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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주요협약

C14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1921

C14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192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d Session on 25
October 1921,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weekly rest day in industrial employment, which is included in the seventh
item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1921, for ratification by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includes-(a) mines, quarries, and other works for the extraction of minerals
from the earth;
(b) industries in which articles are manufactured, altered, cleaned,
repaired, ornamented, finished, adapted for sale, broken up or
demolished, or in which materials are transformed; including
shipbuilding and the generation, trans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icity or motive power of any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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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협약

주휴(공업) 협약(1921년)
효력발생：1923년 6월 19일 (119개국 비준)

주요내용
모든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자는 7일간의 기간 중에 최소한 24시간의 연속적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주휴는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
져야 한다.
보상휴식이 주어진 경우 주휴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공시 또는 기타 방법
으로 이를 공지해야 하며 휴가 명부를 두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1년 10월 2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1년 주휴(공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및 기타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조, 세척,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
해체를 위하여 또는 재료의 변조를 위한 사업장(조선 및 전기 또는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를 포함한다)

ILO 주요협약❙ 3

C14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1921

(c) construction, reconstruction, maintenance, repair, alteration, or
demolition of any building, railway, tramway, harbour, dock, pier,
canal, inland waterway, road, tunnel, bridge, viaduct, sewer, drain,
well, telegraphic or telephonic installation, electrical undertaking,
gas work, water work, or other work of construction, as well as
the preparation for or laying the foundations of any such work or
structure;
(d) transport of passengers or goods by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including the handling of goods at docks, quays, wharves or
warehouses, but excluding transport by hand.
2. This defin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special national exceptions
contained in the Washington Convention limiting the hours of work
in industrial undertakings to eight in the day and forty-eight in the
week, so far as such exceptions are applicable to the present
Convention.
3. Where necessary, in addition to the above enumeration, each Member
may define the line of division which separates industry from
commerce and agriculture.
Article 2
1. The whole of the staff employed in any industrial undertaking, public
or private, or in any branch thereof shal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following Articles, enjoy in every period of seven
days a period of rest comprising at least twenty-four consecutive hours.
2. This period of rest shall, wherever possible, be granted simultaneously
to the whole of the staff of each undertaking.
3. It shall, wherever possible, be fixed so as to coincide with the days
already established by the traditions or customs of the country or
district.
Article 3
Each Member may excep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ersons employed in industrial undertakings in which only the
members of one single family are employed.
Article 4
1. Each Member may authorise total or partial exceptions (including
suspensions or diminutions)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2, special
regard being had to all proper humanitarian and economic
considerations and after consultation with responsible associ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ver such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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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철도, 궤도, 항만, 부두, 잔교, 운하, 내지수로, 도로, 터널, 교량,
육교, 하수도, 배수로, 우물, 전신전화시설,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수도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해체 및 이러한 공
작물 또는 구조물의 준비 기초공사
㈑ 인력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및 부두, 선창 또는 창고에서의 화물의 취급
2.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워싱턴협약에서 정한 특정국가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한 위의
정의는 당해 예외조항에 따른다.
3. 회원국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공업을 상업 및 농업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모든 公私의 공업부문 사업장 또는 그 각 부문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7일의 기간 중에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하여야 한다.
2.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국은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제2조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1. 회원국은 인도적․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들과 협의하여 제2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외(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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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ch consultation shall not be necessary in the case of exceptions
which have already been made under existing legislation.
Article 5
Each Member shall make, as far as possible, provision for compensatory
periods of rest for the suspensions or diminutions made in virtue of
Article 4, except in cases where agreements or customs already provide
for such periods.
Article 6
1. Each Member will draw up a list of the exceptions made under
Articles 3 and 4 of this Convention and will communicate it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thereafter in every second year any
modifications of this list which shall have been made.
2.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ll present a report on this subject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7
In order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ach employer, director, or manager, shall be obliged-(a) where the weekly rest is given to the whole of the staff collectively, to
make known such days and hours of collective rest by means of
notices posted conspicuously in the establishment or any other
convenient place, or in any other manner approved by the
Government;
(b) where the rest period is not granted to the whole of the staff
collectively, to make known, by means of a roster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approv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y, or by a regul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workers or employees subject to a special system of rest, and to
indicate tha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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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령하에서 이미 예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5조
회원국은 제4조에 의한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하여 보상휴식을 가능한 한 두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위 휴식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1. 회원국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외표를 작성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후 2년마다 그 예외표의 수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본건에 관한 보고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약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이사 또는 지배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기타 편리한 장소 또는 정부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전체적
휴식의 일시를 공시할 것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식을 전체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한 휴식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종업원을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의 규칙이 승인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는 출근자명부에 의하여 공시하고 위 제도를 명시할 것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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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h Session on 19
May 1925,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equality of treatment for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as regards
workmen's compensation for accidents, the second item i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twen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for ratification by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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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협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효력발생：1926년 9월 8일 (121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산업재해를 당한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보상 관련 처우를 보장
이 협약 비준국은 근로자 재해보상 관련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근로자 재해보상 관련법 집행 관련 회원국간 협력, 관련 법 개정 관련 ILO 사무국
통지 등 규정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5년 5월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근로자 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25년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5년 6월 25일
채택한다.

ILO 주요협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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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grant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Member which shall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who suffer
personal injury due to industrial accidents happening in its territory,
or to their dependants, the same treatment in respect of workmen's
compensation as it grants to its own nationals.
2. This equality of treatment shall be guaranteed to foreign workers and
their dependants without any condition as to residence. With regard
to the payments which a Member or its nationals would have to
make outside that Member's territory in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he measures to be adopted shall be regulated, if necessary,
by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Article 2
Special agreements may be made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to
provide that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happening to workers
whilst temporarily or intermittently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on behalf of an undertaking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tter
Member.
Article 3
The Members which ratify this Convention and which do not already
possess a system, whether by insurance or otherwise, of workmen's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gree to institute such a system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ir ratification.
Article 4
The Members which ratify this Convention further undertake to afford
each other mutual assistance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execution of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n workmen's compensation and to inform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ich shall inform the other Members concerned, of any
modification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n workmen'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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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개인적 상해를 입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 또는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에게 자국민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 관련
처우를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균등대우는 어떠한 거주지 관련 조건도 없이 외국인근로자 또는 그 피
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회원국의 영토 밖에서 행하여야 할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회원국간의 특별합의를 통해 채택될 조치를 규제하여야
한다.

제2조
관련 회원국간 체결된 특별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사업체를 대신하여 임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업체가 위치한 회원국의 법령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는 그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과 근로자보상에 관한 자국의
관련 법령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보상에 관한
현행 법령 개정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사무국은 다른 관련 회원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보),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ILO 주요협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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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Convention, 192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leventh Session on 30
May 1928,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which is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ould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six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twen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Convention, 1928, for ratification by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create or maintain machinery
whereby minimum rates of wages can be fixed for workers employed
in certain of the trades or parts of trades (and in particular in home
working trades) in which no arrangements exist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of wages by collective agreement or otherwise and wages
are exceptional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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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협약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1928년)
효력발생：1930년 6월 14일 (103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임금규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ㆍ유지하여야 함
비준국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성격과 형태,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짐
최정임금 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 관련 노사대표와 정부당국은 협의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직업ㆍ직무상 자격 있는 사람들과 협의하여야 함
비준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 최저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감독 및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28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이 비준하도록,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8년 6월 16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금을 효율적
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분(특히 가내근로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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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rades includes
manufacture and commerce.
Article 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be free to decid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if any, of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trade or part of trade concerned, in which trades or parts of trades,
and in particular in which home working trades or parts of such trades,
the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referred to in Article 1 shall be
applied.
Article 3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be free to decide
the nature and form of the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and the
methods to be followed in its operation:
2. Provided that-(1) before the machinery is applied in a trade or part of trade,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if any, shall be
consulted as well as any other persons, being specially qualified for
the purpose by their trade or functions, whom the competent
authority deems it expedient to consult;
(2)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be associated in the
operation of the machinery, in such manner and to such extent,
but in any case in equal numbers and on equal terms, as may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3) minimum rates of wages which have been fixed shall be binding
on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o as not to be subject
to abatement by them by individual agreement, nor, except with
general or particular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by
collec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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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의 목적상 ‘산업’이라는 용어는 제조업 및 상업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하여, 특정산업 또는 그
일부분 특히 가내근로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제1조의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과 형태 및
그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의 대표자 포함)와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직업상 또는 직무상 특별히 자격 있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 정해진 방법 및 정도에 따라,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인원수와 평등한 조건으로 최저임금결정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 결정된 최저임금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를 구속하며, 개별적 합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 승인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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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by way of a system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o ensure
that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re informed of the
minimum rates of wages in force and that wages are not paid at less
than these rates in cases where they are applicable.
2. A worker to whom the minimum rates are applicable and who has
been paid wages at less than these rates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by judicial or other legalised proceedings, the amount by
which he has been underpaid, subject to such limitation of time as
may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5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communicate
annually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 general statement giving a
list of the trades or parts of trades in which the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has been applied, indicating the methods as well as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the machinery and, in summary form, the
approximate numbers of workers covered, the minimum rates of wages
fixed, and the more important of the other conditions, if any, established
relevant to the minimum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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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 최저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 및 제재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온 경우,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사법적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가 적용되는 산업 또는 그
일부분의 목록을 포함하여 동제도의 적용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일반적
설명서를 매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설명서에는
동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략적인 수, 결정된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결정된 비교적 중요한 기타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요약본의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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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urteenth Session on 10
June 1930,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which is included in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eigh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thirty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for ratification by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2. With a view to this complete suppression, recourse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may be ha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or
public purposes only and as an exceptional measure,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guarantees hereinafter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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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협약

강제근로 협약(1930년)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 (174개국 비준)

주요내용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비준할 수 있도록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완전한 금지를 위하여, 강제근로에 의지하는 것은 과도기 동안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예외적 조치로서 행해질 수 있으며, 다음
에서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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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when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repares the report provided for in Article
31 below, the said Governing Body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suppress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out a further transitional period and the desirability of placing
this question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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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이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다시 과도기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할 가능성 및 이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강제근로’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강제근로’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의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 서비스.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 받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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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shall
mean either an authority of the metropolitan country or the highest
central authority in the territory concerned.
Article 4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not impose or permit the impos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or the benefit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2. Where such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or the benefit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exists at the date on which a
Member's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is register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Member shall
completely suppress such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rom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Member.
Article 5
1. No concession granted to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shall involve any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or the
production or the collection of products which such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utilise or in which they trade.
2. Where concessions exist containing provisions involving such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uch provisions shall be rescind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comply with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rticle 6
Officials of the administration, even when they have the duty of
encouraging the populations under their charge to engage in some form
of labour, shall not put constraint upon the said populations or upon
any individual members thereof to work for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Article 7
1. Chiefs who do not exercise administrative functions shall not have
recourse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2. Chiefs who exercise administrative functions may, with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have recourse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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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용어는 해당 영토에서 제일
높은 중앙 정부당국 또는 본국의 정부당국을 의미한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거나 허가해서는 안된다.
2.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사인
(私人), 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근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이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그 강제
근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제5조
1.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에 주어진 영업권은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가 이용․거래하는 생산물의 생산․수집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
근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강제근로를 포함한 규정이 들어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제1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이러한 규정을 폐지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관청의 직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임무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 주민 또는 그중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사인, 회사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강요
해서는 안된다.
제7조
1.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장은 강제근로를 시켜서는 안된다.
2.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이 협약 제10조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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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iefs who are duly recognised and who do not receive adequate
remuneration in other forms may have the enjoyment of personal
services, subject to due regulation and provided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abuses.
Article 8
1. The responsibility for every decision to have recourse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rest with the highest civil authority in the
territory concerned.
2. Nevertheless, that authority may delegate powers to the highest local
authorities to exact forced or compulsory labour which does not
involve the removal of the workers from their place of habitual
residence. That authority may also delegate, for such periods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laid down in the regul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of this Convention, powers to the highest
local authorities to exact forced or compulsory labour which involves
the removal of the workers from their place of habitual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officials of the
administration, when on duty, and for the transport of Government
stores.
Article 9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any
authority competent to exact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before
deciding to have recourse to such labour, satisfy itself-(a) that the work to be done or the service to be rendered is of
important direct interest for the community called upon to do
work or render the service;
(b) that the work or service is of present or imminent necessity;
(c) that it has been impossible to obtain voluntary labour for carrying
out the work or rendering the service by the offer of rates of
wages and conditions of labour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prevailing in the area concerned for similar work or service; and
(d) that the work or service will not lay too heavy a burden upon the
present population, having regard to the labour available and its
capacity to undertake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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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하게 인정된 기관의 장으로서 다른 형태로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강제근로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련 영토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기관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지방 최고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최고기관은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
부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규정된
규칙에 나열된 그러한 조건에 따라 그러한 기간 동안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 제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
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공될 노동이나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노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지역의 통상 임금이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률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동을 구할 수 없을 것
㈑ 이용 가능한 노동력 및 노무 수행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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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1.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xacted as a tax and forced or
compulsory labour to which recourse is had for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chiefs who exercise administrative functions shall be
progressively abolished.
2. Meanwhile, where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s exacted as a tax,
and where recourse is had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or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chiefs who exercise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authority concerned shall first satisfy itself-(a) that the work to be done or the service to be rendered is of
important direct interest for the community called upon to do the
work or render the service;
(b) that the work or the service is of present or imminent necessity;
(c) that the work or service will not lay too heavy a burden upon the
present population, having regard to the labour available and its
capacity to undertake the work;
(d) that the work or service will not entail the removal of the
workers from their place of habitual residence;
(e) that the execution of the work or the rendering of the service will
be dire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igencies of religion, social life
and agriculture.
Article 11
1. Only adult able-bodied males who are of an apparent age of not less
than 18 and not more than 45 years may be called upon for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xcept in respect of the kinds of labour
provided for in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limitations and conditions shall apply:
(a) whenever possible prior determination by a medical officer appointed
by the administration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not suffering
from any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and that they are
physically fit for the work required and for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to be carried out;
(b) exemption of school teachers and pupils and officials of the
administration in general;
(c) the maintenance in each community of the number of adult
able-bodied men indispensable for family and social life;
(d) respect for conjugal and family ties.

26 ❙ILO

Conventions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제10조
1. 조세로서 부과되는 강제근로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강제근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 그 동안에, 강제근로가 조세로서 강요되는 경우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강제근로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 권한 있는 기관은 우선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공될 노동이나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용 가능한 노동력 및 노무 수행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을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이 종교, 사회생활 및 농사의 긴급성에 따라
수행될 것

제11조
1.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만 강제근로에 동원할 수 있다.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한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된다.
㈎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징집대상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요구
되는 업무 및 그 업무가 수행될 조건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관청이 임명한 의사가 사전에 결정할 것
㈏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 각 지역에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 부부 및 가족간 유대관계를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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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c)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regul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of this Convention shall fix the
proportion of the resident adult able-bodied males who may be taken
at any one time for forced or compulsory labour, provided always
that this proportion shall in no case exceed 25 per cent. In fixing this
propor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ccount of the density
of the population, of its social and physical development, of the
seasons, and of the work which must be done by the persons
concerned on their own behalf in their locality, and, generally, shall
have regard to the economic and social necessities of the normal life
of the community concerned.
Article 12
1. The maximum period for which any person may be taken for forced
or compulsory labour of all kinds in any one period of twelve
months shall not exceed sixty days, including the time spent in going
to and from the place of work.
2. Every person from wh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s exacted
shall be furnished with a certificate indicating the periods of such
labour which he has completed.
Article 13
1. The normal working hours of any person from wh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s exacted shall be the same as those prevailing in
the case of voluntary labour, and the hours worked in excess of the
normal working hours shall be remunerated at the rates prevailing in
the case of overtime for voluntary labour.
2. A weekly day of rest shall be granted to all persons from wh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of any kind is exacted and this day shall
coincide as far as possible with the day fixed by tradition or custom
in the territories or regions concerned.
Article 14
1. With the exception of the forced or compulsory labour provided for
in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forced or compulsory labour of all
kinds shall be remunerated in cash at rates not less than those
prevailing for similar kinds of work either in the district in which the
labour is employed or in the district from which the labour is
recruited, whichever may be the higher.

28 ❙ILO

Conventions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2. 제1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한 규칙은 한 번에
강제근로에 동원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성인남자 주민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은 항상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
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련자가 그들의 지역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행해져야 하는 작업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지역의 일상생활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1. 어떤 사람이 어떠한 12개월 기간 중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동원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근무장소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강제근로를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 종료시 강제근로기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사람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자발적인 노동인 경우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노동을 위한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적인 임금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종류의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당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휴일은 가능한 한 관련 영토 또는 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날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강제근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고용된 지역 또는 노동력이 동원된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률(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않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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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he case of labour to which recourse is had by chiefs in the
exercise of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s, payment of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3. The wages shall be paid to each worker individually and not to his
tribal chief or to any other authority.
4. For the purpose of payment of wages the days spent in travelling to
and from the place of work shall be counted as working days.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ordinary rations being given as a
part of wages, such rations to be at least equivalent in value to the
money payment they are taken to represent, but deductions from
wages shall not be made either for the payment of taxes or for
special food, clothing or accommodation supplied to a worker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him in a fit condition to carry on his work
under the special conditions of any employment, or for the supply of
tools.
Article 15
1. Any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workmen's compensation for
accidents or sickness arising out of the employment of the worker
and any laws or regulations providing compensation for the
dependants of deceased or incapacitated workers which are or shall
be in force in the territory concerned shall be equally applicable to
persons from wh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s exacted and to
voluntary workers.
2. In any case it shall be an obligation on any authority employing any
worker on forced or compulsory labour to ensure the subsistence of
any such worker who, by accident or sickness arising out of his
employment, is rendered wholly or partially incapable of providing
for himself, an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ny
persons actually dependent upon such a worker in the event of his
incapacity or decease arising out of his employment.
Article 16
1. Except in cases of special necessity,
compulsory labour is exacted shall
where the food and climate differ
which they have been accustom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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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의 장에 의하여 그 행정적 기능의 수행에 사용되는 노동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임금은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부족의 장 또는 다른
정부당국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4.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 장소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본조는 일상적인 배급식량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배급식량은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
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의 지급을 위한 것, 작업의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 수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별한
음식이나 피복, 숙박을 위한 것, 공구류의 공급을 위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1.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 및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령으로서 관련 영토에서 집행되고 있거나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강제
근로와 자발적 근로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완전히 또는
일부 상실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정상생활불능 또는 질병의 경우 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에 사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근로가 부여된 사람은 음식물 및 기후가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과 현저히 달라서 그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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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no case shall the transfer of such workers be permitted unless all
measures relating to hygiene and accommodation which are necessary
to adapt such workers to the conditions and to safeguard their health
can be strictly applied.
3. When such transfer cannot be avoided, measures of gradual
habituation to the new conditions of diet and of climate shall be
adopted on competent medical advice.
4. In cases where such workers are required to perform regular work to
which they are not accustomed,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ir habituation to it, especially as regards progressive training, the
hours of work and the provision of rest intervals, and any increase or
amelioration of diet which may be necessary.
Article 17
Before permitting recourse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or works of
construction or maintenance which entail the workers remaining at the
workplaces for considerable period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satisfy
itself-(1)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to safeguard the health of the
workers and to guarantee the necessary medical care, and, in
particular, (a) that the workers are medically examined before
commencing the work and at fixed intervals during the period of
service, (b) that there is an adequate medical staff, provided with the
dispensaries, infirmaries, hospitals and equipment necessary to meet
all requirements, and (c) that the sanitary conditions of the
workplaces, the supply of drinking water, food, fuel, and cooking
utensils, and, where necessary, of housing and clothing, are
satisfactory;
(2) that definite arrangements are made to ensure the subsistence of the
families of the workers, in particular by facilitating the remittance,
by a safe method, of part of the wages to the family,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sent of the workers;
(3) that the journeys of the workers to and from the workplaces are
made at the expense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shall facilitate such journeys by making the fullest use of all
available means of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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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그 환경에 적응시키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이송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이송이 부득이한 경우, 권한 있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 및
기후의 새로운 환경에 점차적으로 적응시키는 조치가 도입 되어야 한다.
4. 이러한 근로자가 익숙하지 않은 규칙적인 작업을 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특히 점진적 훈련, 근로시간, 휴식 제공,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의 추가
공급이나 개선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러한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보장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상당 기간 동안 체류하여야 하는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
강제근로 사용의 허가에 앞서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특히,
⑴ 근로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이전, 그리고 근로기간 중 일정한 간격으로
의료 검사를 받도록 할 것
⑵ 모든 요구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제실, 진료소, 병원
및 설비를 갖춘 충분한 의료요원이 있을 것
⑶ 작업장의 위생상태와 식수, 식량, 연료, 취사도구의 공급,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및 피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 특히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의 작업장으로의 이동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행정관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 행정관청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완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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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at, in case of illness or accident causing incapacity to work of a
certain duration, the worker is repatriated at the expense of the
administration;
(5) that any worker who may wish to remain as a voluntary worker at
the end of his period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s permitted to
do so without, for a period of two years, losing his right to
repatriation free of expense to himself.
Article 18
1. Forced or compulsory labour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such as the labour of porters or boatmen, shall be abolished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Meanwhil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omulgate regulations determining, inter alia, (a) that such labour
shall only be employed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officials of the administration, when on duty, or for the transport
of Government stores, or, in cases of very urgent necessity,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officials, (b) that the workers so
employed shall be medically certified to be physically fit, where
medical examination is possible, and that where such medical
examination is not practicable the person employing such workers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y are physically fit and
not suffering from any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c) the
maximum load which these workers may carry, (d) the maximum
distance from their homes to which they may be taken, (e) the
maximum number of days per month or other period for which they
may be taken, including the days spent in returning to their homes,
and (f) the persons entitled to demand this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entitled to
demand it.
2. In fixing the maxima referred to under (c), (d) and (e) in the
foregoing paragraph,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have regard to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physical development of the population
from which the workers are recruited, the nature of the country
through which they must travel and the climat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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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근로불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행정
관청의 비용으로 송환되도록 할 것
㈒ 강제근로 만료 시점에 자발적 근로자로 남고자 하는 근로자는 무료로
송환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상실하지 않고 이것이 허용될 것

제18조
1. 짐꾼이나 뱃사공의 근로와 같이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강제근로는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할 때까지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저장품의 운송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 이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서만 강제근로를 이용할 것
㈏ 의학적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강제근로에 동원된 근로자의 신체적
적합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학적 검사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 근로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
㈑ 근로자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최대거리
㈒ 근로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하여 한달간 또는
다른 기간 중 동원될 수 있는 최대일수
㈓ 이러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제1항 ㈐, ㈑, ㈒호에 규정한 최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근로자가 속한 인구의 신체적 발달, 근로자가 통근할 지역의 성질
및 기후상태를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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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further provide that the normal daily
journey of such workers shall not exceed a distance corresponding to
an average working day of eight hours, it being understood that
account shall be taken not only of the weight to be carried and the
distance to be covered, but also of the nature of the road, the season
and all other relevant factors, and that, where hours of journey in
excess of the normal daily journey are exacted, they shall be
remunerated at rates higher than the normal rates.
Article 19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only authorise recourse to compulsory
cultivation as a method of precaution against famine or a deficiency
of food supplies and alway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food or
produce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individuals or the
community producing it.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brogating the obligation
on members of a community, where production is organised on a
communal basis by virtue of law or custom and where the produce
or any profit accruing from the sale thereof remain the property of
the community, to perform the work demanded by the community by
virtue of law or custom.
Article 20
Collective punishment laws under which a community may be punished
for crimes committed by any of its members shall not contain provisions
for forced or compulsory labour by the community as one of the
methods of punishment.
Article 21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be used for work underground in
mines.
Article 22
The annual reports that Members which ratify this Convention agree to
make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n the measures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contain as full information as possible, in respect of
each territory concerned,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recourse has
been had to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that territory, the purposes
for which it has been employed, the sickness and death rates, hours of
work, methods of payment of wages and rates of wage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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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있는 기관은 나아가, 운반하여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계절 및 다른 모든 관련요소까지 고려해서, 근로자의 통상적인
하루 통근이 하루 평균 8시간 근로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및 통근시간이 통상적인 하루 통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금률보다
높은 임금률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기근이나 식량공급 부족에 대한 예방수단으로서만 강제적인
경작을 허용하고, 이는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생산이 법이나 관습에 의해 공동체 단위로 조직되고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공동체의 소유로 남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법이나 관습에 의해 해당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0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동체가 처벌되는 단체처벌 법령은, 처벌수단의
하나로서의 공동체에 의한 강제근로 규정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연례보고서는 각 관련된 영토에 대해서 강제
근로가 해당 영토에서 사용되는 정도,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목적, 질병 및
사망률, 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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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1.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issue complete and precise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2. These regulations shall contain, inter alia, rules permitting any person
from wh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s exacted to forward all
complaints relative to the conditions of labour to the authorities and
ensuring that such complaints will be examined and taken into
consideration.
Article 24
Adequate measures shall in all cases be taken to ensure that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mployment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re strictly applied, either by extending the duties of any existing labour
inspectorate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inspection of voluntary
labour to cover the inspec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or in
some other appropriate manner. Measures shall also be taken to ensure
that the regulations ar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persons from
whom such labour is exacted.
Article 25
The illegal exac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be punishable
as a penal offence, and it shall be an obligation on any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to ensure that the penalties imposed by law
are really adequate and are strictly enforced.
Article 26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apply it to the territories placed under
its sovereignty, jurisdiction, protection, suzerainty, tutelage or
authority, so far as it has the right to accept obligations affecting
matters of internal jurisdiction; provided that, if such Member may
desire to take 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t shall append
to its ratification a declaration stating-(1) the territories to which it intends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out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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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제하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칙은 특히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진정을 정부 당국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진정이 심사
되고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발적인 근로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존의 근로감독기관의 권한을 강제
근로 감독에 미치도록 확장함으로써,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치를 모든 경우에 취하여야 하며, 강제근로를 강요받은 사람이 이러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제25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절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국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휘권 하에 놓여 있는 영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비준시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수정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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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erritories to which it intends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modifications,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3)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reserves its decision.
2. The aforesaid declaration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shall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It shall be
open to any Member, by a subsequent declaration, to cancel in whole
or in part the reservations made,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in the original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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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영토
및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영토
2. 상기 선언은 비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모든 회원국은 애초의 선언에서 본조 ㈏, ㈐호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유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후 선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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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s' Competency Certificates Convention, 193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wenty-first Session on 6
October 1936,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by each maritime country of a minimum requirement of
professional capacity in the case of captain, navigating and engineer officers
in charge of watches on board merchant ship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thir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Officers' Competency Certificates Convention, 1936: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vessels registered in a territory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and engaged in maritime navigation
with the exce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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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협약

