춤형 의료 시범사업, 헬스파크 운영’을 ICT융
합실현을 위한 6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지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
3. 24.자 보도자료(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달성 - 미래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K-ICT 전략｣ 발표 -), 1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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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고 함) 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입법 및 정책･활동 현황 등의 고찰을 통해 우리 법제
의 입법론적 좌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 선원들의 건
강증진 및 의료보호의 확충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으로 예견되는 관련 산업의 표준화의 선도 및 이를 통한 관련 시장의 선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II. 선원 원격의료 관련 국내 의료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 현황
1) 의료의 의의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도 개념적으로는 원격의료의 일부분이라는 점과 의료
행위의 외연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원격의료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정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본질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관련 유사개념들 간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은 정작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음11)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적극적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법 제2조12)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
1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등 참조.
12) 의료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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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한정하면서(제1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규정된 보건활동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
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동 법 제27조 제1항
본문13)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4) 한편 동 법 제3
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 후(제2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
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
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규정15)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
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한 후(동 규정 제2조), 위 각 병･
의원 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병원 등의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를 말하는 것으로서(동 규정 제3조 제1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업무에는
환자의 진료, 의료인 양성이나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의료기
관의 업무와 기능,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동 규정 제4조 제
1항).16)
그러나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임무 및 의료기관의종류
별표준업무규정 제4조 내지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표준업무에는
협의의 의료행위 내지 진료행위 외에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

13)
14)

15)
16)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는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대인적 행정행위로서, 講學上 許可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9호, 2011. 6. 24., 제정 및 시행.
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규정상 병·의원의 표준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를 각각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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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관리, 보건과 양호지도 등의 공법상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
료행위 외에 어떤 것이 의료인의 본연의 업무인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는 여전
히 명확하지 않다.17)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구 의료법18)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
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9)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
허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구 의료법20)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
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
다.21) 한편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진료(진
찰)행위’에 대해서는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
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22)
위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경우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는 없지만, 특정한 행
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
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후술하는 의료법
17) 주지홍 외 4인,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2003. 12),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53면.
18)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등.
20)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2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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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대상인 원격의료도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한다.

2) 원격의료의 일반적 개념
원격의료의 개념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데, “상호작용하는 멀티미디어로써 음성, 동화상 등 각종 정보통신수단을 통하
여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23) 또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시행되는 진료
행위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거나 원거리 환자가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진료행위로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영상, 음성, 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환자를 진단, 자문 등 의료정보의 상담, 교육, 전달 등의 의료서비스를 해
하는 것”24)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특히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원격의료(telehealth)를 구분하여 정의하거
나, 원격의료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이버의료(cybermedicin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이버의료는 의료관련 정보를 얻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
해 이메일이나 온라인Chatting 서비스를 통한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이라
는 견해25)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의료행위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
로 의사와 환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
하면서, 원격의료의 유형 중 원격진료나 원격수술 등 직접적인 치료나 처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 건강정보의 제공이나
건강상담 등도 원격의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26) 이 견해에 따르
면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지역

23) 백경희·장연화,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2014.
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455면.
24) 전영주, ｢의료법 34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153면.
25) 남윤삼·김항중, ｢사이버의료(Cybermedicine)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
권 제1호, (2015. 6), 한국의료법학회, 43면.
26) 주지홍 외 4인, 앞의 논문,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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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교육이나 의료행정 등과 같이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당연히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27) 또한 위 견해는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원격보건(telehealth)
이나 원격건강관리(telehealthcare)와는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8)
한편 WHO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개인들과 그들의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 하에, 모든 건강관리전문가들에 의한, 질병 등의 진단･치료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보교환, 연구와 평가,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지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행위(The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s, where distance is a critical
factor, by all health care professional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exchange of valid information for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 and injuries, research and evaluation, and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all in the interests of advanc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라고 정의하고 있다.29)
특기할 점은, WHO의 원격의료에 관한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HO는 원격의료를 동 기구의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확충을 위
한 전략적 프로그램인 eHealth운영의 주요 수단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따라
서 WHO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원격보건(telehealth)과 동의어로 간주하
여, 원격의료를 의사(physicians)에 의한 제한된 의료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약사 등 다양한 의료전문가 일반에 의한 건강관리 서
비스로 파악하고 있다.30)
WHO에 의하면, 원격의료는 ① 의료지원의 목적이 있을 것, ② 물리적으로

27) Ibid.
28) Ibid.
29) WHO,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report on the second global
survey on eHealth,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Series, 2), Geneva, Switzerland, WHO Press,
2009, p. 8.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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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질 것, ③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할 것, ④
최종목표는 건강증진에 있을 것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
원격의료에 관한 WHO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원격의
료에 포함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및 처방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전
문가 일반에 의한 건강증진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과, 원격의료의 형식이
반드시 ｢의료인 대 의료인｣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건강증진행위 일반
을 모두 원격의료행위에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원격의료에 관한 우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원격의료에 관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32)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
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① 방법론적으로는 컴퓨터･화상통신장비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는 것으로서, ②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③ 지리적으
로 원거리에 소재하는 의료인에게, ④ 의료지식 내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의 원격의료를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의료행위+정보통
31) Ibid.
32)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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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
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행위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격의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17조 제1항33)은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전화 등의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접진료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의
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를, 의사가 환자와 동일
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사가 전화･
컴퓨터･화상통신장비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행위도 동 법 제89조
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
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
정된 구 의료법34)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
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
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

33)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 … 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
하지 못한다｣.
34)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선원 원격의료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9

시하였다.35) 또한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
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36)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라고 판시하여, 전화를 이용한 진찰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의사 등의 직접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37)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의료인의 직접 진찰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감
안할 때, 의사 등이 전화･컴퓨터･화상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더
라도,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의 위반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직접
진료에 관한 동 법 제17조 제1항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다.38)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39)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
원사건에서,40)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의료법이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자신이 진찰한’을 ‘직접 진찰한’으로 대체하였는바, 진찰의
방법과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
가능하거나 내용상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진찰한’이 진단
서 등의 발급주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 진찰의 방법을 대면진료로 한정하는 것
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종전의 ‘자신이 진찰한’이라는 문구만으로도 충분하
고, 구태여 위와 같이 대체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은 대면진료가 아닌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또한 ‘직접 진찰한’은 ‘자신이 진찰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35)
36)
37)
3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해 백경희·장연화, 앞의 논문, 466면은 “대법원 판결은 보다 편리한 의료기
관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대면을 통하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통해 진료방식의 한계를 넓혀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9)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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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규정은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의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료기
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제33조 제1항),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
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지식이
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을 뿐이며(제34조 제1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
여(제34조 제3항), 직접 대면진료를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의 연혁이나 의료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한’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이란 의미는 의료인과 환자가 물리
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대면진료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등이 전화･컴
퓨터･화상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는 금지된다고 본다.
또한 의료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요건 중 원격의료를 시행
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41)에 한정되
고 원격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원거리에 소재하는 의료인에 한정된다
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을 뿐
의료인과 환자 간에는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42)

41)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
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
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7조).
42) 백경희·장연화, 앞의 논문, 459면; 김현주·허정식,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법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5. 6), 한국의료법학회,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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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내보건 관련 법제의 현황
1) 선원법상 선내보건에 관한 국가 등의 의무
선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
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동 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43)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선박소
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44)을 지켜야 하고
(선원법 제82조 제5항),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
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동 조 제6항).
선원법은 선내보건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선박45)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4조).46) 한
편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①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43) 선원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내 보건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선내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운영
5. 선내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44)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99호]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 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 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중략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 등의 공급
-중략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45) ①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과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이에 해당한다.
선원법 제84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 이상의 어선을 말한다(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48호] 제
48조).
46) 다만, 선원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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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과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47)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선원법 제85조 제1항),48)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
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으로서(동 조 제3항),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되
고,49)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한다(동 조 제4항). 선원법 시
행규칙 제52조 제1항은 선원법 제85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에 관
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상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①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
지도, ②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③ 식료 및 용수의 위
생유지, ④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 ⑤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⑥ 선내환자의 의료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선원법은 동 법 제84조 또는 제85조 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
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선박들
중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과 ② 여객정
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처
치담당자를 두어야 하고(선원법 제86조 제1항), 응급처치 담당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동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법상 선원의 의료지원 및 보건권 보장에 관한 문제점
선원법은 선내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해 위와 같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
47) 선원법 시행규칙 제49조(의료관리자)
① 삭제 <2007.4.13.>
②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48)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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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권리보장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선
원이 타 직역에 종사하는 국민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지원 및 보건권 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선원법 제84조는 일정한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동 조항에 따라 의사승무가 강제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3일 이상의 국제
항해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 또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 이상의 母船式 어업50)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국제항해선박 중 최대승선인원이 100
명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주로 중국･일본･러시아가 최종 목적항으로서 우리나
라 항구 중 한 곳을 출항하여 최종 목적항까지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
일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51) 또한 총톤수 5천톤 이상의 모선식 어업
에 종사하고 승선인원이 200인 이상인 어선도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함은 통계자
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화물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최근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화물선에 승선하는 인원은 최대 20명
내외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선원법 제84조에 따라 의사가 승무하는 것을 기
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의사가 승무하지 못하는 선박의 경우, 선원법 제85조에 따라 선원 중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의료관리자로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고 있다. 그러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내
용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
학 및 공중보건학을 실기시험 과목으로는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등 기초 의료
지식과 실기술을 검증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 실무상 의
50) 모선식 어업이란 원양에서 모선을 중심으로 선단을 짜서 행하는 어업방식으로서, 모선은 냉동ㆍ가공
따위의 설비를 갖추고 부속 어선이 잡아 온 어획물을 처리하여 저장하는 방식의 어업을 말한다. 참고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 제2015-12호, 2015. 3. 12] 제87조에 따르면, “모선식 어업”이라
함은 한국모선(처리가공 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자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한다.
51) 참고로 해양수산부자료에 따르면, 2014. 6. 30. 현재 우리나라 항구를 기점으로 한 국제여객선 항로
현황은한-중, 한-러, 한-일 노선에 23개 해운회사가 22개 항로에 30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위 국제
여객항로 중 운항시간이 3일 이상인 항로는 하나도 없다.
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Id=MOF_ARTIC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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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관리자의 임무는 해사대학을 갓 졸업한 3등항해사가 주로 맡고 있는데, 3등
항해사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2등항해사로 승진한다는 점에서 선내의료관리자
로서의 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52) 또한 선원법상 선내의료
관리자의 업무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건
강관리 및 보건지도 등 기초적 의료 관련사항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원법상 의료관리자의 능력과 운영현황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선원법 제86조는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선시키지 못하는 일정한 선
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
지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응
급처치담당자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이하 ‘STCW협약’이라고 함)｣의 응급처치담당자
에 대한 교육내용을 3일 동안 이수하여야 한다.53) 위 국제협약에 따르면, 응급
처치담당자에게 요구되는 해기능력과 지식의 수준은 선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데,54) STCW코드 표 A-VI/4-1은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기술의 최조기준으
로 응급의료함의 관리･인체구조와 기능･선내 독물학적 위험성 등･부상자와 환
자의 검사･척추손상･심장마미 등의 기초 의학지식에 대한 이해 및 기술숙달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선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료관리자와 응급처치담
당자의 교육내용을 비교해 볼 때, 선원법상 응급처치담당자만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 의료관리자가 승무하는 경우보다 더 열악한 의료환경에 노출될 것은 어렵
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52) 전영우 외 6인, ｢선원법상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3. 11.), 한국해사법학회, 197면.
53)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재교육의 경우 0.5일의 교육으로 족하다.
54) STCW협약 부속서 제4조 및 STCW코드 표 A-VI/4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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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원법 제82조 제6항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
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
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장이 선원의 질병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선원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
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
될 소지도 충분하다. 국민의 건강은 헌법상 보장된 제반 기본권보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질병치료를 거절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원법 관련 규정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선
장의 질병치료 거절권을 규정한 선원법 제82조 제6항은 그 사유를 법률로써 명
확히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육상의료기관에 의한 긴급구
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구호용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거나 선박을
회항하여 환자를 구호하고 있는데, 응급구호 헬리콥터의 경우 선박이 육지로부
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선박의 회항의 경우에도 선박운항일정의 차질, 연료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장 등이 회항을 결정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섯째, 선원법 제88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
원에 대한 원격의료제공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고 본다.
다만 위 조항의 문제점은 ① 무상의 의료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대
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주변’
이라는 문언 자체에서 우리나라 영해기선55)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항행 중
55)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상 영해기선이라 함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육지 쪽 기준점의 궤적을 말하며, 영해기선에는 통상기선(normal baseline)과 직선
기선(straight baseline)의 두 가지가 있다(동 협약 제4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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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박은 제외된다는 소극적 의미는 발견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대한민국 주변이라고 볼 것인지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② 선박에
대한 의료지원의 방법인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할 경
우,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원격지 간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의
료조언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이
란 예시적 규정으로서, 원격지 간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의료조언도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③ 위 조항에 따르면 ‘무상의 의료조언’을 제
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
하다는 문제가 있다.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이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
에 대한 의사의 진료(진찰)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진찰행위를 제외한 단
순한 의료자문 등 의료정보의 상담, 보건교육, 건강정보의 전달 등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되는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선원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이 단순한 의료정보의 상담 등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통한 질환의 치료까지도 포함하는 개
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88조는 선박에 대한 의
료조언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의 등에 의한 의
료조언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규정은 우리나라 주변
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 제공 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선박에 대한 의료조
언을 무상으로 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조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은 동 법 제88조의 무상의 의료
조언 외에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직무상 상병을 당한 선원들에 대한 요양책임
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
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56)