항해사 해기(海技) 면허 협약(1936년)
효력발생：1939년 3월 29일 (37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상선에 근무하는 선장 및 행해장과 기관사들이 직무상 갖춰야 하는 최저
요건 설정에 관한 원칙을 정함
선박이 등록된 영토의 공공기관이 발급한 해기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선장, 당직항해장,
기관장, 당직기관사는 해당 선박에 고용될 수 없음
해기면허 지원자의 최저연령과 업무경력,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의 시험 준비 및 감독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규정
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모든 해운국의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 및 당직을
맡는 항해장과 기관사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 설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항해사해기면허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1일에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지역에 있어서 등록
되어 해양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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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ps of war;
(b) Government vessels, or vessels in the service of a public authority,
which are not engaged in trade;
(c) wooden ships of primitive build such as dhows and junk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grant exceptions or exemptions in
respect of vessels of less than 200 tons gross registered tonnage.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expressions have the
meanings hereby assigned to them:
(a) master or skipper means any person having command or charge
of a vessel;
(b) navigating officer in charge of a watch means any person, other
than a pilot, who is for the time being actually in charge of the
navigation or manoeuvring of a vessel;
(c) chief engineer means any person permanently responsible for the
mechanical propulsion of a vessel;
(d) engineer officer in charge of a watch means any person who is
for the time being actually in charge of the running of a vessel's
engines.
Article 3
1. No person shall be engaged to perform or shall perform on board
any vessel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e duties of master or
skipper, navigating officer in charge of a watch, chief engineer, or
engineer officer in charge of a watch, unless he holds a certificate of
competency to perform such duties, issued or approved by the public
authority of the territory where the vessel is registered.
2.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ay be made only in
cases of force majeure.
Article 4
1. No person shall be granted a certificate of competency unless-(a) he has reached the minimum age prescribed for the issue of the
certificate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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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
㈏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부 선박 또는 공공기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2. 국내 법령은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예외 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진다.
㈎ ‘선장’은 선박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 ‘당직항해장’은 도선사가 아닌 당분간 실제로 선박의 운항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을 영속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 ‘당직기관사’은 당분간 실제로 선박 엔진의 운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1. 누구든지 선박이 등록된 영토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승인된
해기면허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선장,
당직항해장, 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
1.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기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 해당 면허 발급을 위하여 규정된 최저연령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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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is professional experience has been of the minimum duration
prescribed for the issue of the certificate in question; and
(c) he has passed the examinations organised and superv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testing whether he
possesses the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duties
corresponding to the certificate for which he is a candidate.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a) prescribe a minimum age to have been attained by and a minimum
period of professional experience to have been completed by
candidates for each grade of competency certificate;
(b) provide for the organisation and supervi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or more examinations for the purpose of testing
whether candidates for competency certificates possess the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duties corresponding to
the certificates for which they are candidates.
3. Any Member of the Organisation may, during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ts ratification, issue competency certificates to
persons who have not passed the examinations organised in virtue of
paragraph 2 (b) of this Article who-(a) have in fact had sufficient practical experience of the duties
corresponding to the certificate in question; and
(b) have no record of any serious technical error against them.
Article 5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ensure its due
enforcement by an efficient system of inspection.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for the cases in which the
authorities of a Member may detain vessel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on account of a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Where the authorities of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find a breach of its provisions on a vessel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which has also ratified the Convention, the said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with the consul of the Member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vessel i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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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경력이 해당 면허 발급을 위하여 규정된 최단기간을 만족시키고,
㈐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준비․감독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내의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단계별 해기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저연령 및 최소한의
업무경력
㈏ 해기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준비 및 감독
3.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그 비준일로부터 3년간은 본조 제2항 ㈏에 의하여
준비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기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사실상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직무에 있어서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 중대한 기술상 과실 기록이 없을 것

제5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효과적인 감독제도에 의한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내 법령은 회원국 정부당국이 그 영토에 등록된 선박을 본 협약 규정
위반을 이유로 억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당국이 본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등록된 선박이 본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
선박이 등록된 영토의 회원국 영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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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escribe penalties or disciplinary
measures for cases in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not
respected.
2. In particular, such penalties or disciplinary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for cases in which-(a) a shipowner, shipowner's agent, master or skipper has engaged a
person not certificated as required by this Convention;
(b) a master or skipper has allowed any of the duties defin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to be performed by a person not
holding the corresponding or a superior certificate;
(c) a person has obtained by fraud or forged documents an
engagement to perform any of the duties defined in the said
Article 2 without holding the requisite certificate.
Article 7
1. In respect of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ach Member of the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append to its
ratification a declaration stating-(a)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undertakes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thout modification;
(b)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undertakes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ubject to modifications,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c)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Convention is inapplicable
and in such cases the grounds on which it is inapplicable;
(d)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reserves its decision.
2.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shall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3. Any Member may by a subsequent declaration cancel in whole or in
part any reservations made in its original declaration in virtue of
subparagraphs (b), (c) or (d)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8 ❙ILO

Conventions

제53호 항해사 해기(海技) 면허 협약(1936년)

제6조
1. 국내 법령은 본 협약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징계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벌칙 또는 징계 조치는 특히 다음 경우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선박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본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
㈏ 선장이 해당 면허증 또는 상급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 필요한 면허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앞의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 언급된 영토에 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
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영토
㈏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영토
및 규정 변경 세목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영토 및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해당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영토
2. 본조 제1항㈎ 및 ㈏의 약속은 비준의 핵심적 부분으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모든 회원국은 본 조 제1항㈏, ㈐ 또는 ㈑에 의거한 그 최초 선언상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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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

Medical Examination (Seafarers) Convention, 1946

Having been convened at Seattle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wenty-eighth Session
on 6 June 1946,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medical examination of seafarers, which is included in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ni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edical Examination (Seafarers) Convention, 1946: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sea-going vessel,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cargo or
passengers for the purpose of trade and is registered in a territory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when vessels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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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협약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효력발생：1955년 8월 17일 (46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공․사유의 모든 해양항행선박의
모든 승선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해상근무 적격성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선박에 고용될 수 없음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내용 및 증명서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6년 6월 6일 시애틀에 소집한 제28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6년 6월 29일 채택
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교역을 목적으로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협약이 시행되는 영토에 등록된 공․사유의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적용한다.
2. 선박의 해양항행 인정여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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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a) vessels of less than 200 tons gross register tonnage;
(b) wooden vessels of primitive build such as dhows and junks;
(c) fishing vessels;
(d) estuarial craft.
Article 2
Without prejudice to the steps which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persons mentioned below are in good health and not likely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person who is engag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vessel except-(a) a pilot (not a member of the crew);
(b) persons employed on board by an employer other than the
shipowner, except radio officers or operators in the service of a
wireless telegraphy company;
(c) travelling dockers (longshoremen) not members of the crew;
(d) persons employed in ports who are not ordinarily employed at
sea.
Article 3
1. No person to whom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engaged for
employment in a vessel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unless he
produces a certificate attesting to his fitness for the work for which
he is to be employed at sea signed by a medical practitioner or, in
the case of a certificate solely concerning his sight, by a person
author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issue such a certificate.
2. Provided that,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territory concerned, a person
may be so engaged if he produces evidence that he has been
employed in a sea-going vessel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for
a substantial period during the previous two years.
Article 4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sations concerned, prescribe the nature of the
medical examination to be made and the particulars to be included in
the medical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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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선
㈐ 어선
㈑ 하천운항선
제2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건강하고 다른 승선자의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하는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승무원이 아닌 도선사
㈏ 무선전신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통신원을 제외한,
선주 이외의 사용자가 고용한 승선자
㈐ 승무원이 아닌 이동항만근로자
㈑ 통상 해상에서 고용되지 않고 항만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의사가 서명한 증명서, 또는 시력에 관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사람이 서명한 시력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고용될 수 없다.
2. 다만, 협약 발효전 2년 기간중 상당기간 동안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
항행선박에 고용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에서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건강진단의 내용
및 건강증명서의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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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prescribing the nature of the examination,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age of the person to be examined and the nature of the
duties to be performed.
3. In particular, the medical certificate shall attest-(a) that the hearing and sight of the person and, in the case of a
person to be employed in the deck department (except for certain
specialist personnel, whose fitness for the work which they are to
perform is not liable to be affected by defective colour vision), his
colour vision, are all satisfactory; and
(b) that he is not suffering from any disease likely to be aggravated
by, or to render him unfit for, service at sea or likely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Article 5
1. The medical certificate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 was granted.
2. In so far as a medical certificate relates to colour vision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 was granted.
3.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expires in the course of a
voyage the certificate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end of that
voyage.
Article 6
1. In urgent cas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llow a person to be
employed for a single voyage without having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he preceding articles.
2. In such cas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hall be the
same as those of seafarers in the same category holding a medical
certificate.
3. Employment in virtue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deemed on any
subsequent occasion to be previous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Article 3.
Article 7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rovide for the acceptance in substitution
for a medical certificate of evidence in a prescribed form that the
required certificate has been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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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진자의 연령과 수행할 직무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특히 건강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 수검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갑판부에 고용될 사람(수행할 업무에 대한
적합성이 색각의 결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
제외)의 경우에는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움
㈏ 수검자가,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
하게 만들거나, 다른 승선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

제5조
1.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2. 색각에 대한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3.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에 만료된 경우 그 효력은 항해 종료시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제6조
1. 긴급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위 조항들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1회의 항해에 한하여 고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로조건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동종 선원의 근로조건과 동일
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은 그 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의 목적을
위한 이전의 고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
권한 있는 기관은 필요한 건강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건강증명서 대신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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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enable a person who, after examination,
has been refused a certificate to apply for a further examination by a
medical referee or referees who shall be independent of any shipowner
or of any organisation of shipowners or seafarers.
Article 9
Any of the fun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y under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be discharged by delegating the work, or part of it, to an
organisation or authority exercising similar functions in respect of
seafarers generally.

Article 11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re
have been registered ratifications by seven of the following countries:
United States of America, Argentine Republic, Australia, Belgium,
Brazil, Canada, Chile, China, Denmark, Finland, Franc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reece, India, Ireland, Italy,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weden, Turkey and
Yugoslavia, including at least four countries each of which has at
least one million gross register tons of shipping. This provision is
included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and encouraging early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by Member States.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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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강진단 결과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사람이 의료검사요원 또는 선주, 선주단체
또는 선원단체로부터 독립된 검사요원에 의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 있는 기관은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한 후, 일반적인 선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정부기관에게 업무 또는 그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이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
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다만, 효력발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및 유고슬라비아 중 적어도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4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비준을 등록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에 의한 협약의 조기비준을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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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7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Industry) Convention, 194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Montreal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wenty-ninth Session on
19 September 1946,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in industry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hich is included in the third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Industry) Convention, 1946: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hildren and young persons employed or
working in, or in connection with, industrial undertakings, whether
public or privat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includes particularly:
(a) mines, quarries, and other works for the extraction of minerals
from the earth;
(b) undertakings in which articles are manufactured, altered, cleaned,
repaired, ornamented, finished, adapted for sale, broken up or
demolished, or in which materials are transformed, including
undertakings engaged in shipbuilding or in the generation,
transformation or transmission of electricity or motive power of
any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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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협약

연소자 건강검진(공업) 협약(1946년)
효력발생： 1950년 12월 29일 (4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몬트리올에 소집되어 1946년 9월 19일 제29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의의 의사일정의 제3의제에 포함된, 공업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 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연소자 건강검진(공업) 협약이라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10월
9일 채택한다.

제1부 총 칙
제1조
1. 본 협약은 공사(公私)의 공업적 사업에 있어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고용
되거나 또는 근로하는 아동 및 연소자에게 적용한다.
2. 본 협약에서 「공업적 사업」이라 함은 특히 다음에 드는 것을 포함한다.
㈎ 광산업, 채석업, 기타 토지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물품의 제조, 개선, 정세(淨洗), 수리, 장식, 완성, 판매를 위한 손질,
파괴나 해체, 또는 재료를 변조하는 사업(조선 및 전기 또는 각종 동력의
발생, 변경 및 전도(傳導)에 종사하는 제 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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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ndertakings engaged in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work,
including constructional, repair, maintenance, alteration and
demolition work;
(d) undertaking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passengers or goods by
road, rail, inland waterway or air, including the handling of
goods at docks, quays, wharves, warehouses or airport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fine the line of division which
separates industry from agriculture, commerce and other non-industrial
occupations.
Article 2
1. Children and young person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shall not be
admitted to employment by an industrial undertaking unless they
have been found fit for the work on which they are to be employed
by a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2. The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carried
out by a qualified physicia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shall be certified either by a medical certificate or by an
endorsement on the work permit or in the workbook.
3. The document certifying fitness for employment may be issued-(a) subject to specified conditions of employment;
(b) for a specified job or for a group of jobs or occupations involving
similar health risks which have been classified as a group by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medical 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4.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specify the authority competent to
issue the document certifying fitness for employment and shall define
the conditions to be observed in drawing up and issuing the
document.
Article 3
1. The fitness of a child or young person for the employment in which
he is engaged shall be subject to medical supervision until he has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2. The continued employment of a child or young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shall be subject to the repetition of medical
examinations at intervals of not more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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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및 공목(工木)공사에 종사하는 사업(건설, 수리, 보존, 변경
및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 도로, 철궤도, 내륙수로 및 항공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선거
(船渠), 안벽(岸壁), 선창, 창고 또는 공항에서의 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
3. 공업을 농업, 상업 및 기타 비공업적 업무와 구별하는 한계선은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여야 한다.

제2조
1.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엄밀한 건강검사에 의하여 고용되어야 할
작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공업적 사업에 이를 고용할 수 없다.
2.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유자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검사는 건강증명서에 의하여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의 이서(裏書)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 고용의 특수한 조건의 의거하여,
㈏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당국이 동일부류의 건강상의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한 특정의
직무 또는 직무군 또는 업무군에 대하여,
4.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권한있는
기관을 정하고 또한 이 서류의 작성 및 발행에 관하여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1. 아동 또는 연소자가 종사하는 고용에 대한 적격은 18세에 달할 때까지 의사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2. 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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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a) make provision for th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a medical
re-examination shall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annual
examination or at more frequent interval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supervision in respect of the risks involved in the
occupation and of the state of health of the child or young person
as shown by previous examinations; or
(b) empower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quire medical re-examinations
in exceptional cases.
Article 4
1. In occupations which involve high health risks medical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required until at least the age of twenty-one year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either specify, or empower an
appropriate authority to specify, the occupations or categories of
occupations in which medical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required until at least the age of
twenty-one years.
Article 5
The medical examination required by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not
involve the child or young person, or his parents, in any expense.
Article 6
1.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vocational guidance and physical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found by medical examination to be
unsuited to certain types of work or to have physical handicaps or
limitations.
2. The nature and extent of such measur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is purpose co-operation sha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labour,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services concerned,
and effective liaison shall be maintained between these services in
order to carry out such measures.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for the issue to children
and young persons whose fitness for employment is not clearly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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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전의 검사에 나타난 그 아동 또는 연소자의 직업에 있어서의 위험
및 건강상태에 관하여 유효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연차검사에 부가하여
또는 또다시 빈번히 건강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의 규정을
둘 것, 또는
㈏ 예외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건강재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것

제4조
1. 고도로 건강상에 위험이 있는 직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적격의 건강검사 및 재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적격에 대한 건강
검사 및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든가 또는 이를
정할 권한을 적당한 기간에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전 제조(諸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사에 대하여는 아동 또는 연소자 또는
그 양친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건강검사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작업에 부적당하다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해 또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명된 아동 및 연소자의
직업지도 및 육체적 직업적 갱생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조치의 성질 및 범위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 보건, 교육 및 사회의 각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얻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들 각 기관 간에 유효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에 대한 적격이 명확히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
및 연소자에 대하여 다음을 발행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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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f temporary work permits or medical certificates valid for a
limited period at the expiration of which the young worker will be
required to undergo re-examination;
(b) of permits or certificates requiring special conditions of employment.
Article 7
1. The employer shall be required to file and keep available to labour
inspectors either the medical certificate for fitness for employment or
the work permit or workbook showing that there are no medical
objections to the employment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the other methods of
supervision to be adopted for ensuring the strict enforcement of this
Convention.

PART II. SPECIAL PROVISIONS FOR CERTAIN
COUNTRIES
Article 8
1. In the case of a Member the territory of which includes large areas
where, by reason of the sparseness of the population or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area,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ty may exempt such area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either generally or with such exceptions in respect of
particular undertakings or occupations as it thinks fit.
2.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in respect of areas so indicated.
3.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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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유효하며 그 기간의 만료와 함께 연소자가 건강재검사를 받을
것을 요하는 바와 같은 가노동허가증 또는 건강증명서
㈏ 특별한 고용조건을 필요로 하는 허가증 또는 증명서

제7조
1. 사용자는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고용에 대한 신체적
지장이 없음을 나타낸 고용적격의 증명서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을
비치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본 조약의 엄중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의
감독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 2 부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
제8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그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 협약의
규정의 시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맹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와 같은 예외를 두어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가맹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
하여야 한다. 또한 여하한 가맹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가맹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지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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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1. Any Member which, before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e laws or
regulations permitting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had no laws
or regulations concerning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in industry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substitute an age lower than
eighteen years, but in no case lower than sixteen years, for the age of
eighteen years prescribed in Articles 2 and 3 and an age lower than
twenty-one years, but in no case lower than nineteen years, for the
age of twenty-one years prescribed in Article 4.
2. Any Member which has made such a declaration may at any time
cancel the declaration by a subsequent declaration.
3. Every Member for which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shall indicate each year in its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extent to which any
progress has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10
1. The provisions of part I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India
subject to the modificati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a) the said provisions shall apply to all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Indian Legislature has jurisdiction to apply them:
(b)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shall include (i) factories as defined in the Indian Factories Act;
(ii) mines as defined in the Indian Mines Act;
(iii) railways
(iv) all employments covered by the Employment of Children Act,
1938;
(c) Articles 2 and 3 shall apply to children and young persons under
sixteen years of age;
(d) in Article 4 nineteen years shall be substituted for twenty-one
years;
(e)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6 shall not apply to India.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amendment by the follow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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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 본 협약의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채택일 이전에 아동 및
연소자의 공업에 있어서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맹국은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는 18세 대신으로 18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6세보다 적을 수 없다. 또한 제4조에 규정하는 21세 대신
으로 21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대신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9세보다
적을 수는 없다.
2.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가맹국은 언제든지 그 후에 발하는 선언에 의하여
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본 조 1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가맹국은 매년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본 협약 규정의 완전한 적용을 목표로 얼마나 진보가 되었
는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본 협약 제1부의 규정은 본 조에 표시된 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인도에 적용
된다.
㈎ 전기(前記)의 규정은 인도 입법부가 그 적용의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영토에 적용죈다.
㈏ 「공업적 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드는 것을 포함한다.
⑴ 인도 공장법에 정의되어 있는 공장
⑵ 인도 광산법에 정의되어 있는 광산
⑶ 철도
⑷ 1938년의 아동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고용
㈐ 제2조 및 제3조는 아동 및 16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적용된다.
㈑ 제4조에 있어서는 19세로써 21세에 대신한다.
㈒ 제6조 1 및 2는 인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 조 1의 규정은 다음에 드는 절차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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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may, at any session at which the
matter is included in its agenda, adopt by a two-thirds majority
draft amendments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 any such draft amendment shall, within the period of one year,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eighteen months, from the closing
of the session of the Conference, be submitted in India to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within whose competence the matter lies,
for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or other action;
(c) India will, if it obtains the consent of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within whose competence the matter lies, communicate the formal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d) any such draft amendment shall take effect as an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on ratification by India.

PART III. FINAL ARTICLES
Article 1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any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han those provid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12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13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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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총회는 이 문제가 그 의사일정에 포함되는 회의에서 본 조의 개정
안을 3분의 2의 다수로써 채택할 수 있다.
㈏ 이 개정안은 총회의 폐회 후 1년 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18개월 이내에 인도에서 입법 기타의 조치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개정의
정식비준을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위의 개정안이 인도에 의하여 비준되었을 때에는 본 협약의 개정
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11조
본 협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어떠한 법률, 재정
(裁定), 관습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에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2조
본 협약의 정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본 협약은 사무국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만을 구속
한다.
2. 본 협약은 2개 가맹국의 비준이 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그 후 본 협약은 다른 어떠한 가맹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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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15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communicated to him by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2.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ond ratification communicated to him,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16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nd acts of denunciation
registered by h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s.
Article 17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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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본 협약의 최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
만료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송부하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 든 10년의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본 조에 정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각 가맹국은 다시 10년간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조에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통고받은 두 번째의 비준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에
통지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전 제조(諸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완전한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
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10년의 기간
만료마다 본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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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b)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2.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Article 19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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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1.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가맹국에 의한 신개정협약의 비준은 신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 전기(前記)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본 협약의 즉시폐기를
수반한다.
㈏ 신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은 가맹국에 의하여 비준됨을
그치게 된다.
2. 본 협약은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가맹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본 협약은 영어 및 불어의 본문을 정문(正文)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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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8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194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Montreal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wenty-ninth Session on
19 September 1946,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in non-industrial
occupation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hich is included in the third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1946: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hildren and young persons employed for
wages, or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for gain, in non-industrial
occupations.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non-industrial
occupations includes all occupations other than those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industrial, agricultural and maritime
occupations.
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fine the line of division which separates
non-industrial occupations from industrial, agricultural and maritime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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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호 협약

연소자 건강검진(비공업 직업) 협약(1946년)
효력발생： 1950년 12월 29일 (39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몬트리올에 소집되어 1946년 9월 19일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회의의 의사일정의 제3의제에 포함된, 비공업적 업무에 있어서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 할 것을 결정하고,
1946년의 연소자 건강검진(비공업 직업) 협약이라 부를, 다음 협약을 1946년 10월
19일 채택한다.

제1부 총 칙
제1조
1. 본 협약은 비공업적 업무에서 임금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수익을 위하여 근로하는 아동 및 연소자에게 적용한다.
2. 본 협약에서 「비공업적 업무」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이 공업적, 농업적
또는 해사적 업무라고 인정하는 이외의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비공업적 업무를 공업적, 농업적 또는 해사적 업무와 구별
하는 한계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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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mployment, on work which is recognised as not being
dangerous to the health of children or young persons, in family
undertakings in which on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or wards are
employed.
Article 2
1. Children and young person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shall not be
admitted to employment or work in non-industrial occupations unless
they have been found fit for the work in question by a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2. The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carried out by a qualified physicia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shall be certified either by a medical certificate or by an
endorsement on the work permit or in the workbook.
3. The document certifying fitness for employment may be issued-(a) subject to specified conditions of employment;
(b) for a specified job or for a group of jobs or occupations involving
similar health risks which have been classified as a group by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medical 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4.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specify the authority competent to
issue the document certifying fitness for employment and shall define
the conditions to be observed in drawing up and issuing the
document.
Article 3
1. The fitness of a child or young person for the employment in which
he is engaged shall be subject to medical supervision until he has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2. The continued employment of a child or young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shall be subject to the repetition of medical
examinations at intervals of not more than one year.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a) make provision for th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a medical
re-examination shall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annual
examination or at more frequent interval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supervision in respect of the risks involved in the
occupation and of the state of health of the child or young person
as shown by previous examinatio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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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양친 및 아동 또는 피보호자만이 고용되는 가족
기업에 있어서 아동 또는 연소자의 건강에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에
있어서의 고용을 본 협약의 적용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1.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엄밀한 건강검사에 의하여 당해 작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비공업적 업무에 있어서의 고용 또는
작업에 이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유자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이 검사는 건강증명서에 의하여 또는 노동
허가서 또는 근로수첩의 이서(裏書)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 고용의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당국이 동일부문의 건강상의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한 특정의
직무 또는 직무군 또는 업무군에 대하여,
4.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권한있는
기관을 정하고 또한 이 서류의 작성 및 발행에 관하여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1. 아동 또는 연소자가 종사하는 고용에 대한 적격은 18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의사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2. 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 이전의 검사에 나타난 그 아동 또는 연소자의 직업에 있어서의 위험
및 건강상태에 관하여 유효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연차검사에 부가하여
또는 빈번히 건강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77

C78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1946

(b) empower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quire medical re-examinations
in exceptional cases.
Article 4
1. In occupations which involve high health risks medical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required until at
least the age of twenty-one year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either specify, or empower an
appropriate authority to specify, the occupations or categories of
occupations in which medical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required until at least the age of
twenty-one years.
Article 5
The medical examinations required by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not
involve the child or young person, or his parents, in any expense.
Article 6
1.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vocational guidance and physical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found by medical examination to be
unsuited to certain types of work or to have physical handicaps or
limitations.
2. The nature and extent of such measur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is purpose co-operation sha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labour,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services concerned,
and effective liaison shall be maintained between these services in
order to carry out such measures.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for the issue to children
and young persons whose fitness for employment is not clearly
determined-(a) of temporary work permits or medical certificates valid for a
limited period at the expiration of which the young worker will be
required to undergo re-examination;
(b) of permits or certificates requiring special condition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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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건강재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제4조
1. 고도로 건강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
검사 및 재검사는 적어도 21세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
검사 및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든가 또는 이를
정할 권한을 적당한 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전 제조(諸條)가 요구하는 건강검사는 아동 또는 연소자 또는 그 양친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건강검사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작업에 부적당하다거나
또는 신체상으로 장해 또는 제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아동 및
연소자의 직업지도나 육체적 직업적 갱생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조치의 성질 및 범위는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근로, 보건, 교육 및 사회의 각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얻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각 기관 간에 유효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고용에 대한 적격이 명확히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
및 연소자에 대하여 다음을 것을 발행할 규정을 둘 수 있다.
㈎ 단기간 유효하며 동 기간의 만료와 함께 연소자가 건강재검사를 받을
것을 요하는 바와 같은 노동허가서 또는 건강증명서
㈏ 특별한 고용조건을 필요로 하는 허가서 또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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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The employer shall be required to file and keep available to labour
inspectors either the medical certificate for fitness for employment or
the work permit or workbook showing that there are no medical
objections to the employment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a) the measures of identification to be adopted for ensuring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to children and young persons engaged either on
their own account or on account of their parents in itinerant
trading or in any other occupation carried on in the streets or in
places to which the public have access; and
(b) the other methods of supervision to be adopted for ensuring the
strict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PART II. SPECIAL PROVISIONS FOR CERTAIN
COUNTRIES
Article 8
1. In the case of a Member the territory of which includes large areas
where, by reason of the sparseness of the population or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area,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ty may exempt such area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either generally or with such exceptions in respect of
particular undertakings or occupations as it thinks fit.
2.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in respect of areas so indicated.
3.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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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사용자는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용에 대한 의학적
지장이 없음을 나타낸 고용적격의 증명서 또는 노동허가서 또는 근로
수첩을 조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2.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양친의 이익을 위하여 가두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순회상업 또는 기타의 업무에 종사하는 아동 및
연소자에 대한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제도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알 증명에 관한 조치
㈏ 기타 본 협약의 엄중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감독방법

제 2 부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
제8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그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 협약
규정의 시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맹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와 같은 예외를 두어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각 가맹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
하여야 한다. 또한 여하한 가맹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가맹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지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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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1. Any Member which, before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e laws or
regulations permitting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had no laws
or regulations concerning medical 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of young persons in non-industrial occupations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substitute an age lower
than eighteen years, but in no case lower than sixteen years, for the
age of eighteen years prescribed in Articles 2 and 3 and an age lower
than twenty-one years, but in no case lower than nineteen years, for
the age of twenty-one years prescribed in Article 4.
2. Any Member which has made such a declaration may at any
time cancel the declaration by a subsequent declaration.
3. Every Member for which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shall indicate each year in its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extent to which any
progress has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 III. FINAL ARTICLES
Article 10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any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han those provid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11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12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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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 본 협약의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채택일 이전에 아동 및
연소자의 비공업적 업무에 있어서의 고용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맹국은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는 18세 대신으로 18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16세보다 적을 수는 없다. 또한 제4조에 규정하는 21세 대신으로
21세 미만의 연령으로써 대신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9세보다 적을
수는 없다.
2.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가맹국은 언제든지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본 조 1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가맹국은 매년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본 협약 규정의 완전한 적용을 목표로 얼마나 진보가 되었
는가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10조
본 협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어떠한 법률, 재정
(裁定), 관습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에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1조
본 협약의 정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1. 본 협약은 사무국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만을 구속
한다.
2. 본 협약은 2개 가맹국의 비준이 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그 후 본 협약은 다른 어떠한 가맹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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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14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communicated to him by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2.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ond ratification communicated to him,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15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nd acts of denunciation
registered by h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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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본 협약의 최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만료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송부하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 든 10년의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본 조에 정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각 가맹국은 다시 10년간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조에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통고받은 두 번째의 비준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에
통지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전 제조(諸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완전한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
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85

C78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1946

Article 16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Article 17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b)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2.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Article 18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86 ❙ILO

Conventions

제78호 연소자 건강검진(비공업 직업) 협약(1946년)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7조
1.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가맹국에 의한 신개정협약의 비준은 신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 전기(前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본 협약의 즉시폐기를
수반한다.
㈏ 신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은 가맹국에 의하여 비준됨을
그치게 된다.
2. 본 협약은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가맹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본 협약은 영어 및 불어의 본문을 정문(正文)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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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1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ieth Session on 19
June 1947,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organisation of labour inspection in industry and commerce,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eleven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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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협약

근로감독 협약(1947년)
효력발생：1950년 4월 7일 (141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하기 위함
이 협약은 감독기능 및 조직, 중앙기관의 책임, 감독관과 공․사 기관, 사용자,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와의 협력, 여성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감독관의 채용, 감독관의 적절한
지위, 사무실과 교통수단 등 물질적 수단 및 장비, 철저하고 정기적인 사업장의 감독, 감독
작업에 관한 보고서 및 연간 통계 출간 등을 규정
근로감독관의 기능(법규정 집행 보장,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자문 제공, 권한 있는
기관에 정보 제공) 및 권한, 즉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유롭게 조사 특히 신문할 수 있는 권한, 서류 검토, 견본수거의 권한, 결함 시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혹은 조언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절차이행 또는 추천할
권한을 규정
근로감독관은 감독을 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진정의 출처를 누설하여서는 안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7년 6윌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0차 회의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의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7년 근로감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7년 7윌 11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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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LABOUR INSPECTION IN INDUSTRY
Article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maintain a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industrial workplaces.
Article 2
1.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industrial workplaces shall apply to
all workplaces in respect of which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while engaged
in their work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exempt mining and transport
undertakings or parts of such undertaking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3
1.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shall be:
(a)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while engaged
in their work,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hours, wages, safety,
health and welfare, the employment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and other connected matters, in so far as such provisions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b) to supply technical information and advice to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omplying with
the legal provisions;
(c) to bring to the notice of the competent authority defects or abuses
not specifically covered by existing legal provisions.
2. Any further duties which may be entrusted to labour inspectors shall
not be such as to interfere with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ir
primary duties or to prejudice in any way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which are necessary to inspectors in their relations with
employers and workers.
Article 4
1. So far as is compatible with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Member, labour inspection shall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central authority.
2. In the case of a federal State, the term central authority may mean
either a federal authority or a central authority of a federate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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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업부문 근로감독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
감독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조
1. 공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에 의해 해당 사업장 관련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광업 및 운송업체 전체 또는 일부는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3조
1. 근로감독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그 밖의
관련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근로감독관에 의해 집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집행되도록 보장
할것
㈏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법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기술적 정보 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함이나 폐해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알릴 것
2.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될 수 있는 추가적 임무는 근로감독관이 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 및 공정성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1.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2.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당국’이라 함은 연방당국 또는 연방구성단위의 중앙
당국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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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mote:
(a)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inspection services and other
government services and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engaged in
similar activities; and
(b) collaboration between officials of the labour inspectorate and
employers and workers or their organisations.
Article 6
The inspection staff shall be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whose status
and conditions of service are such that they are assured of stability of
employment and are independen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Article 7
1. Subject to any conditions for recruitment to the public service which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labour inspectors
shall be recruited with sole regard to their qualif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2. The means of ascertaining such qualific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Labour inspectors shall be adequately train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8
Both men and women shall be eligible for appointment to the inspection
staff; where necessary, special duties may be assigned to men and
women inspectors.
Article 9
Each Member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duly
qualified technical experts and specialists, including specialists in
medicine, engineering, electricity and chemistry, are associated in the
work of inspection, in such manner as may be deemed most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hile engaged in their work and of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rocesses, materials and methods of work 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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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기관과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공공․민간
기관간의 효과적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감독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협력 또는 이들 단체와의
협력
제6조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정권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
1. 근로감독관은 국내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공무원 채용조건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만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2. 상기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남․녀 모두 감독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남․녀 감독관
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9조
회원국은 작업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고,
작업공정과 재료, 방법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의학․공학․전기․
화학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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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number of labour inspectors shall be sufficient to secure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 duties of the inspectorate and shall be
determined with due regard for:
(a) the importance of the duties which inspectors have to perform, in
particular-(i) the number, nature, size and situation of the workplaces liable to
inspection;
(ii) the number and classes of workers employed in such
workplaces; and
(iii)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e legal provisions to be
enforced;
(b) the material means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inspectors; and
(c) the practical conditions under which visits of inspection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be effective.
Article 11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furnish labour inspectors with-(a) local offices, suitably equipp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ervice, and accessible to all persons
concerned;
(b) the transport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cases where suitable public facilities do not exis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reimburse to labour inspectors any travelling and incidental expenses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12
1. Labour inspectors provided with proper credentials shall be
empowered:
(a) to enter freely and without previous notice at any hour of the day
or night any workplace liable to inspection;
(b) to enter by day any premises which they may have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o be liable to inspection; and
(c) to carry out any examination, test or enquiry which they may
consider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that the legal
provision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and in particular-(i) to interrogate, alone or in the presence of witnesses, the
employer or the staff of the undertaking on any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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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근로감독관 수는 감독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원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대상 사업장의 수와 성격, 규모, 위치
⑵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와 직급
⑶ 집행될 법규정의 수와 복잡함의 정도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수단
㈐ 효과적 감독을 위하여 임검(臨檢)이 요구되는 실제상황

제11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시설이 갖춰진
지역사무소
㈏ 적절한 공공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통
수단
2. 권한 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경비 및
부대경비를 상환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한다.
㈎ 감독대상인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부지에 주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검사 또는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체 직원을 신문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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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registers or other
documents the keeping of which i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in order to see that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legal provisions, and to copy
such documents or make extracts from them;
(iii) to enforce the posting of notices required by the legal
provisions;
(iv) to take or remove for purposes of analysis samples of materials
and substances used or handled, subject to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being notified of any samples or substances taken
or removed for such purpose.
2. On the occasion of an inspection visit, inspectors shall notify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of their presence, unless they consider
that such a notification may be prejudicial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13
1. Labour inspectors shall be empowered to take steps with a view to
remedying defects observed in plant, layout or working methods which
they may have reasonable cause to believe constitute a threat to the
health or safety of the workers.
2. In order to enable inspectors to take such steps they shall be
empowered, subject to any right of appeal to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may be provided by law, to make or
to have made orders requiring-(a) such alterations to the installation or plant, to be carried out
within a specified time limit, as may be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health or
safety of the workers; or
(b) measures with immediate executory force in the event of imminent
danger to the health or safety of the workers.
3. Where the procedure prescribed in paragraph 2 is not compatible
with the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actice of the Member, inspectors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issue
of orders or for the initiation of measures with immediate executor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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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근로조건이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관련 국내법규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할 권한
⑶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게시하도록 할 권한
⑷ 분석을 목적으로 수거하는 샘플과 물질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 또는 취급되는 원료의 견본
및 물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할 권한
2. 근로감독관이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 통고하는 것이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임검(臨檢)계획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1. 근로감독관은 시설, 배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견된 결함이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만,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이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이 이의제기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련된 법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안에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 집행
효력을 가지는 조치
3. 제2항에 정한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 명령 또는 즉각적 집행효력을 가지는
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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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The labour inspectorate shall be notified of industrial accidents and cases
of occupational disease in such cases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15
Subject to such exceptions as may be mad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labour inspectors-(a) shall be prohibited from having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e undertakings under their supervision;
(b) shall be bound on pain of appropriate penalties or disciplinary
measures not to reveal, even after leaving the service, any
manufacturing or commercial secrets or working processes which
may come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c) shall treat as absolutely confidential the source of any complaint
bringing to their notice a defect or breach of legal provisions and
shall give no intimation to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that
a visit of inspection was made in consequence of the receipt of
such a complaint.
Article 16
Workplaces shall be inspected as often and as thoroughly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rticle 17
1. Persons who violate or neglect to observ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shall be liable to prompt legal proceedings
without previous warning: Provided that exceptions may be mad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respect of cases in which previous
notice to carry out remedial or preventive measures is to be given.
2. It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labour inspectors to give warning
and advice instead of instituting or recommending proceedings.
Article 18
Adequ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and for obstructing labour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effectively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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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재해와 직업병 사례는 발행한 경우 국내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로감
독기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5조
국내법규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감독관은
㈎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 감독관직을 사퇴한 후에도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제조상․상업상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처벌 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법규정의 결함 또는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제기되는 진정의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정에 따라 임검(臨檢)을
하였음을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사해서는 안된다.

제16조
관련 법규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수시로 철저
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1.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태만히 한 사람은
사전경고 없이 즉각적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안내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국내법규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사법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경고 및 조언을 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재량사항이어야 한다.
제18조
근로감독관이 집행하는 법규정 위반 및 그 임무수행의 방해에 대해서는 국내
법규로 적절한 벌칙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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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1. Labour inspectors or local inspection offices, as the case may be, shall
be required to submit to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periodical
reports on the results of their inspection activities.
2. These reports shall be drawn up in such manner and deal with such
subject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prescribed by the central
authority; they shall be submitted at least as frequently as may be
prescribed by that authority and in any case 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a year.
Article 20
1.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shall publish an annual general
report on the work of the inspection services under its control.
2. Such annual reports shall be publishe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end of the year to which they relate and in any case within
twelve months.
3. Copies of the annual reports shall be transmit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eir publication and in any case within three
months.
Article 21
The annual report published by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shall
deal with the following and other relevant subjects in so far as they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id authority:
(a)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e work of the inspection service;
(b) staff of the labour inspection service;
(c) statistics of workplaces liable to inspection an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therein;
(d) statistics of inspection visits;
(e) statistics of violations and penalties imposed;
(f) stat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g) statistics of occupational diseases.

PART II. LABOUR INSPECTION IN COMMERCE
Article 22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maintain a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commercial workplaces.

100 ❙ILO

Conventions

제81호 근로감독 협약(1947년)

제19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감독 사무소는 사정에 따라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중앙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서에는 중앙당국이 때때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당국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소한 중앙당국이 정하는 횟수만큼,
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중앙감독당국은 관할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2. 이 연례 보고서는 해당연도 종료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
에도 12개월 내에 발간하여야 한다.
3. 이 연례보고서의 사본은 발간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개월 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감독당국이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는 이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한 다음
사항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대상 사업장 및 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관한 통계
㈑ 임검(臨檢)통계
㈒ 위반 및 부과된 처벌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 통계
㈔ 직업병 통계

제 2 절 상업부문 근로감독
제22조
이 협약 제2절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상업부문사업장에 근로
감독제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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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commercial workplaces shall apply to
workplaces in respect of which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while engaged in their work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Article 24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commercial workplace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3 to 21 of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they are applicable.

PART II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25
1. An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exclude Part II from its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2. Any Member which has made such a declaration may at any
time cancel that declaration by a subsequent declaration.
3. Every Member for which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shall indicate each year in its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gard to the provisions of Part II of this Convention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said provisions.
Article 26
In any case in which it is doubtful whether any undertaking, part or
service of an undertaking or workplace is an undertaking, part, service
or workplac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e question shall be
settl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27
In this Convention the term legal provisions includes, in addition to
laws and regulations, arbitration awards and collective agreements upon
which the force of law is conferred and which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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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 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상업부문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적용 가능한 한 협약의 제3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2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된 선언서를
통하여 제2절을 제외하고 협약을 수락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차후의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매년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협약 제2절의 규정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규정이 이행
되어 왔거나 또는 이행될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체의 전부, 기업체의 일부나 업무 또는 사업장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체, 기업체 일부, 업무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의문시될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협약에서 ‘법규정’은 법규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집행 가능한 중재결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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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There shall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s to be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ull information concerning all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effect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29
1. In the case of a Member the territory of which includes large areas
where, by reason of the sparseness of the population or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area,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ty may exempt such area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ither generally or with such exceptions in respect of
particular undertakings or occupations as it thinks fit.
2.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hereto;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in respect of areas so indicated.
3.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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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는 이 협약규정을
이행하는 모든 법규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1. 희박한 인구밀도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권한 있는 기관이 이 협약규정
집행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할 만큼 넓은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해당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상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1조
비본토지역 적용 관련

제 4 절 최종규정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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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San Francisco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first Session on 17
June 1948;
Having decided to adopt, in the form of a Convention,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which is the seven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Considering that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eclares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to be a means of improving conditions of labour and of
establishing peace;
Considering that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reaffirms that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association are essential to sustained progress";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Thirtieth
Session, unanimously adopted the principles which should form the basis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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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 (150개국 비준)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들 단체는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을
국제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은 근로조건을 향상
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선언에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
이라고 재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30차 회의에서 국제적 규정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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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cond
Session, endorsed these principles and request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continue every effort in order that it may be possible to
adopt one or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adopts this nin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PART I. FREEDOM OF ASSOCIATION
Article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give eff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Article 2
Workers and employers,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d,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sation
concerned, to join organisations of their own choosing without previous
authorisation.
Article 3
1.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draw up
their constitutions and rul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in full
freedom, to organise their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and to
formulate their programmes.
2.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refrain from any interference which
would restrict this right or impede the lawful exercise thereof.
Article 4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not be liable to be
dissolved or suspended by administrative authority.
Article 5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d join federations and confederations and any such organisation,
federation or confeder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affiliate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f workers and employer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3 and 4 hereof apply to federations and
confederations of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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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총회가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지하고, 국제노동기구가 하나
이상의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 1 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
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
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연합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
단체 및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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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The acquisition of legal personality by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federations and confederations shall not be made subject
to conditions of such a character as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3 and 4 hereof.
Article 8
1. In exercising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like other persons or
organised collectivities, shall respect the law of the land.
2. The law of the land shall not be such as to impair, nor shall it be so
applied as to impair,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rticle 9
1. The extent to which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8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ny Member shall not be deemed to
affect any existing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in virtue of
which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r the police enjoy any right
guarante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10
In this Convention the term organisation means any organisation of
workers or of employers for furthering and defending the interests of
workers or of employers.

PART II.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Conver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workers and employers may exercise freely the
right to organ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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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단체,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진 조건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8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는 용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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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타규정
제12조~제13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 4 절 최종규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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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8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San Francisco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first Session on 17
June 1948,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the
organis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which is included in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maintain or ensure the maintenance of a
free public employ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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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호 협약

고용서비스 협약(1948년)
효력발생：1950년 8월 10일 (86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설립하
거나 유지하여야 함.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완전고용 달성 및 유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서 최상의 조직이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짐
효과적인 모집과 알선을 위한 조직, 조직과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규정
고용서비스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력할 것을 제안
특정 근로자 집단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용서비스기관의 기능(직업소개, 직업간ㆍ지역간의
이동 촉진, 고용정보, 실업급여 및 기타 실업자 구제조치 실시에 관한 협력 등)과 이 기관이
취하여야할 조치를 규정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의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서비스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
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8년 고용서비스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로 공공고용서비스를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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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ssential duty of the employment service shall be to ensure, in
co-operation where necessary with other public and private bodies
concerned, the best possible organisation of the employment market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al programme for the achievement and
maintenance of full employment and the development and use of
productive resources.
Article 2
The employment service shall consist of a national system of
employment offices under the direction of a national authority.
Article 3
1. The system shall comprise a network of local and, where appropriate,
regional offices, sufficient in number to serve each geographical area
of the country and conveniently located for employers and workers.
2. The organisation of the network shall:
(a) be reviewed-(i) whenever significant changes occur i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of the working population, and
(ii) whenever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a review desirable
to assess the experience gained during a period of experimental
operation; and
(b) be revised whenever such review shows revision to be necessary.
Article 4
1. Suitable arrangements shall be made through advisory committees for
the co-operation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in the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and in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service policy.
2. These arrangements shall provide for one or more national advisory
committees and where necessary for regional and local committees.
3. The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on these committees
shall be appointed in equal numbers after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Article 5
The general policy of the employment service in regard to referral of
workers to available employment shall be developed after consultation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s provided for in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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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서비스의 필수적 임무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 고용시장을 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제2조
고용서비스는 정부당국의 지휘 하에 있는 고용사무소의 전국적 체계로 구성
되어야 한다.
제3조
1. 이 체계는 해당 국가의 각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한 지방 및 적절한 경우
에는 지역사무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 네트워크의 구성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⑴ 경제활동 및 노동력인구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⑵ 권한 있는 기관이 시험운영 기간중에 얻은 경험에 비추어 재검토
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러한 재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제4조
1. 고용서비스기관의 구성 및 운영과 고용서비스 정책 개발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앙자문위원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들 자문위원회의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사용자․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각각 동수로 임명되어야 한다.

제5조
근로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한 일반적 고용서비스 정책은
제4조에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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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The employment service shall be so organised as to ensure effective
recruitment and placement, and for this purpose shall:
(a) assist workers to find suitable employment and assist employers to
find suitable workers, and more particularly shall, in accordance
with rules framed on a national basis-(i) register applicants for employment, take note of their occupational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desires, interview them for
employment, evaluate if necessary their physical and vocational
capacity, and assist them where appropriate to obtain vocational
guidance or vocational training or retraining,
(ii) obtain from employers precise information on vacancies notified
by them to the service and the requirements to be met by the
workers whom they are seeking,
(iii) refer to available employment applicants with suitable skills
and physical capacity,
(iv) refer applicants and vacancies from one employment office to
another, in cases in which the applicants cannot be suitably
placed or the vacancies suitably filled by the original office or
in which other circumstances warrant such action;
(b) take appropriate measures to-(i) facilitate occupational mobility with a view to adjusting the
supply of labour to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various
occupations,
(ii) facilitate geographical mobility with a view to assisting the
movement of workers to areas with sui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iii) facilitate temporary transfers of workers from one area to another
as a means of meeting temporary local maladjustments in the
supply of or the demand for workers,
(iv) facilitate any movement of work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hich may have been approv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c) collect and analyse, in co-operation where appropriate with other
authorities and with management and trade unions, the fullest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employment market
and its probable evolution, both in the country as a whole and in
the different industries, occupations and areas, and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systematically and promptly to the public
authorities,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and the general public;

118 ❙ILO

Conventions

제88호 고용서비스 협약(1948년)

제6조
고용서비스는 효과적인 채용 및 취업알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 근로자는 적절한 직장을 찾고, 사용자는 적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⑴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상의 자격, 경험 및 희망사항에 주의하여,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육체적․직업적
능력을 평가하며, 적당한 경우에는 직업지도 또는 직업훈련이나 직업
재훈련을 받도록 원조할 것
⑵ 사용자가 제공한 구인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얻을 것
⑶ 적절한 기능과 육체적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소개할 것
⑷ 최초의 고용서비스 기관이 구직자를 적당한 직장에 알선할 수 없거나
결원을 적당히 충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기타의 경우에는 구직 및 구인을 다른 고용서비스기관에 의뢰
할것
㈏ 다음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노동력의 공급을 여러가지 직업에서의 고용기회에 따라 조절하기
위하여 직업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⑵ 적당한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역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⑶ 노동력 수요공급의 일시적인 지역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근로자의 일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⑷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어 행해지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
㈐ 적절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경영진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전국적․
산업별․지역별 고용시장 상황 및 예상되는 발전양상에 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조직적이고도 신속하게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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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operate in the administration
assistance and of other measures
and
(e) assist, as necessary, other public
economic planning calculated to
situ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for the relief of the unemployed;
and private bodies in social and
ensure a favourable employment

Article 7
Measures shall be taken:
(a) to facilitate within the various employment offices specialisation by
occupations and b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any other
branch of activity in which such specialisation may be useful; and
(b) to meet adequately the needs of particular categories of applicants
for employment, such as disabled persons.
Article 8
Special arrangements for juveniles shall be initiated and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mployment and vocational guidance services.
Article 9
1. The staff of the employment service shall be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whose status and conditions of service are such that they are
independen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and, subject to the needs of the service, are assured of
stability of employment.
2. Subject to any conditions for recruitment to the public service which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he staff of the
employment service shall be recruited with sole regard to their
qualif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3. The means of ascertaining such qualific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4. The staff of the employment service shall be adequately train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10
The employment service and other public authorities where
appropriate shall, in co-operation with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nd other interested bodies,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encourage full use of employment service facilities by employers and
workers on a voluntar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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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보험, 실업부조, 기타 실업자구제조치 집행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괜찮은 고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경제 계획에 있
어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서비스기관 내에 농업 및 기타 전문화가 유용한 활동부문 등의 직업별․
산업별 전문화를 촉진할 것
㈏ 장애인과 같은 특수 범주 구직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촉 시킬 것

제8조
고용서비스 및 직업지도 서비스 체계 내에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개시․발전되어야 한다.
제9조
1. 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원은 그 신분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부 교체나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 조직상의 필요를 전제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원은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공무원 채용
조건에 따라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만을 고려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3. 제2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원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고용서비스기관 및 적절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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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private employment agencies not conducted with a view to profit.
Article 12
1. In the case of a Member the territory of which includes large areas
where, by reason of the sparseness of the population or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area,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ty may exempt such area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ither generally or with such exceptions in respect
of particular undertakings or occupations as it thinks fit.
2.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hereto;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in respect of areas so indicated.
3.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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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 있는 기관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
직업소개소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희박한 인구밀도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상 권한 있는 기관이 이 협약규정
집행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할 만큼 넓은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해당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기업 또는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상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 연차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14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관련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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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4

Labour Clauses (Public Contracts) Convention, 194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second Session on
8 June 1949,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labour
clauses in public contracts, which is the six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ni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Clauses (Public Contracts) Convention,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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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호 협약

노동조항(공계약) 협약(1949년)
효력발생：1952년 9월 20일 (59개국 비준)