선원 원격의료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7

실무상 선박소유자들의 선원의 상병요양보상은 선주책임상호보험57)에 의
해 담보되고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 책임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의 2014년 보험계약규정 제20조는 선원의 사상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을 원칙적으로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보상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선원의 사상 등에 대한 위와 같은 보상규정은 한국해운조합의 선
주배상책임공제약관 및 여타 선주책임상호보험약관에도 발견할 수 있다. 결론
적으로, 선원의 상병치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원에 대한 무상의 의료조언 뿐
아니라 특히 국적선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상 의료조언 뿐 아니라 선원 상병요양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선원 원격의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선원 원격의료에 대한 ILO의 입장
1)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와 국내 적용
ILO는 1920년 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 2.
23. 종래의 각종 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의 해사노동협약인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고 함)’58)을 채
56) 선원법 제94조 내지 96조 참조.
57) 선주책임상호보험이란, 선박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각종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보험을 말하는데, 통상 P&I보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Steven J. Hazelwood·David Semark, P&I
Clubs Law and Practice, Fourth Ed., Lloyd’s List, London, 2010, p. 1. 여기서 P&I는 Protection과
Indemnity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한국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설립되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주책임상호보험에 해당하
는 선주상호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58)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만(어선, 군함
등에는 비적용), 어선에 대하여서는 “2007 어선원노동협약 및 권고”를 별도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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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협약은 2013. 12. 18. 국회동의, 같은 달 19. 국
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내비준과 동의를 거쳐 2015. 01. 09. 조약 제2218호
로 국내에 발효되었고, 동 협약의 일부 내용은 선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미
수용되었다. 따라서 동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며,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국회동의를 거친 위 협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9) 해사노동협약이 국내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는 의미는, 법률상호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인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해사노동협약과 국내법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므
로, 선원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사노동협
약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해사노동협약과 선원법 상호 간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개정
의 순서에 따라 적용의 순위가 결정된다고 볼 것이다.
해사노동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첫째,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협약은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하는 선박과 삼각
돛 붙이 범선 및 밑이 평평한 범선과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공ㆍ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
다는 점이다.60) 둘째, 동 협약은 해사노동에 관한 사항들을 일반조항(the
Articles), 규정(the Regulations) 및 코드(the Code)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조항과 규정은 회원국의 핵심적 권리와 원칙, 그리고 기
본적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코드는 규정을 보충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동 협약상 규정과 코드는 5개의 障(Titles)으로 구성되어 있
59) 정종섭, 앞의 책, 263면.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국제통화기금조약 제9
조 제3항 등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헌법재
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9. 4. 29. 97헌가
14, 판례집 11-1, 27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라고 판시하여 원칙
적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법률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60) 해사노동협약 제2조 제4항. 다만 동 협약은 전함 또는 해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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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코드는 다시 해사노동에 관한 강행적 표준규정(mandatory Standards)인 ‘가
編(Part A)’과 비강행적 지침(non-mandatory Guidelines)인 ‘나編(Part B)’으로
구성되어 있다.61) 그러나 비록 해사노동협약 ‘나編(Part B)’이 비강행적 지침
이긴 하지만, 동 협약이 회원국들에게 강행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編(Part A)’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 ‘가編(Part
A)’과 ‘나編(Part B)’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
한다.62)
한편 해사노동협약은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해사노동협약의 준수의무를 규
정하고 있고, 회원국들은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
담하고 있다.63) 또한 동 협약 제5조(이행 및 법집행 책임)에 의해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선박 및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
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제1호). 각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주기적 검사, 보고 및 법적 소
송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 및 통제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호).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위와 같은 각 회원국의 법집행 책임을 실효적
61) 위 협약 제6조 제1항.
62) 위 협약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2. 각 회원국은 규정에 설정된 권리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코드 가편의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부가하여 회원국은 코드 나편에 마련된 방식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코드 가편에 설정된 방식으로 원칙과 권리를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않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적
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코드 가편의 조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국의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코드 가편을 이행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의 목적상, 모든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이행조치는, 회원국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관계 코드 가편의 조항 또는 조항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하게 성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나. 코드 가편의 관계 조항 또는 조항들을 유효하게 한다.
63) 일반적 의무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양호한 근로에 대한 모든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
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약의 규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 참고로 본고에서 인용하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문번역본은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료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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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철하기 위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동 협약
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64)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65)
를 비치하도록 이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3호).

2) 해사노동협약상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
해사노동협약 제4조(선원의 고용과 사회권) 제4항과 제5항은, ｢4. 모든 선
원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조치 및 그 밖의 형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제4항). 5.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의 한계 내에서 이 조의 상기 항
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고용권과 사회권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서 철저히 이
행되도록 한다. 이 협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이행은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또는 관행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제5항)｣라고 규정하여, 선원의 건강보호와 의료관리에 관한 권리가 철저
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할 회원국과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협약 규정 4.1조에서는 선내에서의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선원의 원격의료와 관련되는 한
도에서 위 협약 규정 4.1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66)