주요내용
공계약 이행시에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본 협약은 건설, 해체, 소재,
비품 ․ 장비의 제조, 관련 서비스의 이행 및 공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공공자금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다루고 있다.
협약은 또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총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계약
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포함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보장을 통해서
국내법률, 규칙, 단체협약, 중재결정, 거래 및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근로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협약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복리 조건을 보장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은 협약실행관련 문서의 작성, 감독체계, 제재조치(공계약에서 노동관련 조항을
이행․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계약을 보류하는 것과 같은),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조치(특히 당국의 계약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지불을 보류
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공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항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근로조항(공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29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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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which fulfil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at one at least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s a public authority;
(b) that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involves-(i) the expenditure of funds by a public authority; and
(ii) the employment of workers by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c) that the contract is a contract for-(i) the construction, alteration, repair or demolition of public works;
(ii) the manufacture, assembly, handling or shipment of materials, supplies
or equipment; or
(iii) the performance or supply of services; and
(d) that the contract is awarded by a central authority of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to contracts
awarded by authorities other than central authorities.
3. This Convention applies to work carried out by subcontractors or
assignees of contracts;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sure such application.
4. Contracts involving the expenditure of public funds of an amount not
exceeding a limit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may b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5.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persons occupying positions of
management or of a technical, professional or scientific character,
whose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not regulat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and who do not
ordinarily perform manual work.
Article 2
1 Contract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include clauses
ensuring to the workers concerned wages (including allowances), hours
of work and other conditions of labour which are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established for work of the same character in the trade or
industry concerned in the district where the work is carri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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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 적어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공적기관일 것.
㈏ 계약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수반할 것.
⑴ 공공기관에 의한 자금의 지출 및
⑵ 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
㈐ 계약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일 것.
⑴ 공공공사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해체
⑵ 재료, 보급품 또는 장치의 제작, 조립, 취급이나 발송
⑶ 용역의 수행 또는 제공
㈑ 계약은 협약이 실시될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것.
2. 권한있는 기관은 협약이 중앙기관이외의 기관에 의하여 심사될 계약에 적용
되어야 할 정도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본협약은 재도급업자 또는 계약의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이와같은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각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적자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본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한 후,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술적, 전문적, 과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
조건이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결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며
통상 육체노동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 근로자에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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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 collective agreement or other recognised machinery of negotiation
between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
respectively of substantial proportion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in the trade or industry concerned; or
(b) by arbitration award; or
(c)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Where the conditions of labour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not regulated in a manner referred to therein in the district where
the work is carried on, the clauses to be included in contracts shall
ensure to the workers concerned wages (including allowances), hours
of work and other conditions of labour which are not less favourable
than-(a) those established by collective agreement or other recognised
machinery of negotiation, by arbitration, 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for work of the same character in the trade or
industry concerned in the nearest appropriate district; or
(b) the general level observed in the trade or industry in which the
contractor is engaged by employers whose general circumstances
are similar.
3. The terms of the clauses to be included in contracts and any
vari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manner considered most appropriate to the national condi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4.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by
advertising specifications or otherwise, to ensure that persons
tendering for contracts are aware of the terms of the clauses.
Article 3
Where appropriate provisions relating to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workers engaged in the execution of contracts are not already
applicable in virtue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dequate
measures to ensure fair and reasonable conditions of health, safety and
welfare for the work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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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부분을 각각
대표할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 중재결정
㈐ 국내법령에 의하여
2. 당해근로가 행하여지는 지역에 있어서 앞 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동항에 든
방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중에 삽입될 조항은 다음 사항
보다 유리한 임금(수당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관계
근로자에 보장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 가장 가까운 적당한 지역에서 관련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동일
성질의 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기타의 승인된 교섭절차, 또는
중재나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지는 것.
㈏ 계약자가 종사하는 직업․산업의 통상적인 조건이 유사한 사용자에 의해
준수되는 수준.
3. 계약에 삽입되어야 할 조항의 조건 및 이의 변경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 후 국내사정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광고에 의한 명세서 기타에 의하여, 계약신청자에게
당해조항의 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리에 관한 적당한
규정이 국내법령,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에 의하여 아직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근로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
안전 및 복리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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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instrumen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a) shall-(i) be brought to the notice of all persons concerned;
(ii) defin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compliance therewith; and
(iii) require the posting of notices in conspicuous places at the
establishments and workplaces concerned with a view to
informing the workers of their conditions of work; and
(b) shall, except where other arrangements are operating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provide for the maintenance of-(i) adequate records of the time worked by, and the wages paid to,
the workers concerned; and
(ii) a system of inspection adequate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Article 5
1. Adequate sanctions shall be applied, by the withholding of contracts
or otherwise, for failure to observe and apply the provisions of labour
clauses in public contracts.
2.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withholding of payments
under the contract or otherwise,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
workers concerned to obtain the wages to which they are entitled.
Article 6
There shall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s to be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u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by which effect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7
1. In the case of a Member the territory of which includes large areas
where, by reason of the sparseness of the population or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area,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empt such area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ither generally or with such
exceptions in respect of particular undertakings or occupations as it
thinks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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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법률 및 규칙 또는 기타의 수단은,
㈎ ⑴ 모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고,
⑵ 이 준수를 위한 책임자를 정하여야 하며,
⑶ 근로자에게 그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설비 및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⑴ 관련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 및 이에 지불된 임금에 대한 적당한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⑵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감독제도의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1. 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류 기타 적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관련근로자가 그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하의 지불보류
기타의 방법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본협약의 규정을 실시
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1. 인구의 희박 또는 지역의 발전단계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본협약의
규정의 실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
(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를 두어 본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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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hereto;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in respect of areas so indicated.
3.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t intervals not exceeding three years, reconsider in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the practicability of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areas exempted in virtue of paragraph 1.
4.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progress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such areas.
Article 8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emporarily
suspen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in
cases of force majeure or in the event of emergency endangering the
national welfare or safety.
Article 9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entered into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2. Th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thereof in respect of contracts entered into while the Convention was
in force.
Article 10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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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본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적하고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 후에는 위에서 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있어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한 후(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본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위한
진전의 정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8조
본협약의 규정의 실시는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단체와
협의한 후(이러한 단체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국가의 복리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일시 이를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1. 이 협약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협약의 효력 발생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폐기는 협약의 실시중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9조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
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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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1. Declarations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indicate -(a)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Member concerned
undertak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without modification;
(b)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undertak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subject to modifications,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c)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Convention is inapplicable
and in such cases the grounds on which it is inapplicable;
(d)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reserves its decision pending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2.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shall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3. Any Member may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cancel in
whole or in part any reservation made in its original declaration in
virtue of subparagraph (b), (c) or (d)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ny Member may, at any time at which the Convention is subject to
denun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a declaration modifying in any
other respect the terms of any former declaration and stating the
present position in respect of such territories as it may specify.
Article 13
1. Declarations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r 5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indicate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in
the territory concerned without modification or subject to
modifications; when the declaration indicat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subject to modifications, it shall give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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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관련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관련 회원국이 다시 사정을 고려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규정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는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명시하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
총장에게 통고될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할 여부를 지적하여야 한다. 선언은 협약의 규정을 변경
하여 적용할 것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위 변경의 상세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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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mber, Members or international authority concerned may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renounce in whole or in part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any modification indicated in any
former declaration.
3. The Member, Members or international authority concerned may, at
any time at which the Convention is subject to denun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a declaration modifying in any other respect the
terms of any former declaration and stating the present position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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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이전선언에서 지적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3. 관련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전선언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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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5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second Session on
8 June 1949,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ages, which is the seven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irst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Article 1
In this Convention, the term wages means remuneration or earnings,
however designated or calculated, capable of being expressed in terms of
money and fixed by mutual agreement 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payable in virtue of a written or unwritten
contract of employment by an employer to an employed person for
work done or to be done or for services rendered or to be 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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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호 협약

임금보호 협약(1949년)
효력발생：1952년 9월 24일 (96개국 비준)

주요내용
금전으로 지불되어야 할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함. 수표를 통한 임금지급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
부분적인 현물지급은 그것이 관례이거나 바람직한 상황 혹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ㆍ이익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일 때 가능
임금은 통상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업장내 매점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임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임금에서의 공제가 허락되는 범위를 규정․제한.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기업의 파산 혹은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에 임금은 우선적 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임금보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임금｣이라 함은 명칭 또는 계산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쌍방의 합의나 국내의 법령으로 정해진 보수 또는 소득으로,
완성되었거나 앞으로 완성될 일 또는 제공되었거나 앞으로 제공될 용역에
관하여 사용자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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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ersons to whom wages are paid or
payable.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employed persons directly concerned,
if such exist,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ategories of persons whos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such that the application to them of
all or any of the said provisions would be inappropriate and who are
not employed in manual labour or are employed in domestic service
or work similar thereto.
3.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categories
of persons which it proposes to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make exclusions except in respect of
categories of persons so indicated.
4. Each Member having indicated in its first annual report categories of
persons which it proposes to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categories of person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such categories of
persons.
Article 3
1. Wages payable in money shall be paid only in legal tender, and
payment in the form of promissory notes, vouchers or coupons, or in
any other form alleged to represent legal tender, shall be prohibited.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ermit or prescribe the payment of
wages by bank cheque or postal cheque or money order in cases in
which payment in this manner is customary or is necessary because of
special circumstances, or where a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so provides, or, where not so provided, with the consent of
the worker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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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본협약은 임금을 지불받거나 지불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고용의 사정 및 조건 상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부적당한 범주에 속한 사람, 육체노동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사나 이와 유사한 일에 고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관계가 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주를 지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이와 같이 지정된 범주의
사람 이외에는 제외할 수 없다.
4. 최초의 연차보고에서 본협약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
하고자 하는 범주의 사람를 지정한 회원국은 그 이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
제2항의 적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범주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범주에 속한
사람에게 본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1. 금전으로 지불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하여야 하며, 약속어음, 수령증
또는 상품권 등의 형식 또는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기타의
형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은행수표, 우편수표, 또는 우편환에 의한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는, 그것이 관습이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규정이 없는
때라도 관련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한 지불을 허가
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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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or arbitration awards
may authorise the partial payment of wages in the form of
allowances in kind in industries or occupations in which payment in
the form of such allowances is customary or desirabl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ndustry or occupation concerned; the payment of
wages in the form of liquor of high alcoholic content or of noxious
drugs shall not be permitted in any circumstances.
2. In cases in which partial payment of wages in the form of allowances
in kind is authorised,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a) such allowances are appropriate for the personal use and benefit
of the worker and his family; and
(b) the value attributed to such allowances is fair and reasonable.
Article 5
Wages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worker concerned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where the worker concerned has agreed to the
contrary.
Article 6
Employers shall be prohibited from limiting in any manner the freedom
of the worker to dispose of his wages.
Article 7
1. Where works stores for the sale of commodities to the workers are
established or services ar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an
undertaking, the workers concerned shall be free from any coercion to
make use of such stores or services.
2. Where access to other stores or services is not possibl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 the object of ensuring
that goods are sold and services provided at fair and reasonable
prices, or that stores established and services operated by the
employer are not opera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profit but
for the benefit of the workers concerned.

142 ❙ILO

Conventions

제95호 임금보호 협약(1949년)

제4조
1. 산업 또는 직업의 성질상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이거나
바람직한 경우에는,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그 산업
또는 직업에서의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또는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 현물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용도 및 이익에 부합할 것.
㈏ 그 현물급여의 가치가 공정하며 합리적일 것.

제5조
임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기의 임금처분에 대한 자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1.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장매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사업장내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것을 관련 근로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공정
하며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거나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치한 매점 및 제공하는 시설이 이윤이 아닌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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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1. Deductions from wages shall be permitted only under conditions and
to the extent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2. Workers shall be informed, in the manner deemed most appropriat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and the extent
to which such deductions may be made.
Article 9
Any deduction from wages with a view to ensuring a direct or indirect
payme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employment, made by
a worker to an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or to any intermediary
(such as a labour contractor or recruiter), shall be prohibited.
Article 10
1. Wages may be attached or assigned only in a manner and within
limit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Wages shall be protected against attachment or assignment to the
extent deemed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worker and his
family.
Article 11
1. In the event of the bankruptcy or judicial liquidation of an
undertaking, the workers employed therein shall be treated as
privileged creditors either as regards wages due to them for service
rendered during such a period prior to the bankruptcy or judicial
liquidation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as regards wages up to a prescribed amount as may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Wages constituting a privileged debt shall be paid in full before
ordinary creditors may establish any claim to a share of the assets.
3. The relative priority of wages constituting a privileged debt and other
privileged debts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12
1. Wages shall be paid regularly. Except where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exist which ensure the payment of wages at regular
intervals, the intervals for the payment of wages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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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으로, 그러한 공제의 조건 및 한도를 알려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고용의 획득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공제액을 사용자나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노무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0조
1. 임금은 국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한도에 한하여, 차압 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차압 또는 양도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1. 기업의 파산 또는 사법상의 청산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파산
선고나 사법상의 청산절차 개시전의 법정기간 중에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지불될 임금, 또는 국내법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적 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은 통상채권자의 자산배분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3. 우선적 채권을 구성하는 임금과 여타 우선적 채권과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2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보장할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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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on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of employment, a final settlement
of all wages due shall b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in the
absence of any applicable law, regulation, agreement or awar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aving regard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Article 13
1. The payment of wages where made in cash shall be made on
working days only and at or near the workplace,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where other arrangements known
to the workers concerned are considered more appropriate.
2. Payment of wages in taverns or other similar establishments and,
where necessary to prevent abuse, in shops or stores for the retail
sale of merchandise and in places of amusement shall be prohibited
except in the case of persons employed therein.
Article 14
Where necessary, effectiv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workers
are informed, in an appropriate and easily understandable manner-(a) before they enter employment and when any changes take place, of
the conditions in respect of wages under which they are
employed; and
(b) at the time of each payment of wages, of the particulars of their
wages for the pay period concerned, in so far as such particulars
may be subject to change.
Article 15
The laws or regulations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a) be made available for the information of persons concerned;
(b) defin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compliance therewith;
(c) prescribe adequate penalties or other appropriate remedies for any
violation thereof;
(d) provide for the maintenance, in all appropriate cases, of adequate
records in an approved form an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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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계약의 종료시에는 지불하여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 결제를 국내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 협약
또는 중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항을 고려한 적정한 기간 내에 행하
여야 한다.

제13조
1. 현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알고 있는 다른 조치가 한층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일에 근무처 또는 그 근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술집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서의 임금의 지불,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품 소매점, 오락장에서의 임금의 지불은 그곳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직하기 전 근로자에게 적용할 임금에 관한 조건 통보 및 그 후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통보
㈏ 각 급여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변경될 경우 임금
지급시에 통보

제15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정의할 것.
㈐ 그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또는 다른 적당한 구제조치를 할 것.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정한 기록유지를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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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There shall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s to be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u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by which effect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7
1. In the case of a Member the territory of which includes large areas
where, by reason of the sparseness of the population or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area,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empt such area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ither generally or with such
exceptions in respect of particular undertakings or occupations as it
thinks fit.
2. Each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first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which it proposes to
have recourse thereto; no Member shall, after the date of its first
annual report,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in respect of areas so indicated.
3.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t intervals not exceeding three years, reconsider in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the practicability of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areas exempted in virtue of paragraph 1.
4. Each Member having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annual reports any areas in respect of which it
renounces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progress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such areas.
Article 18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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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에 의거하여 제출될 연차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1. 인구의 과소 또는 지역별 발전단계 등의 이유로 이 협약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을 경우)와
협의한 후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기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에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후에는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그러한 단체가 있을 경우)와 협의한 후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협약의 확대 적용의 실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후의 연차보고에서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협약의 점진적 적용을 목적
으로 행하여진 진전의 정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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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s has been
registered.
Article 20
1. Declarations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indicate -(a)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Member concerned
undertak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without modification;
(b)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undertak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subject to modifications,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c)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Convention is inapplicable
and in such cases the grounds on which it is inapplicable;
(d)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reserves its decision pending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2.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shall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3. Any Member may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cancel in
whole or in part any reservation made in its original declaration in
virtue of subparagraph (b), (c) or (d)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ny Member may, at any time at which the Convention is subject to
denun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a declaration modifying in any
other respect the terms of any former declaration and stating the
present position in respect of such territories as it may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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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2개의 가맹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0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선언은 하기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본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 해당 회원국이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수정의 명세.
㈐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
㈑ 해당 회원국이 입장을 좀 더 검토할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본조 제1항 ㈎ 및 ㈏에 언급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본조 제1항 ㈏, ㈐ 또는 ㈑에 의하여 그 원래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역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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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1. Declarations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r 5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indicate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in
the territory concerned without modification or subject to
modifications; when the declaration indicat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subject to modifications, it shall give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2. The Member, Members or international authority concerned may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renounce in whole or in part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any modification indicated in any
former declaration.
3. The Member, Members or international authority concerned may, at
any time at which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denun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a declaration modifying in any other respect the
terms of any former declaration and stating the present position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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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1.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에게 통고할 선언은 해당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
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선언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세목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이전 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적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3.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이나 관련 국제기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이전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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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7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second Session on
8 June 1949,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1939, adopted by the
Conference at its Twenty-fifth Session, which is included in the eleven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Considering that these proposals must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irst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

154 ❙ILO

Conventions

제97호 취업이주 협약(개정)(1949년)

제97호 협약

취업이주 협약(개정)(1949년)
효력발생：1952년 1월 22일 (47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각국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규정과 이민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은 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민 근로자들의 출발ㆍ여행ㆍ도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협약은 이민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평등고용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협약 비준국은 합법적으로
자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이민 근로자들에게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자국민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은 또한 고용안정기관과 다른 이민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조항 및 이민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무료제공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협약은 영구 거주 이민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국후에 감염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협약 비준국은 통화 송금 및 반입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소득과 저축의 일부 송금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한번째 의제인 제25차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1939년의
이민근로자조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취업이주 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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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make available on request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to other Members-(a) information on national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emigration and immigration;
(b) information on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and the conditions of work and livelihood of
migrants for employment;
(c) information concerning general agreements and special arrangements
on these questions concluded by the Member.
Article 2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maintain, or satisfy itself that there is maintained, an adequate and free
service to assist migrants for employment, and in particular to provide
them with accurate information.
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hat it
will, so far a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ermit, take all
appropriate steps against misleading propaganda relating to
emigration and immigration.
2. For this purpose, it will where appropriate act in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s concerned.
Article 4
Measures shall be taken as appropriate by each Member, within its
jurisdiction, to facilitate the departure, journey and reception of migrants
for employment.
Article 5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maintain, within its jurisdiction,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responsible
for-(a) ascertaining, where necessary, both at the time of departure and
on arrival, that migrants for employment and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are in
reasonabl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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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요구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및 기타의 회원국에 다음을 이용시킬 것을 약속한다.
㈎ 출이민 및 입이민에 관한 국책, 법률 및 규칙에 관한 정보
㈏ 노무를 위한 이민 및 이민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한 정보
㈐ 회원국에 의하여 체결된 일발협약에 특별협약에 관한 정보

제2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이민근로자를 원조하고 또한 특히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당하고도 무료의 시설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되도록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출이민에
관한 잘못된 선전에 대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 있어서의 이민근로자의 출발, 여행 및 도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이민근로자 및 이와 동반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용받은 가족성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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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suring that migrants for employment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enjoy adequate medical attention and good hygienic
conditions at the time of departure, during the journey and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destination.
Article 6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apply, without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nationality, race, religion
or sex, to immigrants lawfully within its territor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pplies to its own national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a) in so far as such matters are regulated by law or regulati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i) remuneration, including family allowances where these form part of
remuneration, hours of work, overtime arrangements, holidays
with pay, restrictions on home work, minimum age for
employment, apprenticeship and training, women's work and the
work of young persons;
(ii) membership of trade unions and enjoyment of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iii) accommodation;
(b) social security (that is to say, legal provision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y, maternity, sickness, invalidity, old age, death,
unemployment and family responsibilities, and any other contingency
which, according to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s covered by a
social security scheme),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i) there may b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ii)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f immigration countries may
prescribe special arrangements concerning benefits or portions of
benefits which are payable wholly out of public funds, and
concerning allowances paid to persons who do not fulfil the
contribution conditions prescribed for the award of a normal
pension;
(c) employment taxes, dues or contributions payable in respect of the
person employ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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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성원이 출발할 때, 시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6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성에 관한 차별없이
그 영역내의 합법적인 입이민에 대해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 이와 같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⑴ 보수(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포함), 근로시간, 초과시간의
조치, 유급휴가, 가족근로에 관한 제한, 고용을 위한 최저년령,
수습 및 훈련, 부인근로 및 연소자근로
⑵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단체교섭의 이익 향유
⑶ 숙박설비
㈏ 사회보장(기 업무상 상해, 모성,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및 가족
채임 및 국내의 법률 및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사고에 관한 법률).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⑴ 이미 취득한 권리 및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⑵ 입이국민의 법령은 전부 공적기금에서 지불되는 급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한 특별한 조치, 모든 통상의 연금지급을 위하여 규정되는
기여금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 고용되는 자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할 고용세, 조합비 또는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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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is
Convention.
2. In the case of a federal Stat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in so far as the matters dealt with are regulated by federal law or
regulati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feder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extent to which and manner in which these
provisions shall be applied in respect of matters regulated by the law
or regulations of the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or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each Member. The Member shall indicate in its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extent to which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regulated by federal law or
regulati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feder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respect of matters which are regulated by the law or
regulations of the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of, the
Member shall take the step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b)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7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hat
its employment service and other services connected with migration
will co-operate in appropriate cases with the corresponding services
of other Members.
2.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ensure that the services rendered by its public employment service to
migrants for employment are rendered free.
Article 8
1. A migrant for employment who has been admitted on a permanent
basis and the members of his family who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him shall not be returned to their territory of
origin or the territory from which they emigrated because the migrant
is unable to follow his occupation by reason of illness contracted or
injury sustained subsequent to entry, unless the person concerned
so desires or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the Member is a
party so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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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2. 연방국에 있어서는, 본협약의 규정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칙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도 및 방법은 각회원국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원
국은 본조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이 연방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또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정도를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
보고에서 지적하여야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방, 주 또는 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그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제19조 제7항㈏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7조
1.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 관련 직업안정기관 및 기타의 시설이
적절한 경우 타회원국의 상응한 시설과 협력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의 그 직업안정기관이 이민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무료로 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1.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이민근로자 및 그 이민근로자를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갈 것을 허가받은 가족성원은 이민근로자가 입국후에 걸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출신영역 또는
출이민영역에 이를 송환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가 희망하거나 또는 당해
회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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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migrants for employment are admitted on a permanent basis
upon arrival in the country of immigr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untry may determine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take effect only after a reasonable period which shall in
no case exceed five years from the date of admission of such
migrants.
Article 9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permit,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s allow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export and import of currency, the transfer of
such part of the earnings and savings of the migrant for employment as
the migrant may desire.
Article 10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migrants going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at of another is sufficiently larg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erritories concerned shall,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enter
into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migrant for employment
means a person who migrat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ith a
view to being employed otherwise than on his own account and
includes any person regularly admitted as a migrant for employment.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a) frontier workers;
(b) short-term entry of members of the liberal professions and artistes;
and
(c) seamen.

Article 14
1. Each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exclude from its ratification any or all of
the Annexes to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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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근로자가 이민국에 도착하였을 때 영구적 기초에서 입국이 허용된 경우
에는, 그 입이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이 이민근로자의
허용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관의
경과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9조
본협약을 시행하는 각회원국은 통화의 송금 및 반입에 관한 국내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고려하여, 이민근로자의 소득 및 저금으로서
그 이민이 희망하는 바 있는 일부의 이송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회원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하거나 요망될 때에는 본협약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협약에서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자가 아닌, 취업목적으로 일국으로
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협약은 하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의 입국
㈐ 해원

제12조, 제13조, 제17조~제23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제14조
1.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그 비준에 첩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협약의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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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ject to the terms of any such declaration, the provisions of the
Annexe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3. Any Member which makes such a declaration may subsequently by a
new declaration notify the Director-General that it accepts any or all
of the Annexes mentioned in the declaration; as from the date of the
registration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irector-General the provisions
of such Annexes shall be applicable to the Member in question.
4. While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ains
in force in respect of any Annex, the Member may declare its willingness
to accept that Annex as having the force of a Recommendation.
Article 15
1. Declarations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indicate -(a)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Member concerned undertak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ny or all of the
Annexes shall be applied without modification;
(b)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undertak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ny or all of the Annexes shall be applied
subject to modifications,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c)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 Convention and any or all of
the Annexes are inapplicable and in such cases the grounds on
which they are inapplicable;
(d) the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it reserves its decision pending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2.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shall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3. Any Member may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cancel in
whole or in part any reservations made in its original declaration in
virtue of subparagraph (b), (c) or (d)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ny Member may, at any time at which the Convention is subject to
denun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a declaration modifying in any
other respect the terms of any former declaration and stating the
present position in respect of such territories as it may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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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은 선언의 조건의 유보하에, 본협약의 부록의 규정은 본협약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이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그 선언문에
포함된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락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가 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이와 같은 부록의
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부록에 관한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
에는, 회원국은 그 부록을 권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락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
하는 선언은 다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본 협약의 조항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관계지역
㈏ 해당 회원국이 본 협약의 조항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변경을
가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관계지역과 변경사항의 상세설명
㈐ 본 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불가한 관계지역과 이러한
경우에 적용이 불가능한 근거
㈑ 해당 회원국이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결정을 보류하는 관계지역
2. 이 조 제1항 ㈎호와 ㈏호에 언급된 약속은 비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야
하고 비준의 효력을 가져야 한다.
3. 어느 회원국이든 이 조 제1항 ㈏, ㈐ 또는 ㈑호에 따라 기존 선언에서 유보한
사항을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어느 회원국이든 제 17조의 조항에 따라 본 협약이 폐기의 대상이 될 경우
에는 언제든지 전 선언의 조건을 변경하고 해당 관계지역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명시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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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1. Declarations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r 5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indicate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ny or all of
the Annexes will be applied in the territory concerned without
modification or subject to modifications; and if the declaration
indicat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ny or all of the
Annexes will be applied subject to modifications, it shall give details
of the said modifications.
2. The Member, Members or international authority concerned may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renounce in whole or in part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any modification indicated in any
former declaration.
3. The Member, Members or international authority concerned may, at
any time at which this Convention and any or all of the Annexes are
subject to denun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a declaration modifying in
any other respect the terms of any former declaration and stating the
present position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NEX
ANNEX I
RECRUITMENT, PLACING AND CONDITIONS OF LABOUR OF MIGRANTS
FOR EMPLOYMENT RECRUITED OTHERWISE THAN UNDER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S FOR GROUP TRANSFER
Article 1
This Annex applies to migrants for employment who are recruited
otherwise than under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s for group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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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
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본 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또는 변경을 가하여 관계지역에서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언은 본 협약 및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에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것을 명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의 명세를 표시
하여야 한다.
2.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전 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원용할
권리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3. 관계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또는
부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선언의
조건을 다른 점에서 변경하고 또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부 속 서】
부속서1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노동조건
제1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협정 이외의 방법
으로 모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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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Annex-(a) the term recruitment means-(i) the engagement of a person in one territory on behalf of an
employer in another territory, or
(ii) the giving of an undertaking to a person in one territory to
provide him with employment in another territory,together with
the making of any arrang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s mentioned in (i) and (ii) including the seeking for
and selection of emigrants and the preparation for departure of the
emigrants;
(b) the term introduction means any operations for ensuring or
facilitating the arrival in or admission to a territory of persons
who have been recruited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nd
(c) the term placing means any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or facilitating the employment of persons who have been
introduced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Annex is in 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which permit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as defined in Article 2, shall regulate such of the said
operations as are permitt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the right to
engage in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shall be restricted to-(a) public employment offices or other public bodies of the territory
in which the operations take place;
(b) public bodies of a territory other than that in which the operations
take place which are authorised to operate in that territory b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concerned;
(c) any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3. In so far a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a bilateral arrangement
permit,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may
be undertak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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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부속서에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를 다음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되는
것, 또는
⑵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드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모집된 자의 1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이입된 자의 노무를 보장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와 같은 활동을 규제
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영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칙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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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rospective employer or a person in his service acting on his
behalf, subject, if necessary in the interest of the migrant, to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b) a private agency, if given prior authorisation so to do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where the said operations are
to take place, in such cas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i)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territory, or
(ii)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emigration or any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4.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where the operations take
place shall supervise the activities of bodies and persons to whom
authorisations have been issued in pursuance of paragraph 3 (b), other
than any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the position of which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terms of the said instrument or by any agreement
made between the bod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concerned.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permit the acceptance of a
migrant for employment for admission to the territory of any Member
by any person or body other tha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Article 4
Each Member for which this Annex is in force undertakes to ensure that
the services rendered by its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recruitment, introduction or placing of migrants for
employment are rendered free.
Article 5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Annex is in force which maintains a
system of supervision of contracts of employment between an
employer,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and a migrant for
employment undertakes to require-(a) that a copy of the contract of employm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migrant before departure or, if the Governments concerned so
agree, in a reception centre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b) that the contract shall contain provisions indicating the conditions
of work and particularly the remuneration offered to the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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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에 복종하는 자
㈏ 공공기관. 다만, ⑴ 이와 같은 활동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4. 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제3항(b)에 따라 허가를
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조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에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1. 본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하는 때에,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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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at the migrant shall receive in writing before departure, by a
document which relates either to him individually or to a group
of migrants of which he is a memb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general conditions of life and work applicable to him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2. Where a copy of the contract is to be delivered to the migrant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he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before departure, by a document which relates either to him
individually or to a group of migrants of which he is a member, of
the occupational category for which he is engaged and the other
conditions of work, in particular the minimum wage which is
guaranteed to him.
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e enforced and that appropriate penalties are
applied in respect of violations thereof.
Article 6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4 of the Convention shall, as
appropriate, include-(a)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formalities;
(b) the provision of interpretation services;
(c) any necessary assistance during an initial period in the settlement
of the migran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and
(d) the safeguarding of the welfare, during the journey and in particular
on board ship, of migran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Article 7
1.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migrants for employment going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at of another is sufficiently larg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erritories concerned shall,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enter into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2. Where the members maintain a system of supervision over contracts
of employment, such agreements shall indicate the methods by which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e employers shall be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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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가 출반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
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2. 이민자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하는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될 경우에는,
이민자는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련된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자가 고용된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배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이 시행될 것 및 이의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이 적용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본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상의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서 정주
하는 최초의 기간 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 및 그 수행 및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
에서의 복지의 보호

제7조
1. 한 회원국의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가는 이민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관계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록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공통 이해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지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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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Any person who promotes clandestine or illegal immigration shall be subject
to appropriate penalties.