3) 회원국의 책임
(1) 선내 의료관리(규정 제4.1조)
선원의 건강보호, 선내 및 육상에서의 신속한 의료관리를 위해, 각 회원국
64) “해사노동적합증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포함되는 계속적인 준수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의 요건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인증하
는 문서를 말한다.
65)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서를 말하는데,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
하는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요건을 수록하고 또한 관련되는
선박에서의 요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를 명시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66) 해사노동협약상 회원국의 책임에 대한 상세는 이 글 말미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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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국선 내의 모든 선원에 대한 무상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무
상의 의료관리를 신속･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경우 선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의료관리는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한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2)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지침 가 제4.1조)
각 회원국은 자국선에 근로하는 선원에 대해 필수적인 치과진료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약품의 제공･기항지에서의 외부 의료인
에 의한 진료 등의 무상제공･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서비스의 무상
제공･예방적 조치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들 법령에는
의료함･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의 비치, 선내의사,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간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
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에 관한 해사노동협약상 규정들은 우리 선원
법 등에 수용되어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3)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지침 나 제4.1조)
지침 나 편은 비록 비강행적 규정이지만, 해사노동협약상 요구되는 의료관
리자 등의 자질･훈련･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가) 지침 나 제4.1.1조 - 의료관리 규정
권한당국은,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①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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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STCW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응급처치훈련은 응급처치담당자로 하여금 선내에서 발생하기 쉬
운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조언의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② 다른
모든 선박에는 실무훈련과 구명기술훈련을 포함하여 STCW협약에 의하여 요
구되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여야
하는데, 의료관리훈련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내에 승무하여야 할 기간
동안 질병자 또는 부상자에게 만족할 만한 기준의 의료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모든 선박은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무선국
목록을 비치하여야하고, 선박에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연안지구국 목록을 비치한다.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수령한 조언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 최신판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야 한다.
선박에 컴퓨터･쌍방향 원격통신장비 등을 통한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경우,
선내에 의사가 승선하여 육상의 의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는 전제 하에서, 원격진료의 질과 효율성은 선내의 응급처치담당자 내지 의료
관리자의 지식정도･경험에 기반한 조정역할, 그리고 장비의 효율적 작동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는 기준은 충실히 이행되
어야 할 것이다.
(나) 육상 의료관리(지침 나 제4.1.3조)
선원을 진료하기 위한 육상 의료시설은 해당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의사,
치과의사 및 그 밖의 의료인력은 적절하게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선원이 항
구에 있을 때는 외래진료 및 입원 등의 위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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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과 인적자원의 확충, 그리고 우리나라 각 개항에 선원들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
의 확충을 위한 국제기준의 충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부산대학교병원의 해양원격의료서비스 개시를 통해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의 정비가 요망된다.
(다) 선박소유자의 책임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2조는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
히 하면서,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그들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그들의 고용에서 기인
한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의 물질적인 지
원 및 보조에 대한 권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에 코드에 따른 조치가 완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2는,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
박의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
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상 발생한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국내
법, 선원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상해, 질병 또
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회복될 때까지 또
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영구적이라고 선고받을 때까지 진료, 필요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의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의
료관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원의 질병 및 부
상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주체는 선박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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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노동협약과 선원법의 비교분석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해사노동협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 보아야 하므로, 해사노동협약과 선원법의 국내적용의 우선순위는 신법우선
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발
효에 대비하여 선원법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제･개정작업을 수행하였고, 현행
선원법상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국내법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그런데 해사노동협약 규정 4.1과 선원법 제78조 이하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선원법의 관련 규정들은 해사노동협약의 그것에 비해 보호의 수
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강행규정인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1은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있
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즉각적인 의료관리를 요할 경우 그 회원국의
육상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제3항), 코드에 규정된 선내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요건은 선원에게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한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조치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
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동 협약 기준 가 제4.1은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
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
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
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가 호), 선원에 대한 의
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
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호).
이에 비해 선원법 제78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
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67) 전영우 외 6인, 앞의 논문,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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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의 예방 조치 및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등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항의 적시가 결여되어 있다. 선원의 건강증진