ANNEX II
RECRUITMENT, PLACING AND CONDITIONS OF LABOUR OF
MIGRANTS FOR EMPLOYMENT RECRUITED UNDER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S FOR GROUP TRANSFER
Article 1
This Annex applies to migrants for employment who are
recruited under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s for group
transfer.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Annex-(a) the term recruitment means-(i) the engagement of a person in one territory on behalf of an
employer in another territory under a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 for group transfer, or
(ii) the giving of an undertaking to a person in one territory to
provide him with employment in another territory under a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 for group transfer,together
with the making of any arrang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s mentioned in (i) and (ii) including the seeking for
and selection of emigrants and the preparation for departure of
the emigrants;
(b) the term introduction means any operations for ensuring or
facilitating the arrival in or admission to a territory of persons
who have been recruited under a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 for group transfer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c) the term placing means any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or facilitating the employment of persons who have been introduced
under a Government-sponsored arrangement for group transfer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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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밀이민 또는 불법 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부속서2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모집되는 이민
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
제1조
본 부속서는 집단이송을 위해 정부의 관리하에 소집되는 이민근로자에게 적용
한다.
제2조
본 부속서에 있어서,
㈎ “모집”이란 다음을 말한다.
⑴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를 다른 영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고용하는 것, 또는
⑵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한 영역에 있는 자에게 다른
영역에 있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출이민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선발하는 것과 출이민의 출발
준비를 포함하는 ⑴ 및 ⑵에서 든는 활동에 관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입”이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모집
되는 자의 한 영역에의 도착 또는 입성을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본조㈏의 정의하에 집단이송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협정에 의거하여 이입된 자의 업무를 보장하거나 용이
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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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Annex is in 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which permit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as defined in Article 2, shall regulate such of the said
operations as are permitt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the right to
engage in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shall be restricted to-(a) public employment offices or other public bodies of the territory
in which the operations take place;
(b) public bodies of a territory other than that in which the operations
take place which are authorised to operate in that territory b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concerned;
(c) any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3. In so far a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a bilateral arrangement
permit, and subject, if necessary in the interest of the migrant, to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may be undertaken by-(a) the prospective employer or a person in his service acting on his
behalf;
(b) private agencies.
4. The right to engage in the operation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where the said operations are to take place
in such cas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a)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territory, or
(b)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emigration or any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5.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where the operations take
place shall, in accordance with any agreements mad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cerned, supervise the activities of bodies and
persons to whom authorisations have been issued in pursuance of the
preceding paragraph, other than any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the position of which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terms of the said instrument or
by any agreement made between the bod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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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그 법률 및 규칙이 제2조에서 정의된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2.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다음의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
㈏ 활동이 수행되는 이외의 영역의 공공기관으로 관계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받은 기관
㈐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국내의 법률 및 규제 또는 쌍무협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또한 이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은 다음의 자가 할 수 있다.
㈎ 장래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노무에 종사하며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
㈏ 공공기관
4.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는 ⑴ 이러한 활동이 수행
되는 영역의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또는 ⑵ 출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의 영역이 권한
있는 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및 조건으로,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사전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
한다.
5. 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전항에 의하여 허가한 기관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그 국제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또는 이 기관과 당해 권한있는 관계기관간의 협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규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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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fore authorising the introduction of migrants for employ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shall ascertain
whether there is not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s already available
capable of doing the work in question.
7.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permit the acceptance of a
migrant for employment for admission to the territory of any Member
by any person or body other tha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Article 4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Annex is in force undertakes to ensure
that the services rendered by its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recruitment, introduction or placing of migrants
for employment are rendered free.
2. The administrative costs of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shall
not be borne by the migrants.
Article 5
In the case of collective transport of migrant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necessitating passage in transit through a third countr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transit shall take measures for expediting the
passage, to avoid delays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Article 6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Annex is in force which maintains a
system of supervision of contracts of employment between an
employer,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and a migrant for
employment undertakes to require-(a) that a copy of the contract of employm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migrant before departure or, if the Governments concerned so
agree, in a reception centre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b) that the contract shall contain provisions indicating the conditions
of work and particularly the remuneration offered to the migrant;
(c) that the migrant shall receive in writing before departure, by a
document which relates either to him individually or to a group
of migrants of which he is a memb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general conditions of life and work applicable to him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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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이입을 허가하기 전, 당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의 수가 기존에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7.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민근로자가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이 수락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4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은 이민근로자의 모집, 이입 또는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모집, 이입 및 직업소개의 관리비는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제3국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일국에서 타국으로의 이민의 집단이송에 대하여는,
통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이 지체 및 관리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통행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1. 본 부속서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이민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대한 감독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것을 약속한다.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또는 관계정부가 동의할 때에는 입이민의 영역에
도착할 때 수용소에서 고용계약의 사본을 교부할 것.
㈏ 이 계약에는 근로조건 특히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 이민자가 출발하기 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자가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이민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써 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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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 copy of the contract is to be delivered to the migrant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he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before departure, by a document which relates either to him individually
or to a group of migrants of which he is a member, of the
occupational category for which he is engaged and the other conditions
of work, in particular the minimum wage which is guaranteed to him.
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e enforced and that appropriate penalties are
applied in respect of violations thereof.
Article 7
1.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shall, as
appropriate, include-(a)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formalities;
(b) the provision of interpretation services;
(c) any necessary assistance, during an initial period in the settlement
of the migran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d) the safeguarding of the welfare, during the journey and in particular
on board ship, of migran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and
(e) permission for the liquidation and transfer of the property of
migrants for employment admitted on a permanent basis.
Article 8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assist
migrants for employment, during an initial period, in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their conditions of employment; where appropriate, such
measures may be taken in co-operation with approved voluntary organisations.
Article 9
If a migrant for employment introduced into the territory of a Memb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is Annex fails, for a
reason for which he is not responsible, to secure the employment for
which he has been recruited or other suitable employment, the cost of
his return and that of the members of his family who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him, including administrative fees,
transport and maintenance charges to the final destination, and charges
for the transport of household belongings, shall not fall upon the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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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이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계약의 사본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이민은 출발전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또는 그 이민이 단원인 이민집단에
관계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이민이 고용되는 업종 및 기타의 근로조건 특히
이민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에 대해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협약의 제4조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상 절차의 간소화
㈏ 통역의 제공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허용된 가족성원이 이민지에 정주
하는 최초의 기간중에 필요한 원조
㈑ 이민자 및 그 수행 또는 사후출발이 가족성원의 여행중, 특히 선상에서의
복지의 보호
㈒ 영구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노무를 위한 이민의 재산청산 및 이송에 관한
허가

제8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최초의 기간동안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와같은 조치는
승인된 임의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강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부속서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원국의 영역에 이입되는 이민근로자가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모집된 목적의 노무 또는 기타 적당한 노무에
취임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목적지까지의 관리비, 수송 및 생활비와 가사용품
운송비를 포함한 이민자와 그 가족의 귀환비를 이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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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considers that
the employment for which a migrant for employment was recruited
under Article 3 of this Annex has been found to be unsuitable, i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him in finding suitable employment
which does not prejudice national workers and shall take such steps as
will ensure his maintenance pending placing in such employment, or his
return to the area of recruitment if the migrant is willing or agreed to
such return at the time of his recruitment, or his resettlement elsewhere.
Article 11
If a migrant for employment who is a refugee or a displaced person
and who has entered a territory of immig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Annex becomes redundant in any employment in that
territor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territory shall use its best
endeavours to enable him to obtain suitable employment which does not
prejudice national workers, and shall take such steps as will ensure his
maintenance pending placing in suitable employment or his resettlement
elsewhere.
Article 12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erritories concerned shall enter into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2. Where the Members maintain a system of supervision over contracts
of employment, such agreements shall indicate the methods by which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e employer shall be enforced.
3. Such agreements shall provide, where appropriate, for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emigration or a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in respect of the assistance to be given to migrants
concerning their conditions of employment in virtu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Article 13
Any person who promotes clandestine or illegal immigration shall be
subject to appropriate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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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이민의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민근로자가 본 부속서의 제3조에 의하여
모집된 노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않는 적당한
노무를 찾아내고 이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노무가 소개될 때까지, 또는 이민이 모집당시 귀환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할 때에는 이민이 모집된 지역에 귀환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재이민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피난민 또는 이동자인 이민근로자로서 본 부속서의 제3조에 따라 입이민의
영역에 들어간 자가 그 영역내의 어떤 노무에서 과잉될 때에는, 그 영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와같은 이민으로 하여금 내국인근로자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노무를 얻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적당한 노무에 소개될
때까지 또는 다른 곳에 재이민 할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은 본 부속서의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생기는
공동이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고용계약에 관한 감독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협정은
사용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시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협정은 적당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고용조건에 관한 원조에 관하여 출이민영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국제문서의 조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입이민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밀이민 또는 불법이민을 촉진하는 자는 적당한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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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I
IMPORTATION OF THE PERSONAL EFFECTS, TOOLS AND EQUIPMENT
OF MIGRANTS FOR EMPLOYMENT
Article 1
1. Personal effects belonging to recruited migrants for employment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2. Portable hand-tools and portable equipment of the kind normally
owned by workers for the carrying out of their particular trades
belonging to recruited migrants for employment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immigration if such tools and equipment can be shown at the time of
importation to be in their actual ownership or possession, to have
been in their possession and use for an appreciable time, and to be
intended to be used by them in the course of their occupation.
Article 2
1. Personal effects belonging to migrants for employment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on the return of the said
persons to their country of origin if such persons have retained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at the time of their return there.
2. Portable hand-tools and portable equipment of the kind normally
owned by workers for the carrying out of their particular trades
belonging to migrants for employment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on return of the said persons to their
country of origin if such persons have retained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at the time of their return there and if such tools and
equipment can be shown at the time of importation to be in their
actual ownership or possession, to have been in their possession and
use for an appreciable time, and to be intended to be used by them
in the course of their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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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이민근로자의 개인적소지품, 공구 및 장구의 이입
제1조
1.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및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성원의 개인소지품은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
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 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
구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입이민의 영역내에 도착할 때에 관세를 면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이 이와같은 공구 및 장구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1. 이민근로자 및 이에 수행하거나 또는 뒤따라 가도록 허용받은 가족성원에게
속하는 개인적소지품은 상기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에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근로자가 그 각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소지하는 종류의 휴대용
공구 및 휴대용장구로서 이민근로자 및 그 동반․사후합류가 허용된 가족
구성원의 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출신국에 귀환하는 때 관세를 면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민근로자가 출신국에 귀환할 당시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이 이와 같은 공구 및 장구를 현실로 소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업무수행중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민당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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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second Session on
8 June 1949,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irst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Article 1
1. Worker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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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 (160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
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9년 7윌1일 채택
한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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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ch protection shall apply more particularly in respect of acts
calculated to-(a) make the employment of a worker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he
shall not join a union or shall relinquish trade union membership;
(b) cause the dismissal of or otherwise prejudice a worker by reason
of union membership or because of participation in union
activities outside working hours or,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r, within working hours.
Article 2
1.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ny acts of interference by each other or each other's agents
or members in their establishment, functioning or administration.
2. In particular, acts which are design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workers' organisations under the domination of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or to support workers' organisations by
financial or other means, with the object of placing such organisations
under the control of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cts of interfer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Article 3
Machinery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established, whe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respect for the right to organise
as defined in the preceding Articles.
Article 4
Measure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ull development and
utilisation of machinery for voluntary negotiation between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and workers' organisations, with a view to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Article 5
1. The extent to which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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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자 고용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제2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근로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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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8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ny Member shall not be deemed to
affect any existing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in virtue of
which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r the police enjoy any right
guarante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6
This Convention does not deal with the position of public servants
engag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nor shall it be construed as
prejudicing their rights or status in an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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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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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fourth Session on
6 June 1951,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which is the seven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ni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remuneration includes the ordinary, basic or minimum
wage or salary and any additional emoluments whatsoever
payable directly or indirectly, whether in cash or in kind, by the
employer to the worker and arising out of the worker's
employment;
(b) the term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refers to rates of remuneration established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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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협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 (168개국 비준)

주요내용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
보수 원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1951년 동등보수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보수’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기본급이나 최저임금 또는 급료와 근로자의
고용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부가적 급부를 포함한다.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라는 용어는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 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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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Each Member shall, by means appropriate to the methods in operation
for determining rates of remuneration, promote and, in so far as is
consistent with such methods, ensure the application to all workers of
the principle of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2. This principle may be applied by means of-(a)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 legally established or recognised machinery for wage determination;
(c)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or
(d) a combination of these various means.
Article 3
1. Where such action will assist in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mote objective appraisal of
jobs on the basis of the work to be performed.
2. The methods to be followed in this appraisal may be decided upon by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of rates of
remuneration, or, where such rates are determin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the part?s thereto.
3. Differential rates between workers which correspond, without regard
to sex, to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such objective appraisal, in
the work to be perform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Article 4
Each Member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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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율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내법령
㈏ 법적으로 확립되었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제도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 위의 각종 수단의 결합

제3조
1. 수행될 업무에 기초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장려하는 조치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이 결정
할 수 있다.
3. 성별과 무관하게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수행상
차이에 따른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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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 협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효력발생：1955년 4월 27일 (43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이 9개
분야에서 세 분야만 선택하여도 비준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세 분야에서 최소한 한 분야는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비준국은 협약의 기타 부분의 의무사항도 수용할 수 있다.
협약의 제 3조에서는 경제와 의료시설의 발달이 불충분한 회원국에 대한 몇가지 임시
적인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의료보험, 특정한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다른 급여, 정기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급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협약내용의 정의와 운영, 정기적 급부 산정기준, 재원,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더블어 본 협약은 각 분야마다 최소 보호내용, 급여수준, 적용기간, 수급자격 요건 등의
정의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과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범위는 근로자 층, 경제활동인구 층, 거주민 생활수단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선택은 비준국에 달려있다.
정기적 급부의 경우 급여수준은 해당국가의 임금수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본 협약은 다양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산정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례 혹은 부분 비례형으로 수급자의 이전소득이나 가족 부양책임과 연계된 형태,
둘째, 일률급여로 성인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한 기본급으로 이루어진 급여, 셋째, 해당
수급자의 자산과 연계된 급여로서, 해당 수급자가 급여를 줄일만한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
급여액는 두번째 방법대로 결정된다.
외국인 거주자들도 자국민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혹은 과도적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관련 특별규칙이 제시될
수도 있다.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로는 수급자가 국가를 떠나있는 경우 또는 공적 자금이나
사회보장비에 의존해서 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잘못을 범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모든 수급자는 지급이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권리와 급여의 양과
질에 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본 협약은 급여재원, 급여의 적절한 지급제도 및 서비스의 적절한 운영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수급자의 대표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수급자 대표가 협의대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은 선원이나 어부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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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Thirty-fifth Session on 4
June 1952,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inimum standards of social security, which are included in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eigh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two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prescribed means determined by or in virtue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 the term residence means ordinary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and the term resident means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c) the term wife means a wife who is maintained by her husband;
(d) the term widow means a woman who was maintained by her
husband at the time of his death;
(e) the term child means a child under school-leaving age or under 15
years of age, as may be prescribed;
(f) the term qualifying period means a period of contribution, or a
period of employment, or a period of residen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as may be prescribed.
2. In Articles 10, 34 and 49 the term benefit means either direct benefit
in the form of care or indirect benefit consisting of a reimbursemen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person concerned.
Article 2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a) shall comply with-(i) Part I;
(ii) at least three of Parts II, III, IV, V, VI, VII, VIII, IX and X,
including at least one of Parts IV, V, VI, IX and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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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52년 6월 4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5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2년 6월 20일 채택
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협약에서,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서 또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이 부양하는 부인을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던 여자를 말한다.
㈒ ‘자녀’라 함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국내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갹출기간, 고용기간
혹은 거주기간 또는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말한다.
2. 제10조, 제30조 및 제49조에서 ‘급여’라 함은 의료의 형식에 의한 직접급여
또는 관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환에 의한 간접급여를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⑴ 제1절의 규정
⑵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절(제4절 내지 제6절, 제9절
및 제10절 중 적어도 하나의 절를 포함할 것을 요한다)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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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s XI, XII and XIII; and
(iv) Part XIV; and
(b) shall specify in its ratification in respect of which of Parts II to X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3
1. A Member whose economy and medical facilities are insufficiently
developed may, if and for so long as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necessary, avail itself, by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of the temporary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e following
Articles: 9 (d) ; 12 (2); 15 (d); 18 (2); 21 (c); 27 (d) ; 33 (b); 34 (3); 41
(d); 48 (c); 55 (d); and 61 (d).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lude in the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 in respect of each
exception of which it avails itself-(a) that its reason for doing so subsists;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 in
question as from a stated date.
Article 4
1.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f
Parts II to X not already specified in its ratification.
2.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to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a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Article 5
Where,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any of the Parts II to X of
this Convention which are to be covered by its ratification, a Member is
required to protect prescribed classes of persons constituting not less
than a specified percentage of employees or residents, the Member shall
satisfy itself, before undertaking to comply with any such Part, that the
relevant percentage is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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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제11절 내지 제13절의 관계규정
⑷ 제14절의 규정
㈏ 비준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절을 지정
한다.

제3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으로 제9조 ㈑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호, 제18조
제2항, 제21조 ㈐호, 제27조 ㈑호, 제33조 ㈑호, 제34조 제3항, 제41조,
제48조 ㈐호, 제55조 ㈑호 및 제61조 ㈑호에서 정한 잠정적인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예외규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예외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예외규정을 일정한 시일 이후에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시 지정하지 않았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의무의 수락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며, 통지일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하게 되는
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
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의 규정의
이행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이 당해 특정한 백분율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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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Parts II, III, IV, V, VIII (in so far as
it relates to medical care), IX or X of this Convention, a Member may
take account of protection effected by means of insurance which,
although not made compulsory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for the
persons to be protected-(a) is superv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standards, by joint operation of
employers and workers;
(b) covers a substantial part of the persons whose earnings do not
exceed thos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and
(c) complies, in conjunction with other forms of prote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 II. MEDICAL CARE
Article 7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benefit in respect of a
condition requiring medical care of a preventive or curative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8
The contingencies covered shall include any morbid condition, whatever
its cause, and pregnancy and confinement and their consequences.
Article 9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and also their wives and children; or
(b) prescribed classe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and also their wives and
children; or
(c) prescribed classes of resident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residents; or
(d)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nd also their wives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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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8절(의료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9절 또는 제10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적 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 숙련 남자육체근로자의 근로소득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

제2절 의 료
제7조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예방적
또는 치료적 의료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 상태와 임신, 분만 및 그 결과로
한다.
제9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 및 그 처와 자녀
㈐ 모든 거주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
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그 처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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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1. The benefit shall include at least-(a) in case of a morbid condition-(i) general practitioner care, including domiciliary visiting;
(ii) specialist care at hospitals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such specialist care as may be available outside hospitals;
(iii) the essential pharmaceutical supplies as prescribed by medical or
other qualified practitioners; and
(iv)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and
(b) in case of pregnancy and confinement and their consequences-(i) pre-natal, confinement and post-natal care either by medical
practitioners or by qualified midwives; and
(ii)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2.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may be required to share in the
cost of the medical care the beneficiary receives in respect of a
morbid condition; the rules concerning such cost-sharing shall be so
designed as to avoid hardship.
3. The benefi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 afforded
with a view to maintaining, restoring 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erson protected and his ability to work and to attend to his personal
needs.
4. The institutions or Government departments administering the benefit
shall, by such means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encourage the
persons protected to avail themselves of the general health services
placed at their disposal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by other bodies
recogn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Article 1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10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or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such qualifying period as may be
considered necessary to preclude abuse.
Article 12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10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covered, except that, in case of a morbid condition, its
duration may be limited to 26 weeks in each case, but benefit shall
not be suspended while a sickness benefit continues to be paid, and
provision shall be made to enable the limit to be extended for
prescribed diseases recognised as entailing prolonge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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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 급여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병적 상태에 대해서는,
⑴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⑵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내에서의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⑶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⑷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⑴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진료
⑵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2. 병적 상태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은 관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제10조에 의한 급여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에 족한
능력을 유지하고 회복 또는 개선함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의해서 피보호자가 이용
하도록 설치된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
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나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제1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병적 상태의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 동안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급여는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동안은 정지되어서는
아니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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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the
duration of the benefit may be limited to 13 weeks in each case.

PART III. SICKNESS BENEFIT
Article 13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sickness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14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include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a morbid condition and involving suspension of earnings,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15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or
(c)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or
(d)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rticle 16
1. Where classes of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2.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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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여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3 절 상병급여
제13조
본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상병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사유는 병적 상태에 기인하고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전체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
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6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게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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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16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such
qualifying period as may be considered necessary to preclude abuse.
Article 18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16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except that the benefit may be limited to 26 weeks in
each case of sickness, in which event it need not be paid for the first
three days of suspension of earnings.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the
duration of the benefit may be limited-(a) to such period that the total number of days for which the
sickness benefit is granted in any year is not less than ten times
the average number of persons protected in that year; or
(b) to 13 weeks in each case of sickness, in which event it need not
be paid for the first three days of suspension of earnings.