과 의료관리를 위해 국가와 선박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법에서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시행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입법사항으로서, 해사노동협약
과 같이 선원법 자체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선원에게 필요
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
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나 호),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
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도
록 하여야 하고(라 호),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는 질병 또
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을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마 호).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
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하여야 하고(제3항), 국내 법령에는 최소한 다음 요
건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항).68)
｢권한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간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68)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조 제4항에는 선원노동보호를 위해 회원국의 국내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으로서, 가 호부터 라 호까지 총 네 개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 호 내지 다 호까지의 사항은
선원법 제84조 내지 제86조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므로 본고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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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모
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라 호).｣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 관한 해사노동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원과 육상근로자 사이의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국가
의 기본적 책무임을 알 수 있다. 해상근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원에 대해 육
상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선원에 대
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한도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
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를 위해 해사노동협약은 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해 무선
이나 위성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전문적 의료조언을 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약 지침 나 제4.1.1 제1항 나 호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
소한 1명 이상의 선원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은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
당하는 선원들은 수령한 조언 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
최신판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협약 지침 나 제4.1.1 제1항 및 제6항을 종합해 보면, 선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단순한 의료에 관한 자문을 넘어 가능한 한 육상근로자에 대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선박 외에 소재하는 의사 등의 의료전문가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 등의 방
법을 통해 선내 의료관리담당 선원 또는 상해 등을 당한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선원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하는 무상의
의료조언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에 한정되어 있고, 무선 또는 위성
통신을 이용한 의료조언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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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선원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
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한민국 주변이라고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조언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한데, 이는 해사노동협약 일반조항 제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의 동 협약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육상근로자
에 대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원법 제88조는 동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무상의 의료조언 외에도 육상의 의사에 의한 위성
통신 등을 이용한 선원 또는 의료관리자 등에 대한 직접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상의 의료조언 외에 무상의
료조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
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선원의 상
병요양에 대한 비용부담은 선주책임상호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69) 또
한 의료조언의 지리적 범위도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접속수역 등의 주
변을 벗어 난 공해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의사에 의한 진찰, 건강증진 및 건강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는 원격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선원 원격의료에 대한 IMO와 WHO의 입장
1) IMO의 입장
IMO 해사안전위원회(The Maritime Safety Committee)는 2000. 5.경 개최
된 제72차 세션에서 해상에서의 적절한 의료지원이 ｢국제해상구조및수색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의 이행에 관
69) 필자가 이 연구를 위해 영국 Britannia P&I Club의 관련자들과 면담한 결과,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한 선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선원의 상병관련 손해
배상청구액의 감소 및 관련 법률비용의 감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선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한국 정부의 시도를 환영하면서, 향후 추진과정을 면밀히
주목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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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면서, 동 협약 회원국 간의 선박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상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at Sea)｣
에 관한 회람(Circular)70)에서 ｢Medical Assistance at Sea and Importance of
the Role of Telemedical Assistance Services(Annex I)｣ 및 ｢Medical Assistance
at Sea and Maritime Radiocommunications(Annex II)｣를 위 회람의 부칙
(Annex)으로 승인하였다.
특히 부칙 I 제6조는,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Medical advice)은 진찰
(diagnosis)과 처방(prescription of treatment)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부칙 부록(Appendix) Al.l은 선내에 의사가 승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장이 선내 의료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선장은 의사의 원격의료조언
(Telemedical advice)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내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II 제1조는 의사와 선박 간의 통신이 원격의료의 핵심
이라고 규정하면서, 원격의료를 위한 통신수단에는 음성통신(Voice communicatio
n)･메시지(Text message)･팩스･디지털 데이트전송(Digital data transmission)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고,71) 이를 위해 VHF, Inmarsat72)을
이용한 통신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3)
해상원격의료에 관한 IMO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해사안전과 선원
의 건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의료조언은 핵심적 지위에 있으며, 선박 등에
대한 의료조언은 의료인에 의한 진찰과 처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위성통신･쌍방향 화상통신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해상원격의료에 관한 IMO의 이러한 입장은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 사이
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의료법 제34조의 입장과 상이할 뿐
70) MSC/Circ.960, 20 June 2000.
71) 부칙 II 제2조.
72) Inmarsat이란 원래 1979년에 설립된 정부 간 비영리기구였던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INMARSAT)｣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1976년에 성립한 ｢국제해사위성기구협약(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과 IMO의 후원에 따라 설립되었다.
현재는 민영화되어 영국의 Inmarsat Ltd가 운영 중이다. 현재 위 회사는 선박과 항공기 등에 대한 인터
넷·위성통신·위치추적 등의 상업적 서비스제공 뿐 아니라 선박 등의 장애나 조난, 안전 관련 정보제공
등의 공적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세는 http://www.inmarsat.com/ 참조.
73) 부칙 II 제3조.

선원 원격의료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59

아니라,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에 관한 선원법 제88조 보다 더 명확하고 광의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 의의가 있다.

2) WHO의 입장
WHO는 제58차 총회에서, eHealth가 보건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포
함한 보건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정
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 등을 촉구하였다.74) 또한 WHO는
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회원국
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 간의 협력 및 비영리 민간기구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회원국 내에 관련 기구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특히 WHO는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력한 방안
으로 원격의료를 주목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오랜 기간의 대양항해
를 감당해야 하는 선원들의 건강보호의 문제는 WHO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
나이다. 이를 위해 WHO는 1967년경 선원의 건강증진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표준 지침서인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를 발간
하였다. 위 지침서는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이나 상해 등에 대한 응급
처치요령과 진단･처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30여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선박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WHO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성립에 발맞추어 위 표준 지침서의 개정작업을 ILO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7년 위 표준 지침서의 제3차 개정판(이하 ‘표준 지
침서’라 함은 2007년 출간된 제3차 개정판을 말한다)을 출간하였다.
WHO는 위 표준 지침서 제25장(Chapter 25, External assistance)에서 선박
외부로부터의 의료지원은 24시간 모든 선박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에
의한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지원은 유-무선통신망, 위성통신, 팩스, 인터넷 등으
74) Resolution WHA58.28. eHealth. In: Fifty-eighth World Health Assembly, Geneva, May 16–-25, 2005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58/WHA58_28-en.pdf, accessed 17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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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75) 위 표준 지침서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질환(illness) 또는 부상의 정도 및 상태, 과거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
세히 기술한 문진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의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76)
표준 지침서가 상정하고 있는 항구 등에 소재하는 의사의 선내 환자에 대한 외
부 의료지원은, 우리 의료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자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의료지원을 받는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표준 지침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WHO･ILO･IMO 등 선
원의 건강권 보호 관련 국제기구77)는 이미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행위를 ｢의사환자｣ 사이의 직접적인 진료 및 처방, 의료조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
고 있다는 것이다.