PART IV. UNEMPLOYMENT BENEFIT
Article 19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20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include suspension of earnings,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due to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employment in the case of a person protected who is capable of, and
available for, work.
Article 2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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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제18조
1.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1년간의 상병급여의 연지급일수가 그 1년간 피보호자의 평균인수의
10배 이상으로 되는 기간
㈏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3주간. 이 경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 4 절 실업급여
제1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실업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여사유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보호자가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정지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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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rticle 22
1. Where classes of employees are protected,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2.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Article 23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22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such
qualifying period as may be considered necessary to preclude abuse.
Article 24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22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except that its duration may be limited-(a) where classes of employees are protected, to 13 weeks within a
period of 12 months, or
(b)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to 26 weeks within a period
of 12 months.
2. Wher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provide that the duration of the
benefit shall vary with the length of the contribution period and/or
the benefit previously receiv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be
fulfilled if the average duration of benefit is at least 13 weeks within
a period of 12 months.
3. The benefit need not be paid for a waiting period of the first seven
days in each case of suspension of earnings, counting days of
unemployment before and after temporary employment lasting not
more than a prescribed period as part of the same case of suspension
of earnings.
4. In the case of seasonal workers the duration of the benefit and the
waiting period may be adapted to their condition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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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
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2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정기적 급부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확보
되어야 한다.
제24조
1.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13주간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26주간
2. 급여 지급기간이 갹출기간의 길이 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이미 받은 급여에
따라서 다르다는 취지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의 평균
지급기간이 12개월의 기간동안 적어도 13주간인 경우는 제1항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급여는 동일한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해서 최초 7일간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일시적 취업 전후의 실업일수는 근로소득의 정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절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기간 및 대기기간을 그 취업조건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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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OLD-AGE BENEFIT
Article 25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old-age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26
1.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be survival beyond a prescribed age.
2. The prescribed age shall be not more than 65 years or such higher
age as may be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ith due regard to
the working ability of elderly persons in the country concerned.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the benefit of a person
otherwise entitled to it may be suspended if such person is engaged
in any prescribed gainful activity or that the benefit, if contributory,
may be reduced where the earnings of the beneficiary exceed a
prescribed amount and, if non-contributory, may be reduced where
the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other means or the two taken
together exceed a prescribed amount.
Article 27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or
(c)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or
(d)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rticle 28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classes of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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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노령급여
제25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하여 노령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를 넘지 아니하는 노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국가의 노인의 근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65세보다 높은 연령으로
한다.
3. 수급권자가 소정의 유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를 정지
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와 무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그 이외의 자산가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에 당해 급여를 감액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
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8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
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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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Article 29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28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30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20 years of
residence;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a prescribed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the prescribed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has been paid.
2. Where the benef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a prescribed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half the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paid.
3.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XI but at a percentage of ten points lower than
shown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at Par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concerned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ten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five years of residence.
4. A proportional reduction of the percentage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XI may be effected where the qualifying period for
the benefit corresponding to the reduced percentage exceeds ten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but is less than 30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if such qualifying period exceeds 15
years, a reduced benefit shall be payabl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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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29조
1. 제28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30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고용되어
있던자 혹은 20년 이상 거주한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회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에 제1항 ㈏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회수의 2분의 1의 회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급여가 기여금 납부나 고용의
경우 10년, 거주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있어서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자격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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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ere the benefi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3 or 4 of this Article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payable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o a
person protected who, by reason only of his advanced age when the
provisions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t come into force,
has not satisfied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unless a benefi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3 or 4 of this Article is secured to such
person at an age higher than the normal age.
Article 30
The benefits specified in Articles 28 and 29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ART VI. EMPLOYMENT INJURY BENEFIT
Article 31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employment injur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32
The contingencies covere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where due to
accident or a prescribed disease resulting from employment:
(a) a morbid condition;
(b)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such a condition and involving
suspension of earnings,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 total loss of earning capacity or partial loss thereof in excess of
a prescribed degree,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and
(d) the loss of support suffered by the widow or child as the resul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in the case of a widow, the right to
benefit may be made conditional on her being presum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o be incapable of
self-support.
Article 33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and, for benefit in respect of death of the
breadwinner, also their wives and childre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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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 제3항, 제4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
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절의 적용에 대한 관계규정의
효력발생시 노령이었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피보호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소정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에 대해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급여가 통상의 연령보다 높은 연령에 대하여 확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절 업무상 재해급여
제31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업무상
재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급여사유는 업무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한다.
㈎ 병적 상태
㈏ 병적 상태에 기인하며 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것
㈐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소정의 정도를 넘는 소득능력의 일부 상실
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
기능의 상실
㈑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 다만,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자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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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nd, for benefit in respect of death of the
breadwinner, also their wives and children.
Article 34
1. In respect of a morbid condition, the benefit shall be medical care as
specified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The medical care shall comprise-(a) general practitioner and specialist in-patient care and out-patient
care, including domiciliary visiting;
(b) dental care;
(c) nursing care at home or in hospital or other medical institutions;
(d) maintenance in hospitals, convalescent homes, sanatoria or
other medical institutions;
(e) dental, pharmaceutical and other medical or surgical supplies,
including prosthetic appliances, kept in repair, and eyeglasses; and
(f) the care furnished by members of such other professions as may at
any time be legally recognised as allied to the medical profession,
under the supervision of a medical or dental practitioner.
3.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the
medical care shall include at least-(a) general practitioner care, including domiciliary visiting;
(b) specialist care at hospitals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such specialist care as may be available outside hospitals;
(c) the essential pharmaceutical supplies as prescribed by a medical or
other qualified practitioner; and
(d)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4. The medical ca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s shall be afforded with a view to maintaining, restoring 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erson protected and his ability to work
and to attend to his personal needs.
Article 35
1. The institutions or Government departments administering the
medical care shall co-operate, wherever appropriate, with the general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ith a view to the re-establishment
of handicapped persons in suitabl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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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제34조
1. 병적 상태에 대한 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료로 한다.
2. 의료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에 의한 치료(왕진을 포함
한다)
㈏ 치과진료
㈐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병원, 요양소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치과용 치료재, 약제 기타 내․외과용의 치료재료(의수, 의족등 인공기관
및 그 수리를 포함한다) 및 안경
㈓ 의료업에 유사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행하는 진료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병원내에서의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병원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시급
㈑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지, 회복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35조
1. 의료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심신장애인을 적당한 업무에 재고용
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직업재활사업과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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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authorise such institutions or
departments to ensure provision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handicapped persons.
Article 36
1. In respect of incapacity for work, tot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or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2. In case of parti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the benefit, where payable,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representing a suitable proportion of that specified
for total loss of earning capacity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3. The periodical payment may be commuted for a lump sum-(a) where the degree of incapacity is slight; or
(b)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is satisfied that the lump sum will
be properly utilised.
Article 37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34 and 36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wa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f the injury is
due to accident or at the time of contracting the disease if the injury is
due to a disease and, for periodical payments in respect of death of the
breadwinner, to the widow and children of such person.
Article 38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34 and 36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except that, in respect of incapacity for work, the
benefit need not be paid for the first three days in each case of
suspension of earnings.

PART VII. FAMILY BENEFIT
Article 39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famil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220 ❙ILO

Conventions

제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2. 국내법령은 제1항의 단체 또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
1. 근로능력이나 영구화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전부 상실 혹은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또는 부양자 사망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로 한다.
2. 영구화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적 급부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경우 정기적 급부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불능 또는 상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시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37조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피보호자가 재해발생
당시 또는 질병발생 당시 회원국의 영역내에 고용되어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그 피보호자에 대하여, 그리고 부양자의 사망에 관한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적어도 당해 피보호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근로불능에 관한 급여는 당해 근로소득의 정지후에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 7 절 가족급여
제39조
이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가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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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be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children as prescribed.
Article 4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or
(c)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or
(d)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rticle 42
The benefit shall be-(a) a periodical payment granted to any person protected having
completed the prescribed qualifying period; or
(b) the provision to or in respect of children, of food, clothing,
housing, holidays or domestic help; or
(c) a combination of (a) and (b).
Article 43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42 shall be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within a prescribed period, has completed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three month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one year of residence, as may be prescribed.
Article 44
The total value of the benefits gra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to
the persons protected shall be such as to represent-(a) 3 per cent. of the wage of an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laid down in Article 66,
multiplied by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of persons protected; or
(b) 1.5 per cent. of the said wage, multiplied by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of al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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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급여사유는 소정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로 한다.
제4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
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42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모든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
㈏ 자녀에게 혹은 자녀에 관해서 제공되는 식료품, 의류, 주거, 휴일 또는
가사보조
㈐ ㈎호 및 ㈏호의 배합
제43조
제42조의 급여는 적어도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3개월 또는 거주에
대해서 1년의 자격기간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국내법령의 요건을 소정의 기간내에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는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다음 금액
으로 한다.
㈎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의 3퍼센트에
피보호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 ㈎호의 임금의 1.5퍼센트에 거주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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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Where the benefit consists of a periodical payment, it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ART VIII. MATERNITY BENEFIT
Article 46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maternit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47
The contingencies covered shall include pregnancy and confinement and their
consequences, and suspension of earnings,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resulting therefrom.
Article 48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all women in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and, for
maternity medical benefit, also the wives of men in these classes; or
(b) all women in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and, for maternity medical benefit, also the wives of
men in these classes; or
(c)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all
women in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nd, for maternity medical benefit,
also the wives of men in these classes.
Article 49
1. In respect of pregnancy and confinement and their consequences, the
maternity medical benefit shall be medical care as specified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The medical care shall include at least-(a) pre-natal, confinement and post-natal care either by medical
practitioners or by qualified midwives; and
(b)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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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기적 급부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절 모성급여
제46조
이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모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급여사유는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와 국내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근로소득의
중단으로 한다.
제48조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근로자 및 모성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성
근로자의 처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경제활동참가자 및 당해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자근로자의 처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근로자 및 모성의료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근로자의 처

제49조
1.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한 모성 의료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의료로 한다.
2. 의료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후 진료 및 분만
㈏ 필요한 경우 병원에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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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edical care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afforded with a view to maintaining, restoring 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woman protected and her ability to work and to attend
to her personal needs.
4. The institutions or Government departments administering the
maternity medical benefit shall, by such means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encourage the women protected to avail themselves of
the general health services placed at their disposal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by other bodies recogn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Article 50
In respect of suspension of earnings resulting from pregnancy and from
confinement and their consequences,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The
amount of the periodical payment may vary in the course of the
contingency, subject to the average rate thereof complying with these
requirements.
Article 5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49 and 50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 to a woman in the classes protected who has
completed such qualifying period as may be considered necessary to
preclude abuse, and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49 shall also be
secured to the wife of a man in the classes protected where the latter
has completed such qualifying period.
Article 52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49 and 50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except that the periodical payment may be limited to 12
weeks, unless a longer period of abstention from work is required or
authoris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which event it may not be
limited to a period less than such long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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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의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모성의료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피보호자의 사용을 위해
설치한 일반적인 보호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기인하는 근로소득 중단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로 한다. 정기적 급부액은 그 평균
액이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변동시킬 수 있다.

제51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제48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여성에 대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49조의 급여는 제48조에
규정된 소정의 집단에 속하는 남자가 그러한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52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동안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 급부의 지급기간은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
하거나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주로 제한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휴업기간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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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X. INVALIDITY BENEFIT
Article 53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invalidit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54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include inability to engage in any gainful
activity, to an extent prescribed, which inability is likely to be
permanent or persists after the exhaustion of sickness benefit.
Article 55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or
(c)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or
(d)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rticle 56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classes of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b)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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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장해급여
제53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장해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급여사유는 영구화할 우려가 있거나 상병급여의 종료후에도 지속되는,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소정의 상태이다.
제55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
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56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
참가자를 보호대상자로 하는 경우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
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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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7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56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10 years of residence;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the prescribed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has been paid.
2. Where the benef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five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half the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paid.
3.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XI but at a percentage of ten points lower than
shown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at Par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concerned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4. A proportional reduction of the percentage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XI may be effected where the qualifying period for
the pension corresponding to the reduced percentage exceeds five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but is less than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pension shall be payabl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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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1. 제5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대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있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기간에 있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삭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
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삭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해야 한다.

ILO 주요협약❙ 231

C102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Article 58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56 and 57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or until an old-age benefit becomes payable.

PART X. SURVIVORS' BENEFIT
Article 59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survivors'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60
1.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include the loss of support suffered by
the widow or child as the resul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in
the case of a widow, the right to benefit may be made conditional on
her being presum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o be incapable of self-support.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the benefit of a person
otherwise entitled to it may be suspended if such person is engaged
in any prescribed gainful activity or that the benefit, if contributory,
may be reduced where the earnings of the beneficiary exceed a
prescribed amount, and, if non-contributory, may be reduced where
the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other means or the two taken
together exceed a prescribed amount.
Article 6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the wives and the children of breadwinners in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the wives and the children of breadwinners in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all residents; or
(c) all resident widows and resident children who have lost their
breadwinner and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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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또는 노령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절 유족급여
제59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다음 각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유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
1. 급여사유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소정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급여의 정지 및 갹출제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그 이외의 자산가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소정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급여에 대한 감액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61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 전체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
활동참가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 부양자를 상실하고,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가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에 미달하는 모든 거주자인 배우자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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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3 is in force, the
wives and the children of breadwinners in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Article 62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classes of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5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b)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7.
Article 63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62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10 years of
residence; or
(b) where, in principle, the wives and children of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se breadwinner, while he was
of working age, the prescribed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has been paid.
2. Where the benef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five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b) where, in principle, the wives and children of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se breadwinner, while he was of
working age, half the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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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경우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
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제62조
급여는 다음 각호의 정기적 급부로 한다.
㈎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
참가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
㈏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자산가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
제63조
1. 제6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근로능력이 있었던 제1항 ㈏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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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XI but a percentage of ten points lower than
shown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at Par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concerned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4. A proportional reduction of the percentage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XI may be effected where the qualifying period for
the benefit corresponding to the reduced percentage exceeds five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but is less than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payabl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5. In order that a childless widow presumed to be incapable of
self-support may be entitled to a survivor's benefit, a minimum
duration of the marriage may be required.
Article 64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62 and 63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ART XI. STANDARDS TO BE COMPLIED WITH BY
PERIODICAL PAYMENTS
Article 65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in questio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is Part, at least the percentage
indicated therein of the total of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prescribed rules, and, where the persons
protected or their breadwinners are arranged in classes according to
their earnings, their previous earnings may be calculated from the
basic earnings of the classes to which they be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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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의
비율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을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5. 자녀가 없는 피보호자의 배우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최소한의 기간
존속되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
제62조 및 제63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절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의
산정기준
제65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절 부속
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근로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계산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근로소득계층에 따라 분류
되는 경우 그 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표준근로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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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maximum limit may be prescribed for the rate of the benefit or for
the earning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provided that the maximum limit is fixed in such a way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e complied with where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are equal to
or lower than the wage of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4.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5.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6.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a) a fitter or turne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or
(c) a person whose earnings are such as to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earnings of 75 per cent.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such
earnings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nual or shorter
periods as may be prescribed; or
(d) a person whose earnings are equal to 125 per cent. of the average
earnings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7.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in question, or of the breadwinners of the persons
protected, as the case may be,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or breadwinner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amended,
shall be used.
8.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 and 7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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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를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의 근로소득이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적용에서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설비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이 경우 근로소득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근로소득 평균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
받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
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 남자 육체근로자를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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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8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10. The rates of current periodical payments in respect of old age,
employment injury (except in case of incapacity for work), invalidity
and death of breadwinner, shall be reviewed following substantial
changes in the general level of earnings where these result from
substantial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Article 66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in questio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is Part, at least the percentage
indicated therein of the total of the wage of an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3.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a)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240 ❙ILO

Conventions

제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9. 남성 숙련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
(생계수당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10.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는 제외), 장해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는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 근로소득수준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6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서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보통 성인 남성 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과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적용에서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ILO 주요협약❙ 241

C102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5.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in question, or of the breadwinners of the persons
protected, as the case may be,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or breadwinner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amended, shall be used.
6.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7.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6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8. The rates of current periodical payments in respect of old age,
employment injury (except in case of incapacity for work), invalidity
and death of breadwinner, shall be reviewed following substantial
changes in the general level of earnings where these result from
substantial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Article 67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a) the rate of the benef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
prescribed scale or a scale fix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n conformity with prescribed rules;
(b) such rate may be reduced only to the extent by which the other
means of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exceed prescribed
substantial amounts or substantial amounts fix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n conformity with prescribed rules;
(c) the total of the benefit and any other means, after deduction of
the substantial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be
sufficient to maintain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in health and
decency, and shall be not less than the corresponding benefi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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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국내법령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
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8.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를 제외), 장해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적 급부는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근로소득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7조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비율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비율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호의 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당해 급여 이외의 자산액이 소정의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당한
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한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급여와 급여 이외 자산액의 합계액에서 ㈏의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건강 및 상응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해당 급여액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금액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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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if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paid under the Part concerned
exceeds by at least 30 per cent.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which
would be obtained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66 and
the provisions of:
(i) Article 15 (b) for Part III;
(ii) Article 27 (b) for Part V;
(iii) Article 55 (b) for Part IX;
(iv) Article 61 (b) for Part X.

SCHEDULE TO PART XI. PERIODICAL PAYMENTS TO STANDARD
BENEFICIARIES
Part

Contingency

III

Sickness

Man with wife and two children

45

IV

Unemployment

Man with wife and two children

45

V

Old age

Man with wife of pensionable age

40

VI

Employment injury:
Incapacity of work
Invalidity
Survivors

Man with wife and two children
Man with wife and two children
Widow with two children

50
50
40

VIII

Maternity

Woman

45

IX

Invalidity

Man with wife and two children

40

X

Survivors

Widow with two childre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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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이 제66조의 규정 및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얻어진 급여총액을 30퍼센트 이상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에서 규정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⑴ 제3절에 대해서는 제15조 (나)호의 규정
⑵ 제5절에 대해서는 제27조 (나)호의 규정
⑶ 제9절에 대해서는 제55조 (나)호의 규정
⑷ 제10절에 대해서는 제61조 (나)호의 규정

<부속표> 표준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급부
절

급여사유

표준수급자

백분율

3

상

병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5

4

실

업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5

5

노

령

연금수급자격있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

40

6

업무상재해
근 로 불 능
장
해
유
족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50
50
40

8

모

성

여자

45

9

장

해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40

10

유

족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과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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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XII. EQUALITY OF TREATMENT OF
NON-NATIONAL RESIDENTS
Article 68
1. Non-national residents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national
residents: Provided that special rules concerning non-nationals and
nationals bor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Member may be prescribed
in respect of benefits or portions of benefits which are payable wholly
or mainly out of public funds and in respect of transitional schemes.
2. Under contributory social security schemes which protect employees,
the persons protected who are nationals of another Member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relevant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have, under that Part, the same rights as nationals of the
Member concerned: Provided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may
be made subject to the existence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providing for reciprocity.

PART XIII. COMMON PROVISIONS
Article 69
A benefit to which a person protected would otherwise be entitled in
compliance with any of Parts II to X of this Convention may be
suspended to such extent as may be prescribed-(a)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Member;
(b)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maintained at public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or service, subject to
any portion of the benefit in excess of the value of such
maintenance being granted to the dependants of the beneficiary;
(c)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in receipt of another social
security cash benefit, other than a family benefit, and during any
period in respect of which he is indemnified for the contingency by
a third party, subject to the part of the benefit which is suspended
not exceeding the other benefit or the indemnity by a third party;
(d)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made a fraudulen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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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균등우대
제68조
1. 외국인 거주자는 자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또는 급여의 부분 및 과도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자국의 영역외에서 생활하는 자국인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갹출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당해 절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인 피보호자는 당해 절에 관하여 자국
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이 절의 적용에 대해서는 상호
주의를 규정한 양국간 또는 다수국가 사이의 협정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13절 공통규정
제69조
제2절 내지 제11절의 어떠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인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아니한 기간
㈏ 관계인이 공적 비용 또는 사회보장단체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다만, 이 생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은 수급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 관계인이 다른 사회보장급여(가족급여를 제외하며 현금에 한한다)를 받고
있는 기간 및 관계인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되는 부분은 당해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상의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관계인이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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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ere the contingency has been caused by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the person concerned;
(f) where the contingency has been caused by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person concerned;
(g) in appropriate cases, where the person concerned neglects to make
use of the medical or rehabilitation services placed at his disposal
or fails to comply with rules prescribed for verifying the
occurrence or continuance of the contingency or for the conduct of
beneficiaries;
(h) in the case of unemployment benefit,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failed to make use of the employment services placed at his
disposal;
(i) in the case of unemployment benefit,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lost his employment as a direct result of a stoppage of work
due to a trade dispute, or has left it voluntarily without just cause;
and
(j) in the case of survivors' benefit, as long as the widow is living
with a man as his wife.
Article 70
1. Every claimant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in case of refusal of the
benefit or complaint as to its quality or quantity.
2. Where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is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medical care, the right of appeal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replaced by a right to have a
complaint concerning the refusal of medical care or the quality of the
care received investigat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3. Where a claim is settled by a special tribunal established to deal with
social security questions and on which the persons protected are
represented, no right of appeal shall be required.
Article 71
1. The cost of the benefits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he cost of the administration of such benefits shall be borne
collectively by way of insurance contributions or taxation or both in a
manner which avoids hardship to persons of small means and takes
into account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Member and of the classes
of persons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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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적당한 경우에 관계인이 그 이용에 공여된 의료 혹은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태만히 하고, 또는 급여사유의 발생 혹은 그 지속의 확인 혹은
수급자가 행해야 할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그 이용을 위해 제공된 직업안정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노동쟁의에 의한 조업중단의 직접적
결과로 실직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보호자의 과부가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기간

제70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되거나 급여의 질․양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의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의 거부 또는 받은 의료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지며 제1항의 제소할 권리에 갈음
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의 처리를 위해 설치되고 또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특별한 심판기관이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소할 권리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1조
1. 이 협약에 의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당해 급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산이 적은 자가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고 회원국 및 각 종류에 속하는
피보호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보험기여금(insurance contribution),
세금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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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otal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s borne by the employees
protected shall not exceed 50 per cent. of the total of the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rotection of employees and their wives
and children.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this condition
is fulfilled, all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Member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except family benefit and, if provided by a
special branch, employment injury benefit, may be taken together.
3. The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due
provision of the benefits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shall take all measures required for this purpose; it
shall ensure, where appropriate, that the necessary actuarial studies
and calculations concerning financial equilibrium are made periodically
and, in any event, prior to any change in benefits, the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s, or the taxes allocated to covering the contingencies in
question.
Article 72
1. Where the administration is not entrusted to an institution regula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representatives of the persons protected shall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r be associated therewith in a consultative
capacity, under prescribed conditions;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likewise decide as to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of the public authorities.
2. The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PART X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73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a) contingencies which occurred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relevant Part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b) benefits in contingencies occurring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relevant Part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in
so far as the rights to such benefits are derived from periods
preceding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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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호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기여금(insurance contribution)의
총액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에 충당되는 재원의 총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에 의한 회원국의 급여는 가족급여 및 특별부문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급여를 제외하고는 그 모두를 전체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균형에
관해서 필요한 보험수리의 연구 및 계산을 정기적으로 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급여의 변경, 보험기여금액(insurance contribution)의 변경 또는
당해 급여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변경에 앞서서 적절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2조
1.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단체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서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공적 기관의 대표자의 참여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여하는 단체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 일반
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절 기 타 규 정
제73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발행한 사유
㈏ 당해 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관계된 급여로서,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유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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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revising any existing
Convention.
Article 75
If any Convention which may be adopted subsequently by the
Conference concerning any subject or subject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so provides, such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said Conven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e said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e said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Member.1)
Article 76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include in the
annual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a) fu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effect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b) evidence, conforming in its presentation as closely as is practicable
with any suggestions for greater uniformity of presentation made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f
compliance with the statistical conditions specified in-(i) Articles 9 (a), (b), (c) or (d); 15 (a), (b) or (d); 21 (a) or (c); 27
(a), (b) or (d); 33 (a) or (b); 41 (a), (b) or (d); 48 (a), (b) or (c); 55 (a
(a), (b) or (d); 61 (a), (b) or (d) , as regards the number of
persons protected;
(ii) Articles 44, 65, 66 or 67, as regards the rates of benefit;
(iii)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as regards
duration of sickness benefit;
(iv) paragraph 2 of Article 24, as regards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 and
(v) paragraph 2 of Article 71, as regards the propor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constituted by the insurance contributions of
employees protected.
1) (Editors' Note: Provisions pursuant to Article 75 are contained in Conventions
Nos. 121 (Article 29), 128 (Article 45) and 130 (Artic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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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 협약은 현존하는 어떠한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5조
이 협약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할 신협약이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명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신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해서 신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1)

제7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에 관한 충분한 정보
㈏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서 정하는 통계적 조건의 충족에 대한 증거. 이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가 표시의 통일화에 관하여 행한 제안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따르도록 한다.
⑴ 피보호자의 수에 관해서 제9조㈎․㈏․㈐․㈑)호, 제15조 ㈎․㈏․㈐호,
제21조 ㈎․㈐호, 제27조 ㈎․㈏․㈑호, 제33조 ㈎․㈏․호, 제41조
㈎․㈏․㈑호, 제48조 ㈎․㈏․㈐호, 제55조 ㈎․㈏․㈑호, 제61조
㈎․㈏․㈑호의 규정
(2) 급여액에 관해서, 제4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의 규정
(3)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18조 제2항 ㈎호의 규정
(4)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24조 제2항의 규정
(5) 피보호자인 근로자의 보험기여금이 재원 중 차지하는 비율에 관해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

1) 제75조에 의한 규정은 제121호(제29조), 제128호(제45조), 제130호(제36조) 협약에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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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t appropriate
intervals, as requested by the Governing Body, 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gard to any of Parts II to X of the Convention
not specified in its ratification or in a notification made subsequently
in virtue of Article 4.
Article 77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eamen or seafishermen;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seamen and seafishermen has been made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n the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1946, and the Seafarers' Pensions Convention, 1946.
2. A Member may exclude seamen and seafishermen from the number
of employe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r of residents,
when 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employees or residents protected in
compliance with any of Parts II to X covered by its ratification.