4. 선원 원격의료의 구체적 실행에 관한 국제적 현황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
간차원의 활동으로는 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이하, ‘IMHA’
라고 함)78)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IMHA는 선원을 포함한 해상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강화, 관련 연구의 진흥을 목적으로 1997. 6.
22.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본부는 벨기에 앤트워프
(Antwerp)에 두고 있다. IMHA는 설립목적인 해상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연구의 진흥을 위해 WHO, IMO, ILO 등의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75) WHO,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including the ship’s medical chest, 3rd Edition, WHO
Press, Geneva, Switzerland, 2007, p. 291.
76) Ibid.
77) WHO는 위 표준 지침서의 개정에 있어, ILO 뿐만 아니라 IMO, 국제운송노련(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 Federation), 그리고 국제해운기금(The International Shipping Foundation)과의 협력을 통한 광
범위한 의견수렴작업을 하였다.
78) IMHA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http://www.ncmm.no/imh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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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국 정부, 선박소유자, 노동조합 등의 관련자들에
게 해상근로자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유럽의 해상강국인 노르웨이는 IMHA 설립초기부터 해상원격의료
를 포함한 선원의 건강보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일환
으로 2004년 노르웨이 의회는 ‘노르웨이 해상원격의료센터(Norwegian Center
for Maritime Health, 이하 NCMH라고 함)’를 설립하였다. NCMH는 노르웨이
베르겐(Bergen) 소재 Haukeland 대학병원의 직업병분야(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의 한 섹션으로서 200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
였는데,79) NCMH는 IMHA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해상원격의료에 관한 연
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80)
NCMH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해상원격의료에 관한 정보 등의 전달을 위해
2014년부터 Web기반의 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는데,81) 동 교재는 해상
의료에 관한 총34개의 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 교재 제8障(Medical
Care on Board)에는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82) 이에 따르면 선박에 대한 의료서비스제공의 핵심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조언의 제공으로서, 위성통신･이메일･실시간 화상통화･실시간
생체정보의 전송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상에 소재한 선원 등
에 대한 의료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및 선박소유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교재는 해상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자격기준과 훈련,
의료기록관리(The Consultation Record)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79) Haukeland 대학병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helse-bergen.no/en/OmOss/Avdelinger/norsk-senter-for-maritim-medisin/Sider/defa
ult.aspx
80) NCMH와 IMHA의 대표적 협력사업은 아래와 같다:
- 해상원격의료관련 저널인 ｢The journal International Maritime Health｣의 발간
- 해상원격의료 “Textbook of Maritime Medicine”의 발간
- 해상원격의료에 관한 의료표준(Medical fitness standards)의 공동연구
- 해상원격의료 네트워킹 구축
- 선내 응급구호 가이드(Emergency Medical Guide for Ships) 등.
상세한 사항은 http://www.ncmm.no/imha/ncmms-role-in-imha(NCMH 홈페이지) 참조.
81) 해당 Web자료는 http://textbook.ncmm.no/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82) 8.3 Telemedical advice – Telemedical assistance services 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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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입법론적 제안
WHO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략으
로 원격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eHealth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기구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법
률적 제도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HO 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책에 적극 호응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
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국내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와 보건소 등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공공의료 서비스제도의 확충 등으
로 인해 원격의료의 전국적 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육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달리, 고립무원 상태에 가까운 해상의 의
료서비스의 제공은 선원 등의 헌법상 생명권 및 보건권 보장과도 직결될 수 있
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 하에, ILO･IMO･WHO 등 관
련 국제기구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방안으로 원격의
료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가 상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① 육상에
소재하는 의료인에 의한 선박 등 해상에 소재하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② 인터넷･쌍방향 원격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③ 좁은 의미의 진료
와 처방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
장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의사 대 환자의 직접적 원격의료의
시행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파악의 곤란과 그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등의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구도 하에, 그 내용도 의료에 관한 조언에 그치고 있다.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
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선원법의 관련 조항들은 선내 의료서비스 제공의 충실
화를 위해 선내 의사･의료관리자 등을 일정한 선박에 승선토록 강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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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원법상 선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선원의
건강권 보장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ICT 관련 산
업의 발전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
재는 선내에서 발생한 위급한 상병상황에 대한 무료 의료조언이라는 제도를 의
무화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동의하였고, 위 협약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었다. 이는 위 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
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는 위 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건강
권 등의 보장을 위한 동 협약상 최소한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원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쳤지만, 선원법상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원격의료에 관
한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사노동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상, 선원법과
동 협약의 적용의 우선순위는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는 해사노동협약의 내용과 선원법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
하지 않는 이상 협약과 선원법이 개정될 때 마다 법적용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IMHA를 포함한 주요 해운국들은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기술적･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우리의 경우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
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제공은 인권의 문제로
서 접근할 문제이며, 선원법 제88조를 확장해석하는 경우 현 법률 하에서도 우
리나라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입법
론으로는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견해를 피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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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문 선원법 제88조 2
선원법 제88조의 2(해상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있는 선원들에게 의료지식이
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상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향후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전 세계적 수준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모든 선박에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등의 기술적 통일화 작업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원
격의료서비스는 향후 선원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응급의료상황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내외 규범체계로 새롭게 도입하여야 할 과제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공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규범
화를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원격의료 및 의료장비의 표준
화는 원격의료에 대한 초기 주도권을 잡게 되는 국가의 몫이며, 새롭게 형성되
는 미래시장도 이들 국가가 독차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
는다. 우리나라가 원격의료에 관한 현재와 같은 법제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는 전 세계 해상원격의료시장에서 또 한번 낙후된 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
해양원격의료에서의 의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필요하나 필자가 제안하
는 안은 응급의료상황에서 의무없는 무료조언을 한 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참조)과 유사해 보이며, 이는 응급상황에서라면 몰
라도 유료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는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정도의 면책을 부여하게 되면 선원사회에서
인명경시의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의료인의 면책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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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상 회원국의 책임
(1) 규정 제4.1- 선내에서의 의료관리
목적 :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원에게 선내 및 육상에서 의료관리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에게 그들의 건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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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그들이 선내에서 근로하는 동
안 의료관리를 신속ㆍ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 규정 제1항에 의한 보호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즉각적인 의료
관리를 요할 경우 그 회원국의 육상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코드에 규정된 선내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요건은 선원에게 육상근로
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한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
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기준을 포함한다.

(2) 기준 가 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근로하는 선원에 대하여
필수적인 치과진료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서 다음 각 호가 채택되도록 한다.
가. 선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모
든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선내의 근로에 특정되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
도록 하는 것
나.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
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
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다. 선원에게 실행 가능한 경우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
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
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가 선원에게 무
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
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

2. 권한당국은 선장과 관계되는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한 표준
의료보고서 양식을 채택한다. 작성된 의료보고서 양식과 그 내용은 비밀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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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며 선원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한다.