PART XV. FINAL PROVISIONS
Article 78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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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있어서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후 행하는 통지에 있어서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
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1. 이 협약은 선원 또는 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 및 어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 의해서 채택된 1946년 선원
연금 협약 중에 설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로 된 근로자 또는 거주자에 관계된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원 및 어민을 근로자, 경제활동참가자 또는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제15절 최종규정
제78조
이하 표준 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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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ieth Session on 5
June 1957, and
Having considered the question of forced labour,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noted the provisions of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nd
Having noted that the Slavery Convention, 1926, provides that all necessary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compulsory or forced labour from
developing into conditions analogous to slavery and that the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1956, provides for the
complete abolition of debt bondage and serfdom, and
Having noted that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provides that
wages shall be paid regularly and prohibits methods of payment which
deprive the worker of a genuine possibility of terminating his employ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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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효력발생：1959년 1월 17일 (169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문제를 심의하고,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1926년 노예협약이 강제근로가 노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1956년 노예제도,
노예매매 및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이 채무담보
노예제 및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949년 임금보호협약이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고용을 종료
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박탈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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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further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abolition of certain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man referred to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enunciat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Article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and not to make use of any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a) as a means of political coercion or education or as a punishment
for holding or expressing political views or views ideologically
opposed to the established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system;
(b) as a method of mobilising and using labour for purposes of economic
development;
(c) as a means of labour discipline;
(d) as a punishment for having participated in strikes;
(e) as a means of racial, social, nation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Article 2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immediate and complete abol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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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에 선언되어 있는 인권의 침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5일 채택
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다음에 규정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사회․
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사회․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제1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의 즉각적
이고 완전한 폐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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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Rest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195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ieth Session on 5
June 1957,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weekly rest in commerce and office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eekly Rest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1957:
Article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in so far as they are not
otherwise made effective by means of statutory wage fixing machinery,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in such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 be given effect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ersons, including apprentices, employed in
the following establishments, institutions or administrative services,
whether public or private:
(a) trading establishments;
(b) establishment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in which the
persons employed are mainly engaged in office work, including
offices of persons engaged in the liberal professions;
(c) in so far as the persons concerned are not employed in
establishments referred to in Article 3 and are not subject to
national regulations or other arrangements concerning weekly rest
in industry, mines, transport or agriculture-(i) the trading branches of any other establishments;

260 ❙ILO

Conventions

제106호 주휴(상업과 사무) 협약(1957년)

제106호 협약

주휴(상업과 사무) 협약(1957년)
효력발생：1959년 3월 4일 (6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주휴(상업 및 사무부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법정 임금결정제도,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여건에
맞는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내법령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공사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기업, 시설 또는 행정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수습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 상업적 기업
㈏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 관계자가 제3조에 열거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서의 주휴에 관한 국내규칙 기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⑴ 모든 기업의 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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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branches of any other establishments in which the persons
employed are mainly engaged in office work;
(iii) mixed commercial and industrial establishments.
Article 3
1.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persons employed in such of the
following establishments as the Member ratifying the Convention may
specify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a) establishment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providing
personal services;
(b) post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 newspaper undertakings; and
(d) theatres and 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2. Any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 declaration accepting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establishment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which
are not already specified in a previous declaration.
3.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indicate in its
annual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what extent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establish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s are not covered in virtue of a declaration mad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s 1 or 2 of this Article,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progress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such establishments.
Article 4
1. Where necessary, appropriate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define
the line which separates the establishment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from other establishments.
2. In any case in which it is doubtful whether an establishment,
institution or administrative service is on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e question shall be settled eithe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or in any other manner
which is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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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의 부문
(3) 상업과 공업의 혼합기업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
㈏ 우편 및 전기통신시설
㈐ 신문사업장
㈑ 극장 및 공중오락장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
중에서 종전 선언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
한다는 취지를 그후의 선언으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한 연차보고
에서 이 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업 중에서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실시되려고 하는가와 그러한 기업에 이
협약의 점진적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1. 필요한 경우, 본 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구분하는 선을
정의하기 위한 적절한 협의를 취해야 한다.
2. 특정 기업, 시설 또는 행정기관에 본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단체가 존재한다면 그 단체와 협의 후 권한있는
기관이 판단하거나 기타 국가 법․관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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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Measures may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to exclud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establishments in which only members of the employer's family
who are not or cannot be considered to be wage earners are
employed;
(b) persons holding high managerial positions.
Article 6
1. All persons to whom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following Articles, be entitled to an
uninterrupted weekly rest period comprising not less than 24 hours
in the course of each period of seven days.
2. The weekly rest period shall, wherever possible, be granted
simultaneously to all the persons concerned in each establishment.
3. The weekly rest period shall, wherever possible, coincide with the
day of the week established as a day of rest by the traditions or
customs of the country or district.
4. The traditions and customs of religious minori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be respected.
Article 7
1. Where the nature of the work, the nature of the service performed by the
establishment, the size of the population to be served, or the number
of persons employed is such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6 cannot
be applied, measures may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to apply special
weekly rest schemes, where appropriate, to specified categories of
persons or specified types of establishments covered by this
Convention, regard being paid to all proper soc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2. All persons to whom such special schemes apply shall be entitled, in
respect of each period of seven days, to rest of a total duration at
least equivalent to the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6.
3. Persons working in branches of establishments subject to special
schemes, which branches would, if independent,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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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각국은 권한있는 기관이나 적절한 기제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를 이 협약 규정
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임금소득자가 아니거나 또는 임금소득자로 간주할 수 없는 사용자의
가족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위의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제6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이하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의 각 기간 중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계속되는 주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휴기간은 각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주휴기간은 국가 또는 지역적 전통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4. 소수 종교의 전통 및 관행은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1. 근로의 성질, 기업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그 서비스의 수혜자나
근로자의 수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적합한 기관은 사회적․경제적 고려를 하여 이 협약이 적용
되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주휴제도를 적용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자는 7일의 각 기간에 관하여 적어도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부문이나, 그 일부분이 독립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6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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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y measur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be taken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exist.
Article 8
1. Temporary exemptions, total or partial (including the suspension or
reduction of the rest period),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and 7
may be granted in each countr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 any
other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a) in case of accident, actual or threatened, force majeure or urgent
work to premises and equipment, but only so far as may be
necessary to avoid serious interference with the ordinary working
of the establishment;
(b) in the event of abnormal pressure of work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in so far as the employer cannot ordinarily be
expected to resort to other measures;
(c)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perishable goods.
2. In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emporary exemptions may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and
(c)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exist, shall be
consulted.
3. Where temporary exemption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persons concerned shall be granted
compensatory rest of a total duration at least equivalent to the period
provided for under Article 6.
Article 9
In so far as wages are regulated by laws and regulations or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 shall be no reduction of
the income of person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ticle 10
1.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regulations or provisions concerning the weekly rest, by means of
adequate inspection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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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의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1. 다음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적용
제외(휴가기간의 정지 또는 단축을 포함한다)가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합치하고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건물 및 설비에 대한 긴급한 공사의 경우. 다만, 사업장의 통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용자가 통상
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손괴되기 쉬운 상품의 손실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전항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적용제외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관계있는
자는 적어도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상적 휴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임금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의 소득은 이 협약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삭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1. 주휴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행정적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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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it is appropriate to the manner in which effect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necessary measures in the form of
penalti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its provisions.
Article 1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include in its annual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a) lists of the categories of persons and the types of establishment
subject to special weekly rest schem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7;
and
(b) information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emporary
exemptions may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
Article 12
Non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any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o the
workers concerned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Article 13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suspended in any country by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or other emergency constituting a
threat to the nat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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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는 그 규정의 실시를 확보
하기 위하여 형벌의 형식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 규정에 따른 연차
보고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주휴제도가 적용되는 자 및 기업의 종류에 관한
도표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보

제12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근로자에게 이 협약에서 정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국내법령, 중재재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쟁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태시 각국의 정부는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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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tions Convention, 195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second Session on
4 June 1958, and
Having considered the ques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of plantation
worker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cided that, as an exceptional measure, in order to expedite the
application to plantations of certain provisions of existing Conventions,
pending the more general ratification of these Convent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ir provisions to all persons within their scope, and to
provide for the application to plantations of certain Conventions not at
present applicable thereto, it is desirable to adopt an instrument for these
purposes,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is instrument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lantations Convention, 1958: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lantation includes any
agricultural undertaking regularly employing hired workers which is
situated in the tropical or subtropical regions and which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cultivation or production for commercial
purposes of coffee, tea, sugarcane, rubber, bananas, cocoa, coconuts,
groundnuts, cotton, tobacco, fibres (sisal, jute and hemp), citrus, palm
oil, cinchona or pineapple; it does not include family or small-scale
holdings producing for local consumption and not regularly
employing hir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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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협약

플랜테이션 협약(1958년)
효력발생：1960년 1월 22일 (1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4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제5의제인 농원근로자의 고용
조건의 문제를 심의하고, 현재 제협약이 보다 일반적으로 비준되고 또한 그 규정이
이들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을
농원에 적용할 것을 촉진하고, 동시에 현재 농원에 적용되지 아니한 협약을
농원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한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기대될 것을 결정하고, 이 문서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58년의 농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58년 6월 24일로
채택한다.

제Ⅰ부 일 반 규 정
제1조
1. 본협약의 적용상, “농원”이라 함은 고용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농업적
사업으로서, 열대 또는 아열대에 있으며, 상업적목적을 위하여, 주로 커피,
사탕수수, 고무, 바나나, 코코아, 코코넛, 땅콩, 목화, 담배, 섬유, 또는 파인
애플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방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는 가족농지 또는 소규모농지는 포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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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make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plantations by-(a) adding to the list of crop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rops: rice, chicory,
cardamom, geranium and pyrethrum, or any other crop;
(b) adding to the plantations cover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lasses of undertakings not referred to therein which, by national
law or practice, are classified as plantations;
and shall indicate the action taken in its annual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plantation shall ordinarily
include services carrying out the primary processing of the product or
products of the plantation.
Article 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apply its
provisions equally to all plantation workers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ity, social origin,
tribe or trade union membership.
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a) shall comply with-(i) Part I;
(ii) Parts IV, IX and XI;
(iii) at least two of Parts II, III, V, VI, VII, VIII, X, XII and XIII; and
(iv) Part XIV;
(b) shall, if it has excluded one or more Parts from its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specify, in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the Part or Parts so excluded.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b)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its annual reports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progress made towards the application of the excluded Part o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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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을 다른 농원에 적용할 수 있다.
㈎ 본조 제 1항에 든 농작물표에 다음 농작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추가
하는 것. 쌀, 치커리, 제라늄,
㈏ 본조 제 1항에 들지 아니한 종류의 사업으로서 국내법 또는 국내관례에
의하여 농원으로서 분류되는 것을 제 1항에 정한 농원에 추가하는 것,
전기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당해 회원국의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적용상, 농원이라 함은 토상 농원생산물의 제1차적 가공을 행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제2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회원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부족 또는 노동조합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농원 근로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1.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제Ⅰ부
⑵ 제Ⅳ부, 제Ⅸ부 및 제Ⅺ부
⑶ 제Ⅱ부, 제Ⅲ부, 제Ⅴ부, 제Ⅵ부, 제Ⅶ부, 제Ⅷ부, 제Ⅹ부, 제Ⅻ부 및
제ⅩⅢ부 중 적어도 2부
⑷ 제ⅩⅣ부
㈏ 본 협약에 의거한 의무의 주락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원국의 비준에 첨부하는 선언에 그와 같이 제외된
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본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해당 회원국의 연차보고에서
제외된 부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기재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273

C110 Plantations Convention, 1958

3.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e Convention, but has excluded
any Part or Parts thereof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any Part or Parts so excluded; such
undertakings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to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a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Article 4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paragraph 8,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any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o the workers concerned than those provided for by the
Convention.

PART II. ENGAGEMENT AND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Article 5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cruiting
includes all operations undertaken with the object of obtaining or
supplying the labour of persons who do not spontaneously offer their
services at the place of employment or at a public emigration or
employment office or at an office conducted by an employers'
organisation and superv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6
The recruiting of the head of a family shall not be deemed to involve
the recruiting of any member of his family.
Article 7
No person or association shall engage in professional recruiting unless
the said person or association has been licen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is recruiting workers for a public department or for one
or more specific employers or organisations of employers.
Article 8
Employers, employers' agents, organisations of employers, organisations
subsidised by employers, and the agents of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of organisations subsidised by employers shall only engage in
recruiting if licen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274 ❙ILO

Conventions

제110호 플랜테이션 협약(1958년)

3. 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전제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협약의 어느 부를
제외한 각 회원국은 그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제외한 부에 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간주되며, 통보일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본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
협약이 규정한 조건보다 관계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 관행 또는 협약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Ⅱ부 고용, 모집 및 이주근로자
제5조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모집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무를 제공
하지 아니하는 자의 근로를 노무지, 공적이민사무소나 직업소개소 또는 사용자
단체에 의하여 경영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감독되는 사무소에서 획득
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6조
가장의 모집은 그 가족성원의 모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도,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면허되어,
행정청 또는 하나 그 이상의 특정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적 모집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용자, 사용자의 대리인, 사용자단체, 사용자에 의하여 보조되는 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에 의하여 보조되는 단체의 대리인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면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집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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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1. Recruited workers shall be brought before a public officer, who shall
satisfy himself that the law and regulations concerning recruiting have
been observed and, in particular, that the workers have not been
subjected to illegal pressure or recruited by misrepresentation or
mistake.
2. Recruited workers shall be brought before such an officer as near as
may be convenient to the place of recruiting or, in the case of
workers recruited in one territory for employment in a territory under
a different administration, at latest at the place of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recruiting.
Article 10
Where the circumstances make the adoption of such a provision practicable
and necessar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e issue to each
recruited worker who is not engaged at or near the place of recruiting
of a document in writing such as a memorandum of information, a
work book or a provisional contract containing such particulars as the
authority may prescribe, as for example particulars of the identity of the
workers, the prospectiv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any advances of
wages made to the workers.
Article 11
1. Every recruited worker shall be medically examined.
2. Where the worker has been recruited for employment at a distance
from the place of recruiting, or has been recruited in one territory for
employment in a territory under a different administration, the
medical examination shall take place as near as may be convenient to
the place of recruiting or, in the case of workers recruited in one
territory for employment in a territory under a different
administration, at latest at the place of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recruiting.
3. The competent authority may empower public officers before whom
workers are brought in pursuance of Article 9 to authorise the
departure prior to medical examination of workers in whose case
they are satisfied-(a) that it was and is impossible for the medical examination to take
place near to the place of recruiting or at the place of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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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 모집된 근로자는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야 하며, 그 직원을 모집에 관한 법률
및 규직이 준수되었다는 것과 특히, 그 근로자가 위법한 압박을 받거나 또는
사기나 착오에 의하여 모집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모집된 근로자는 모집지에 가능한 한 편리하고 가까운 공무원 앞에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 모집된 근로자에 있어서는 늦어도
모집지를 떠나는 장소의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있는 기관은 모집된 근로자로서 모집지 또는 그 부근에서 일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각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기관이 정하는 사항, 예를 들면 근로자의
신원, 장래의 고용조건 및 근로자에 대하여 마련된 임금의 선불을 포함하는
채용증서, 노동수첩 또는 가계약서 등의 서류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의
채택을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1. 모든 모집된 근로자는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근로자가 모집지로부터 원거리인 장소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모집되거나,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일지역에서 모집된
경우에는, 모집지에 편리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또는 상이한
행정청 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노무를 위하여 한 지역에서 모집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모집지를 떠나는 장소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앞에 출두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이 다음 사항을 확인할 때는 의학적 검사에 앞서 그 근로자가
출발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모집지의 부근 또는 출발지에서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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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at the worker is fit for the journey and the prospective
employment; and
(c) that the worker will be medically examined on arrival at the place
of employment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4.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articularly when the journey of the
recruited workers is of such duration and takes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health of the workers is likely to be affected,
require recruited workers to be examined both before departure and
after arrival at the place of employment.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for the acclimatisation and adaptation of recruited workers and
for their immunisation against disease.
Article 12
1. The recruiter or employer shall whenever possible provide transport
to the place of employment for recruited workers.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a) that the vehicles or vessels used for the transport of workers are
suitable for such transport, are in good sanitary condition and are
not overcrowded;
(b) that when it is necessary to break the journey for the night suit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the workers; and
(c) that in the case of long journeys all necessary arrangements are
made for medical assistance and for the welfare of the workers.
3. When recruited workers have to make long journeys on foot to the
place of employment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a) that the length of the daily journey is compatible with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and strength of the workers; and
(b) that, where the extent of the movement of labour makes this
necessary, rest camps or rest houses are provided at suitable
points on main routes and are kept in proper sanitary condition
and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for medical attention.
4. When recruited workers have to make long journeys in groups to the
place of employment, they shall be convoyed by a responsible person.
Article 13
1. The expenses of the journey of recruited workers to the place of
employment, including all expenses incurred for their protection
during the journey, shall be borne by the recruiter or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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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여행 및 장래의 노무에 적합할 것.
㈐ 근로자가 노무지에 도착할 때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의학적 검사를
받을 것
4. 권한있는 기관은 특히 모집된 근로자의 여행이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간 및 상태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모집된 근로자에게 출발전 및 근로
지도착 후 의학적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모집된 근로자를 풍토 및 환경에 순응시키고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모집자 또는 사용자는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모집된 근로자를 노무지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근로자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이 전기의 운송에 적합하고,
위생상태가 좋으며,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밤잠을 위해 여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숙박
시설을 제공할 것
㈐ 장거리여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료 및 복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것
3. 모집된 근로자가 노무지까지 도보로 장거리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매일의 여정이 근로자의 건강 및 체력의 유지에 적합할 것,
㈏ 근로자의 이동 정도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주된 경로의 적당한
장소에 휴식처 또는 휴식숙소를 설비하여, 적당한 위생상태에서 유지
하여야 하고,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집된 근로자가 집단으로 노무지까지 장거리여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호송되어야 한다.

제13조
1. 모집된 근로자의 노무지까지의 여비(여행 중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는 모집자 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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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cruiter or employer shall furnish recruited workers with everything
necessary for their welfare during the journey to the place of
employment, including particularly, as local circumstances may
require, adequate and suitable supplies of food, drinking water, fuel
and cooking utensils, clothing and blankets.
Article 14
Any recruited worker who-(a) becomes incapacitated by sickness or accident during the journey
to the place of employment,
(b) is found on medical examination to be unfit for employment,
(c) is not engaged after recruiting for a reason for which he is not
responsible, or
(d) is foun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have been recruited by
misrepresentation or mistake,
shall be repatriated at the expense of the recruiter or employer.
Article 15
Where the families of recruited workers have been authorised to
accompany the workers to the place of employment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for safeguarding their health
and welfare during the journey and more particularly-(a) Articles 12 and 13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such families;
(b) in the event of the worker being repatriated in virtue of Article
14, his family shall also be repatriated; and
(c)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worker during the journey to the
place of employment, his family shall be repatriated.
Article 16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limit the amount which may be paid to
recruited workers in respect of advances of wages and shall regul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advances may be made.
Article 17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hat it will, so far a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ermit,
take all appropriate steps against misleading propaganda relating to
emigration and immigration.
2. For this purpose it will, where appropriate, act in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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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자 또는 사용자는 모집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특히 지방 사정에 따라 적당하고 충분한
식료품, 음료수, 연료와 취사도구, 피복과 담요를 포함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모집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자 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근로불능으로 된 자
㈏ 의학적검사에 의하여 노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 개인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인하여 모집 후 고용되지
아니한 자
㈑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모집된 자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자

제15조
모집된 근로자의 가족이 노무지까지 근로자와 동행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여행 중 그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 본협약 제 12조 및 13조의 규정은 전기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가족도 또한 송환
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노무지까지의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가족은 송환되어야
한다.
제16조
권한있는 기관은 임금의 선불에 관하여 모집된 근로자에게 지불될 금액을 제한
하여야 하며, 그 선불이 이루어질 조건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17조
1.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의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허용하는 한, 이민에 관한 그릇된 선전에 대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회원국과 협력
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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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Measures shall be taken as appropriate by each Member, within its
jurisdiction, to facilitate the departure, journey and reception of migrants
for employment on a plantation.
Article 19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maintain, within its jurisdiction,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responsible for-(a) ascertaining, where necessary, both at the time of departure and
on arrival, that migrants for employment on a plantation and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authorised to accompany or join them
are in reasonable health;
(b) ensuring that migrants for employment on a plantation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enjoy adequate medical attention and
good hygienic conditions at the time of departure, during the
journey and on arrival in the territory of destination.

PART III. CONTRACTS OF EMPLOYMENT AND
ABOLITION OF
PENAL SANCTIONS
Article 20
1. The law and/or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concerned shall
prescribe the maximum period of service which may be stipulated or
implied in any contract, whether written or oral.
2. The maximum period of service which may be stipulated or implied
in any contract for employment not involving a long and expensive
journey shall in no case exceed 12 months if the workers are not
accompanied by their families or two years if the workers are
accompanied by their families.
3. The maximum period of service which may be stipulated or implied
in any contract for employment involving a long and expensive
journey shall in no case exceed two years if the workers are not
accompanied by their families or three years if the workers are
accompanied by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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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각 회원국은 적당한 경우에는 그 관할권 안에서,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의
출발, 여행 및 수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그 관할권 안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적당한 의료시설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및 도착시에,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 및 이에
동향하거나 후에 합류하도록 허가된 그 가족이 적당한 건강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것,
㈏ 농원에서 고용되는 이민과 그 가족이 출발할 때, 여행중 및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적당한 의료 및 양호한 위생상태를 향유할 것을 확보할 것

제 Ⅲ 부 고용계약 및 형벌의 폐지

제20조
1. 관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률 및(또는) 규칙은 문서 혹은 구두를 불문
하고 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진 근무기간의 최대한을
정하여야 한다.
2. 장기적이고도 비용이 드는 여행을 수반하지 않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질 근무기간의 최대한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12개월,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장기적이고도 비용이 드는 여행을 수반하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질 근무기간의 최대한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2년,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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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contracts entered into between employers and non-manual
workers whose freedom of choice in employment is satisfactorily
safeguarded; such exclusion may apply to all plantation workers in a
territory, to plantation workers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a
particular crop, to the workers in any specified undertaking or to
special groups of plantation workers.
Article 21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country where there exists any penal
sanction for any breach of a contract of employment by a plantation
worker shall tak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all such penal sanctions.
Article 22
Such action shall provide for the abolition of all such penal sanctions by
means of an appropriate measure of immediate application.
Article 23
For the purpose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the term breach of
contract means-(a) any refusal or failure of the worker to commence or perform the
service stipulated in the contract;
(b) any neglect of duty or lack of diligence on the part of the worker;
(c) the absence of the worker without permission or valid reason; and
(d) the desertion of the worker.

PART IV. WAGES
Article 24
1. The fixing of minimum wages by collective agreements freely
negotiated between trade union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workers concerned and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be encouraged.
2. Where no adequate arrangements exist for the fixing of minimum wages
by collective agreement, the necessary arrangements shall be made
whereby minimum rates of wages can be fixed, where appropriate by
means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where such exist, such consultation
to be on a basis of complet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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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사용자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
되고 있는 비육체적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
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이 제외는 한 지역의 모든 농원근로자, 특정
농작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농원근로자, 특정 사업의 근로자 또는 특별종류의
농원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농원근로자에 의한 고용계약 기간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재판을 부과하고
있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모든 이러한 형사적 재판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조의 조치는 즉시 적용되는 적당한 조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전조의
형사적제재를 모두 폐지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본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계약의 위반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근로자가 계약에 정한 업무를 개시 또는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불이행하는 것
㈏ 근로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
㈐ 근로자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하는 것
㈑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

제Ⅳ부 임

금

제24조
1. 관계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자유롭게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
2.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적당한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를 포함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와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적당한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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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imum rates of wages which have been fixed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in pursuance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binding on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o as not to be
subject to abatement.
Article 25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re informed of the minimum rates of wages in force and
that wages are not paid at less than these rates in cases where they
are applicable; these measures shall include such provision for
supervision, inspection, and sanctions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the conditions obtaining on plantations in the country
concerned.
2. A worker to whom the minimum rates are applicable and who has
been paid wages at less than these rates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by judicial or other appropriate proceedings, the amount by which he
has been underpaid, subject to such limitations of time as may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26
Wages payable in money shall be paid only in legal tender, and
payment in the form of promissory notes, vouchers or coupons, or in
any other form alleged to represent legal tender, shall be prohibited.
Article 27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or arbitration
awards may authorise the partial payment of wages in the form of
allowances in kind where payment in the form of such allowances is
customary or desirable; the payment of wages in the form of liquor
of high alcoholic content or of noxious drugs shall not be permitted
in any circumstances.
2. In cases in which partial payment of wages in the form of allowances
in kind is authorised,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such allowances are appropriate for the personal use and benefit
of the worker and his family.
3. Where food, housing, clothing and other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form part of remuneration, all practicable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y are adequate and their cash value properly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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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률은 관계사용자
및 관계근로자를 구속하며, 이를 인하할 수 없다.

제25조
1.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관계사용자 및 관계 근로자에게 현행
최저임금률을 알릴 것과 최저임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 율의 이하로써
임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당해국의 농원이 놓인 상태에 필요하며 적당한 감독, 검사 및
처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률이하의 임금을 받은 자는
국내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법 또는 기타의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불부족액을 회수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금전으로 지불될 임금은 법화로서만 지불되어야 하며, 약속어음, 증서, 쿠폰
또는 법화로 표시되는 기타 형 식에 의한 지불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27조
1.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지불이 관습으로 되어 있거나 유리할 경우
에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규정에 의하여,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을 인정할 수 있다.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 및
유해한 약품에 의한 임금의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현물급여의 형식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물
급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익에 적합하도록 확보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식료, 주거, 의류, 기타 생필품 및 용역이 보수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여 그 환가가 적당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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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Wages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worker concerned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where the worker concerned has agreed to the
contrary.
Article 29
Employers shall be prohibited from limiting in any manner the freedom
of the worker to dispose of his wages.
Article 30
1. Where works stores for the sale of commodities to the workers are
established or services ar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an
undertaking, the workers concerned shall be free from any coercion to
make use of such stores or services.
2. Where access to other stores or services is not possibl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 the object of ensuring
that goods are sold and services provided at fair and reasonable
prices, or that stores established and services operated by the
employer are not opera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profit but
for the benefit of the workers concerned.
Article 31
1. Deductions from wages shall be permitted only under conditions and
to the extent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2. Workers shall be informed, in the manner deemed most appropriat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and the
extent to which such deductions may be made.
Article 32
Any deduction from wages with a view to ensuring a direct or indirect
payme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employment, made by
a worker to an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or to any intermediary
(such as a labour contractor or recruiter), shall be prohibited.
Article 33
1. Wages shall be paid regularly. Except where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exist which ensure the payment of wages at regular
intervals, the intervals for the payment of wages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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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금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한 지불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관계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을 처분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30조
1. 사업에 부대하여, 근로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작업장매점이 설치되
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관계 근로자는
그 매점이나 시설을 이용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2. 다른 매점 또는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은 공정
하고 타당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시설이 제공될 것 또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매점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관계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는 조건과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의 공제가 허용
되는 조건과 한도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로서 고용 또는 그 유지를 위해 사용자,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직업소개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폐지되어야 한다.
제33조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하는 임금의
지불을 확보하는 다른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지불의
간격을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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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on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of employment, a final settlement
of all wages due shall b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in the
absence of any applicable law, regulation, agreement or awar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aving regard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Article 34
Where necessary, effectiv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workers
are informed, in an appropriate and easily understandable manner-(a) before they enter employment and when any changes take place, of
the conditions in respect of wages under which they are
employed; and
(b) at the time of each payment of wages, of the particulars of their
wages for the pay period concerned, in so far as such particulars
may be subject to change.
Article 35
The laws or regulations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6 to
34 of this Convention shall-(a) be made available for the information of persons concerned;
(b) defin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compliance therewith;
(c) prescribe adequate penalties or other appropriate remedies for any
violation thereof;
(d) provide for the maintenance, in all appropriate cases, of adequate
records in an approved form and manner.