4. 국내 법령에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가. 모든 선박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비치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권한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국내요건
은 선박의 종류, 승선인원 수, 항차의 특성, 목적지 및 기간 그리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고된 의료기준을 고려한다.
나. 100명 이상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
사하는 선박은 의료관리를 제공할 책임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승무
시켜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 수
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1명의 의사를 승무시켜야 할 것을 요하는 그 밖
의 선박도 또한 명시한다.
다. 의사가 승무하지 않는 선박은 자신의 통상적 직무의 일부로서 의료관리 및
약품관리를 담당할 최소한 1명의 선원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의사가 아닌 자로서 선내에서
의료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STCW”)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관리에 관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하
도록 지명된 선원은 STCW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훈련
을 원만하게 이수하였어야 한다. 국내 법령은 특히 항차의 기간, 특성 및
조건과 선내 선원 수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훈련의
수준을 명시한다. 그리고
라. 권한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간의 무선 또는 위성통
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
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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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침 나 제4.1조 -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가) 지침 나 제4.1.1조 - 의료관리 규정
1. 권한당국은,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STCW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한다. 그 의료응급처치훈련은 응
급처치담당자로 하여금 선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
에 의한 의료조언의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나. 다른 모든 선박에는 실무훈련과 정맥치료와 같은 구명기술훈련을 포함
하여 STCW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
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한다. 그 의료관리훈련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
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내에 승무하여야 할 기간 동안 질병자 또는 부상자에
게 만족할 만한 기준의 의료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시 사용하기 위한 의료응급처치지침｣, ｢지침문서 - 국제해사
훈련지침｣ 및 ｢국제무선신호서의 의료편｣과 이와 유사한 국내지침의 최
신판에 근거한다.

3.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와 권한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선
원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및 증진하고 새로운 발전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략 5년의 간격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 권한당국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선박에 탑재한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
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12개월을 넘지 않
는 주기적인 간격으로 검사한다. 그 담당자는 분류표시, 유효기간 만료일,
모든 약품의 저장상태 및 그 사용법을 점검하고, 요구에 따라 모든 장비
가 기능을 하도록 확인한다. 권한당국은,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용 의
료지침을 채택하거나 재검토하고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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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지침｣ 및 이 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지침의 최신판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권고문서들을
고려한다.

5. 위험물로 분류된 화물이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시 사용하기 위한 의료응
급처치지침｣의 최신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물질의 특성, 그 물
질에 내포된 위험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관계되는 의료절차 및 특정의
해독약에 관한 정보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특정의 해독
약과 개인보호장구는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선내에 비치된다. 이 정보는
규정 제4.3조 및 관련 코드의 규정에 명시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해
당 선박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6. 모든 선박은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무선국 목록
을 비치한다. 그리고 만약 선박에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료조언
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연안지구국 목록을 비치한다. 선내
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수
령한 조언 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 최신판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나) 지침 나 제4.1.2조 - 의료보고서양식
1. 이 코드 A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원용 표준의료보고서양식은 질병 또는
부상 시 선박과 육상 간의 선원 개개인에 관한 의료 및 관련 정보의 교환
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다) 지침 나 제4.1.3조 - 육상 의료관리
1. 선원을 진료하기 위한 육상 의료시설은 해당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및 그 밖의 의료인력은 적절하게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선원이 항구에 있을 때 다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가. 질병 및 부상을 처치하기 위한 외래환자 진료
나. 필요시 입원, 그리고
다. 특히 비상시 치과진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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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선원의 진료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진다. 특히, 선원은 항구에서 국적 및 종교와 무관하게 어려움 없이 신속
하게 육상의 의원과 병원에 수용된다.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지속
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이 필요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보충
설비한다.

(라) 지침 나 제4.1.4조 - 그 밖의 선박에 대한 의료지원 및 국제 협력
1. 각 회원국은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와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및 연구 분야
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당한 고려를 한다. 그러한 협
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수색 및 구조 노력을 개발 및 조정하고, 또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
조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과 ｢국제 항공 및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IAMSAR) 매뉴얼｣에 합치하도록 주기적인 선박위치보고제도,
구조조정본부 및 비상헬리콥터와 같은 수단을 통한 선내 중대한 질병자
또는 상해자를 위한 신속한 해상 의료지원 및 소개(疏開)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 선내에 의사가 승무하는 모든 선박을 최대한 이용하고, 병원 및 구조 시
설을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해상에 배치하는 것
다. 선원에게 비상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의사 및 의료관리시설의 국제적 목록을 취합하고 유지하는 것
라. 비상진료를 위하여 선원을 육상에 상륙시키는 것
마.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조언에 따라서 해외에
서 입원한 선원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하는 것
바.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조언에 따라서 송환
중인 선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것
사. 다음을 위하여 선원을 위한 건강센터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

1) 선원의 건강상태,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2)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요원을 해상용 약품에 관하여 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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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사망과 관계되는 통계를 수집하고 평가하
는 것과 그 통계를 다른 분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관한 기존 국내통계 체계와 통합하고 통일시키는 것
자. 국제적 훈련교육과정, 세미나 및 작업반 뿐 아니라 기술정보, 교육자료
및 교육요원의 국제적인 교환을 조직화하는 것
차. 모든 선원에게 항구에서 특별한 치료와 예방적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일반적인 건강,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가능하
게 하는 것, 그리고
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사망한
선원의 시체 또는 유골의 송환을 수배하는 것

2. 선원을 위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회원국 간 자문에 근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