PART V. ANNUAL HOLIDAYS WITH PAY
Article 36
Workers employed on plantations shall be granted an annual holiday
with pay after a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the same employer.
Article 37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be free to decide the manner in which provision shall be made for
holidays with pay on plantations.
2. Such provision may be made, where appropriate,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 or by entrusting the regulation of holidays with
pay on plantations to special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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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불되어야 할 모든 임금의 최종적 결제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법률이나 규칙, 협약 또는 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고 용이하게 이해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릴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고용되는 임금에 관한 조건(이 조건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기전 및 변경이 있을 때에 알려야 한다.)
㈏ 관계급여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의 세목(이 세목은 변동이 있는 한
임금이 지불될 때마다 알려야 한다)

제35조
본 협약의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은
㈎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준수에 관하여 책임을 질 자를 정하여야 한다.
㈐ 그 위반에 대하여 적당한 형벌 또는 다른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모든 적당한 경우에, 승인된 양식 및 방법에 의한 적당한 기록의 비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 Ⅴ 부 연차유급휴가
제36조
농원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는 동일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계속 근무한 후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7조
1. 본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는, 적당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농원
에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특별한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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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ver the manner in which provision is made for holidays with
pay on plantations permits-(a) there shall be full preliminary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and with any other persons, specially qualified by
their trade or functions, whom the competent authority deems it
useful to consult;
(b)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participate in the
regulation of holidays with pay, or be consulted or have the right
to be heard, in such manner and to such extent as may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ut in any case on a
basis of complete equality.
Article 38
The required minimum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and the minimum
duration of the annual holiday with pay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by
special bodies entrusted with the regulation of holidays with pay on
plantations, or in any other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39
Where appropriate, provis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procedure for the regulation of holidays with pay on
plantations, for-(a) more favourable treatment for young workers, in cases in which the
annual holiday with pay granted to adult workers is not
considered adequate for young workers;
(b) an increase in the duration of the annual paid holiday with the
length of service;
(c) proportionate holidays or payment in lieu thereof, in cases where
the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of a worker is not of sufficient
duration to qualify him for an annual holiday with pay but
exceeds such minimum period as may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procedure;
(d) the exclusion from the annual holiday with pay of public and
customary holidays and weekly rest periods, and, to such extent
as may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procedure, temporary interruptions of attendance at work due to
such causes as sickness o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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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원에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허용할 때에는,
㈎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직업 또는 직무상
특히 자격을 가진 기타의 자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자와도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의 법률 및 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범위
안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유급휴가의
규제에 참여하거나 협의를 받아야 하며, 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
되어 있다.

제38조
필요한 계속근무의 최단기간 및 연차유급휴가의 최단기간은 국내의 법률이나
규제,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농원에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을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적당한 경우에는, 농원에 있어서의 유급휴가의 규제에 관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다음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성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연소근로자에게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다 유리한 대우
㈏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증가
㈐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연차유급휴가를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나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최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휴면 또는 그에 대신하는 임금의 지불
㈑ 공휴일, 관습에 의한 휴일과 주말기간 및 질병 또는 사고와 같은 원인
으로 인한 취업의 일시적 중단으로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정하여진
범위안에 든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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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1. Every person taking a holiday in virtue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shall receive, in respect of the full period of the holiday, not less than
his usual remuneration, or such remuneration as may be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The remuneration payable in respect of the holiday shall be calculated
a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or by special bodies entrusted with the regulation
of holidays with pay on plantations, or in any other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Where the remuneration of the person taking a holiday includes
payments in kind, provision may be made for the payment in respect
of holidays of the cash equivalent of such payments in kind.
Article 41
Any agreement to relinquish the right to an annual holiday with pay, or
to forgo such a holiday, shall be void.
Article 42
A person who is dismissed or who has relinquished his employment
before he has taken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holiday due to him
shall receive in respect of every day of holiday due to him in virtue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the remun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40.

PART VI. WEEKLY REST
Article 43
1. Plantation workers shal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following Articles, enjoy in every period of seven days a period
of rest comprising at least 24 consecutive hours.
2. This period of rest shall, wherever possible, be granted
simultaneously to all the workers of each plantation.
3. It shall, wherever possible, be fixed so as to coincide with the days
already established by the traditions or customs of the country or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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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1. 이 협약이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얻는 모든 자는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그 자의 통상보수이하를 부회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보수를 받는다.
2. 휴가에 관하여 지불되는 보수는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농원에 있어서의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는 특별기관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3. 휴가를 얻는 자의 보수가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휴가에 관하여
그 현물급여와 동가의 현금을 지불할 것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1조
연차유급휴가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약은
무효이다.
제42조
부여되어야 할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한 자는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휴가의 각 일에 관하여
제40조에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Ⅵ부 주

휴

제43조
1. 다음 제조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원근로자는 7일의 기간마다 적어도
연속 24시간을 포함하는 휴게기간을 향유한다.
2. 이 휴게기간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각 농원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기간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국 또는 당해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날과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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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1. Each Member may authorise total or partial exceptions (including
suspensions or diminutions)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special
regard being had to all proper humanitarian and economic
considerations and after consultation with responsible associ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ver such exist.
2. Such consultation shall not be necessary in the case of exceptions
which have already been made under existing legislation.
Article 45
Each Member shall make, as far as possible, provision for compensatory
periods of rest for the suspensions or diminutions made in virtue of
Article 44, except in cases where agreements or customs already provide
for such periods.

PART VII. MATERNITY PROTECTION
Article 46
For the purpose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the term woman means
any female person, irrespective of age, nationality, race or creed whether
married or unmarried, and the term child means any child whether born
of marriage or not.
Article 47
1. A woman to whom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on the
production of appropriate evidence of the presumed date of her
confinement, be entitled to a period of maternity leave.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such
exist, prescribe a qualifying period for maternity leave which shall not
exceed a total of 150 days of employment with the same employer
during the 12 months preceding the confinement.
3. The period of maternity leave shall be at least 12 weeks, and shall
include a period of compulsory leave after confinement.
4. The period of compulsory leave after confinement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ut shall in no case be less than six
weeks; the remainder of the total period of maternity leave may be
provided before the presumed date of confinement or following
expiration of the compulsory leave period or partly before the
presumed date of confinement and partl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compulsory leave period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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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1. 각 회원국은 모든 적당한 인도적 및 경제적 사정을 특히 고려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제43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외(정비 또는 단축을 포함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 그 협의는 현행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어 있는 예외의 경우에는 필요
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각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이미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정지 또는 단축에 대한
대표적인 휴게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한 두어야 한다.

제 Ⅶ 부 출산에 관한 보호
제46조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상 “여자”라 함은 연령,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을
불문하고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을 말하며 그리고
“자녀”라 함은 적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자녀를 말한다.
제47조
1. 이 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여자는 출산예정일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를 얻는 권리를 가진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후 출산휴가에 대한 자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출산전 12개월간에 동일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고 있었든 경우
에는 그 고용기간의 합계에 있어서 15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산휴가의 기간은 적어도 12주간이어야 하며, 출산후의 강제적 휴가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출산후의 강제적휴가의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6주간이내여서는 아니된다. 출산휴가의 잔여기간을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예정일전에 일부를 강제적 휴가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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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leave before the presumed date of confinement shall be extended
by any period elapsing between the presumed date of confinement
and the actual date of confinement, and the period of compulsory
leave to be taken after confinement shall not be reduced on that
account.
6. In case of illness suitably certified as arising out of pregnanc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for additional leave before
confinement, the maximum duration of which may be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7. In case of illness suitably certified as arising out of confinement the
woman shall b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he leave after
confinement, the maximum duration of which may be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8. No pregnant woman shall be required to undertake any type of work
harmful to her in the period prior to her maternity leave.
Article 48
1. While absent from work on maternity lea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the woman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cash
and medical benefits.
2. The rates of cash benefit shall be fix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o as to ensure benefits sufficient for the full and healthy
maintenance of herself and her child in accordance with a suitable
standard of living.
3. Medical benefits shall include prenatal, confinement and postnatal
care by qualified midwives or medical practitioners as well as
hospitalisation care where necessary: freedom of choice of doctor and
freedom of choice between a public and private hospital shall be
respected as far as practicable.
4. Any contribution due under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cheme
providing maternity benefits and any tax based upon payrolls which
is rais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uch benefits shall, whether
paid both by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s or by the employer, be
paid in respect of the total number of men and women employed by
the undertakings concerned, without distinction of sex.
Article 49
1. If a woman is nursing her child she shall be entitled to interrupt her
work for this purpose, under conditions to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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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예정일전의 휴가는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간에 경과한 기간만큼 연
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후에 취할 강제적 휴가의 기간은 이로 인하여
단축되어서는 아니된다.
6. 임신에 기인한다는 상당한 증명이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국내의 법령으로
출산전의 추가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최종기간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다.
7. 출산에 기인한다는 상당한 증명이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여자는 출산후의
휴가의 연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최종기간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다.
8.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휴가전의 기간중에는 유해한 종류의
작업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8조
1.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에 의한 결근기간중 여자는 금전 및 의료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금전급부의 비율은 적당한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 및 그 자녀가 충분하고
건강한 생계를 영위하는데 만족스러운 급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의료급부는 자격있는 조산원 또는 의사에 의한 출산전, 출산 및 출산후의
간호와 필요한 경우의 입원비를 포함한다. 의사 및 공사병원의 선택의
자유는 실행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출산급부를 부여하는 강제적 사회보장제도에 의거하여 지불될 거출금 및
지불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조세로서 전기의 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것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양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를 불문하고 또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사업에 고용되는 남녀총수에 관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제49조
1. 여자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그것 때문에 그 작업을 중단하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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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ruptions of work for the purpose of nursing are to be counted as
working hours and remunerated accordingly in cases in which the
matter is governed by or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cases in which the matter is governed by collective agreement, the
position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relevant agreement.
Article 50
1. While a woman is absent from work on maternity lea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it shall not be lawful for
her employer to give her notice of dismissal during such absence, or
to give her notice of dismissal at such time that the notice would
expire during such absence.
2. The dismissal of a woman solely because she is pregnant or a
nursing mother shall be prohibited.

PART VIII. WORKMEN'S COMPENSATION
Article 5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extend to all plantation
workers its laws and regulations which provide for the compensation of
workers for personal injury by accident arising out of or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Article 52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grant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who suffer personal injury due
to industrial accidents happening in its territory, or to their
dependants, the same treatment in respect of workmen's
compensation as it grants to its own nationals.
2. This equality of treatment shall be guaranteed to foreign workers and
their dependants without any condition as to residence. With regard
to the payments which a Member or its nationals would have to
make outside that Member's territory in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he measures to be adopted shall be regulated, if necessary,
by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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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을 위한 작업의 중단은 법률 및 규칙에 의하거나 따라 규제되는 경우
에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응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에는 당해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0조
1. 여자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에 의한 결근기간중 그 사용자가
해고의 통고를 하거나 또는 그 기간중 만기가 되는 때에 해고의 통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여자가 임신되어 있거나 또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Ⅷ 부 근로자 보상
제51조
이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회원국은 근로자의 사용에 의거하여
또는 사용중에 일어난 재해로 인한 신체상 상해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해당 회원국의 법률 및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2조
1. 이협약의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그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로 인한 신체상 상해를 받은 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대우를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대우의 균등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그거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이 원칙에 의거하여
그 회원국의 영역밖에서 하여야 할 지불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회원국의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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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Special agreements may be made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to
provide that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happening to workers
whilst temporarily or intermittently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on behalf of an undertaking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tter
Member.

PART IX.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Article 54
The right of employers and employed alike to associate for all lawful
purposes shall be guaranteed by appropriate measures.
Article 55
All procedures for the investigation of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as simple and expeditious as possible.
Article 56
1.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encouraged to avoid disputes and, if
they arise, to reach fair settlements by means of conciliation.
2. For this purpose all practicable measures shall be taken to consult
and associate the representatives of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in the establishment and working of conciliation machinery.
3. Subject to the operation of such machinery, public officer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of disputes and shall endeavour to
promote conciliation and to assist the parties in arriving at a fair
settlement.
4. Where practicable, these officers shall be officers specially assigned to
such duties.
Article 57
1. Machinery shall be created as rapidly as possibl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2.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where such exist,
shall be associated where practicable in the operation of the
machinery, in such manner and to such extent, but in any case in
equal numbers and on equal term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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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한 회원국의 영영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역안에 있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동안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전기 다른 회원국의 법률 및 규칙으로 규제되어야 함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회원국간에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Ⅸ 부 단결과 및 단체교섭권
제54조
사용자 및 근로자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체결하는 권리는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제55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사를 위한 모든 절차는 될 수 있는 한 간단
하며 신속하여야 한다.
제56조
1.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분쟁을 피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정에 의하여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조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고 그 대표를 이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기기관의 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공무원은 분쟁의 조사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조정의 촉진과 당사자가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행가능할 때에는 이 공무원은 전기직무를 위하여 특히 선임되어야 한다.

제57조
1.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관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설치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용자 및 관계근로자의 대표(각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표를 포함
한다.)는 실행가능할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방법 및 범위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동수의 인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기 기관의 운영에 참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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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8
1. Worker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2. Such protection shall apply more particularly in respect of acts
calculated to-(a) make the employment of a worker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he
shall not join a union or shall relinquish trade union membership;
(b) cause the dismissal of or otherwise prejudice a worker by reason
of union membership or because of participation in union
activities outside working hours or,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r, within working hours.
Article 59
1.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ny acts of interference by each other or each other's
agents or members in their establishment, functioning or
administration.
2. In particular, acts which are design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workers' organisations under the domination of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or to support workers' organisations by
financial or other means, with the object of placing such organisations
under the control of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cts of interfer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Article 60
Machinery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established, whe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respect for the right to organise
as defined in the preceding Articles.
Article 61
Measure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ull development and
utilisation of machinery for voluntary negotiation between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and workers' organisations, with a view to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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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1.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인 차별대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의 보호는 특히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 조합원이란 이유로 또는 근로시간외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내에 조합활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그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제59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임무수행 또는 관리에 관하여 상호간
상호대리인 또는 구성원을 통하여 행하는 간섭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지배되는 근로단체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를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근로자단체에
경리상의 원조 또는 다른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는 본조의 의미상의 간섭
으로 간과된다.

제60조
전제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단체협약에 의하여 고용조건을 규제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자주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충분한 발달 및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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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X. FREEDOM OF ASSOCIATION
Article 62
Workers and employers,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d,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sation
concerned, to join organisations of their own choosing without previous
authorisation.
Article 63
1.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draw up
their constitutions and rul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in full
freedom, to organise their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and to
formulate their programmes.
2.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refrain from any interference which
would restrict this right or impede the lawful exercise thereof.
Article 64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not be liable to be
dissolved or suspended by administrative authority.
Article 65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d join federations and confederations and any such organisation,
federation or confeder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affiliate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f workers and employers.
Article 66
The provisions of Articles 62, 63 and 64 apply to federations and
confederations of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Article 67
The acquisition of legal personality by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federations and confederations shall not be made subject
to conditions of such a character as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62, 63 and 64.
Article 68
1. In exercising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like
other persons or organised collectivities, shall respect the law of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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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Ⅹ 부 결사의 자유
제6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관계단체의 규칙에 따를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한 자유 하에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관리와 활동을 정하여 그 계획을 입안할 권리를
가진다.
2. 공적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
하는 어떠한 간섭도 억제하여야 한다.
제6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또는 그 활동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 및 총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연합 또는 총연합은 근로자의 국제단체 및
사용자의 국제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각 연합
및 총연합에 적용한다.
제67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그 연합 및 총연합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서는 아니된다.
제68조
1. 근로자, 사용자 및 그 각 단체는 이 협약의 이 부에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
할 때 다른 개인 또는 조직된 집단과 동일하게 그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307

C110 Plantations Convention, 1958

2. The law of the land shall not be such as to impair, nor shall it be so
applied as to impair,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Article 69
In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the term organisation means any
organisation of workers or of employers for furthering and defending
the interests of workers or of employers.
Article 70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workers and employers may exercise freely the right to organise.

PART XI. LABOUR INSPECTION
Article 7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maintain a
system of labour inspection.
Article 72
Labour inspection services shall consist of suitably trained inspectors.
Article 73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shall be afforded every facility for
communicating freely with the inspectors.
Article 74
1.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shall be-(a)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while engaged
in their work,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hours, wages, safety,
health and welfare, the employment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and other connected matters, in so far as such provisions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b) to supply technical information and advice to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omplying with
the legal provisions;
(c) to bring to the notice of the competent authority defects or abuses
not specifically covered by existing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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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법률은 이 협약의 이 부에서 정하는 보장을 해쳐서는 아니되며,
그것을 해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9조
이 협약의 이 부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제70조
이 협약의 이 부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유로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Ⅺ부 근 로 감 독
제7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근로감독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근로감독기관은 적당한 훈련을 받은 감독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3조
근로자 및 그 대표자에게 감독관과 자유로이 연락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74조
1. 근로감독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감독조건 및 작업중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규, 예를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과 년소자의 고용 그리고 다른 관계사항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확보할 것
㈏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법규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결함 또는 폐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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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further duties which may be entrusted to labour inspectors
not be such as to interfere with the effective discharge of
primary duties or to prejudice in any way the authority
impartiality which are necessary to inspectors in their relations
employers and workers.

shall
their
and
with

Article 7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mote-(a)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inspection services and other
government services and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engaged in
similar activities; and
(b) collaboration between officials of the labour inspectorate and
employers and workers or their organisations.
Article 76
The inspection staff shall be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whose status and
conditions of service are such that they are assured of stability of
employment and are independen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Article 77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furnish labour inspectors with-(a) local offices, suitably equipp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ervice, and accessible to all persons concerned;
(b) the transport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cases where suitable public facilities do not exis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reimburse to labour inspectors any travelling and incidental expenses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78
1. Labour inspectors provided with proper credentials shall be
empowered-(a) to enter freely and without previous notice at any hour of the day
or night any place of employment liable to inspection;
(b) to enter by day any premises which they may have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o be liable to insp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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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감독관에게 위임되는 기타의 직무는 근로감독관 본래의 직무의 실효적인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권위와 공정을 조금이라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75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관과 이와 동종의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정부기관 및 공사의
시설간의 유효한 협력
㈏ 근로감독기관의 직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그 단체간의 노력

제76조
감독직원은 신분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고 정부의 갱송
및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관계없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77조
1.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사항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설비를 가지고 또한 모든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방의 사무소
㈏ 적당한 공공의 교통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상의 편익
2. 권한있는 기관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잡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1.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근로감독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⑴ 감독을 받을 사업장에 주야 언제든지 자유롭고 예고없이 출입하는 것
⑵ 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떠한 장소
에도 주야 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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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carry out any examination, test or inquiry which they may
consider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that the legal
provision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and, in particular-(i) to interrogate, alone or in the presence of witnesses, the
employer or the staff of the undertaking on any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ii)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registers or other
documents the keeping of which i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in order to see
that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legal provisions and to
copy such documents or make extracts from them;
(iii) to enforce the posting of notices required by the legal
provisions;
(iv) to take or remove for purposes of analysis samples of materials
and substances used or handled, subject to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being notified of any samples or substances taken
or removed for such purpose.
2. On the occasion of an inspection visit inspectors shall notify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of their presence, unless they consider
that such a notification may be prejudicial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79
Subject to such exceptions as may be made by law or regulation, labour
inspectors-(a) shall be prohibited from having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e undertakings under their supervision;
(b) shall be bound on pain of appropriate penalties or disciplinary
measures not to reveal, even after leaving the service, any
manufacturing or commercial secrets or working processes which
may come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c) shall treat as absolutely confidential the source of any complaint
bringing to their notice a defect or breach of legal provisions and
shall give no intimation to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that
a visit of inspection was made in consequence of the receipt of
such a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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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법규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조사, 검사 또는 심문을 행하는 것. 특히
㈎ 법규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또는 사업의 직원을 심문하는 것.
㈏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
대장 또는 기타 서류가 법규에 적합한 여부 확인 및 이 서류의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 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게시를 행하게 하는 것.
㈑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원료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것.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원료 또는 재료를 수거하는 것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임검(臨檢)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임검(臨檢)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9조
법률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예외를 유보하고 근로감독관은
㈎ 그 감독하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당한다.
㈏ 직무상 지득한 제조상이나 상업상의 비밀 또는 작업공정을 퇴직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적당한 형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는다.
㈐ 시설의 결함 또는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진정에 관하여
그 출처를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진정을 수리한 결과로서 임검
(臨檢)을 행하였다는 것을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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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0
The labour inspectorate shall be notified of industrial accidents and cases
of occupational disease in such cases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81
Places of employment shall be inspected as often and as thoroughly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rticle 82
1. Persons who violate or neglect to observ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shall be liable to prompt legal proceedings
without previous warning: Provided that exceptions may be mad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respect of cases in which previous
notice to carry out remedial or preventive measures is to be given.
2. It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labour inspectors to give warning
and advice instead of instituting or recommending proceedings.
Article 83
Adequ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and for obstructing labour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effectively enforced.
Article 84
1. Labour inspectors or local inspection offices, as the case may be, shall
be required to submit to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periodical
reports on the results of their inspection activities.
2. These reports shall be drawn up in such manner and deal with such
subject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prescribed by the central
authority; they shall be submitted at least as frequently as may be
prescribed by that authority and in any case 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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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하여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정하는 방법
으로 근로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적용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빈번
하고 완전하게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2조
1.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실시될 법규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것을 준수하는 것을
해태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신속한 사법상의 절차에 회부된다. 다만, 정정
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예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법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그 재량에 의하여 사법상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으로 계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3조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실시될 법규의 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의 방해에
관하여 적당한 형벌을 국내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의 감독사무소는 각각 그 감독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기
보고를 중앙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는 중앙기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 기관이 수시로
정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이 보고는 적어도 중앙기관이 정하는 회수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년1회) 제출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315

C110 Plantations Convention, 1958

PART XII. HOUSING
Article 85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ncourage the provision of adequate housing accommodation for
plantation workers.
Article 86
1. The minimum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the accommodation t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laid
down by the appropriate public authority. The latter shall, wherever
practicable, constitute advisory boards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for consultation in regard to matters
connected with housing.
2. Such minimum standards shall include specifications concerning-(a) the construction materials to be used;
(b) the minimum size of accommodation, its layout, ventilation, and floor
and air space;
(c) verandah space, cooking, washing, storage, water supply and
sanitary facilities.
Article 87
Adequ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egal provision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provided for by laws or
regulations and effectively enforced.
Article 88
1. Where housing is provided by the employer the conditions under
which plantation workers are entitled to occupancy shall be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established by national custom or national
legislation.
2. Whenever a resident worker is discharged he shall be allowed a
reasonable time in which to vacate the house. Where the time
allowed is not fix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by recognised
negotiating machinery, or, failing agreement on the subject, by
recourse to the normal procedure of the civi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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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Ⅻ부 주

거

제85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근로자에게 적당한 주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86조
1. 권한있는 공적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될 주거의 최저기준을 규정
하여야 한다. 그 기관은 실행가능할 때에는 주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최저기준은 다음 사항에 관한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될 건축재료
㈏ 주거의 최저의 크기, 설계, 환기 및 방의 면적과 높이
㈐ 베란다의 면적, 요리, 세탁, 저장, 수도 및 위생시설

제87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질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적당한 형벌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8조
1. 사용자에 의하여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농원근로자에 대한 주거조건은
국내관습 또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확립된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거주근로자가 해고될 때에는 언제든지 주거를 비우기 위하여 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 기간은 법률로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정된 교섭기관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
법원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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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XIII. MEDICAL CARE
Article 89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ncourage the provision of adequate medical services for plantation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rticle 90
1. Medical services shall be of a standard prescribed by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be adequate having regard to the number of persons
involved, and shall be operated by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personnel.
2. Such services where provided by the appropriate public authorities
shall conform to the standards, customs and practices of the authority
concerned.
Article 91
The appropriate autho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exist, shall
take steps in plantation areas to eradicate or control prevalent endem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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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ⅩⅢ 부 의

료

제89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 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적당한 의료시설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90조
1. 의료시설의 기준은 공적기관이 정하여야 한다. 이 시설은 관계있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당하며 충분한 수의 자격있는 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 이 시설은 권한있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설치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기준,
관습 및 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91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사용자단체 및 관계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농원지역의 유행풍토병을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Ⅸ부 최 종 규 정
제9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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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1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second Session on
4 June 1958,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affirms that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race, creed or sex, have the right to pursue both
their material well-being and their spiritual development in conditions of
freedom and dignity, of economic security and equal opportunity, and
Considering further that discrimin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rights
enunciat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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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협약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효력발생：1960년 6월 15일 (169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ㆍ추진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를 협약 비준국에게
부여
차별이란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종교ㆍ정치적 견해ㆍ출신국ㆍ사회적 출신성분에 의거
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
균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행위를 의미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기본정책에 위반되는 법조항을 철폐하고 행정조치 및 관행을
수정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이행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재정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나아가, 차별은 세계인권선언에 의하여 선언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여,
1958년의 차별(고용 및 직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조약을 1958년 6월 25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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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discrimination includes-(a)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preference made on the basi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which has the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equality of
opportunity or treatment in employment or occupation;
(b) such other distinction, exclusion or preference which has the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equality of opportunity or treatment in
employment or occupation as may be determined by the Member
concerned after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where such exist, and with other appropriate
bodies.
2.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preference in respect of a particular job
based on the inherent requirements thereof shall not be deemed to be
discrimination.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s employment and
occupation include access to vocational training, access to employment
and to particular occupations, and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ticle 2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declare and pursue a national policy designed to promote,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with a view to
eliminating any discrimination in respect thereof.
Article 3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a) to seek the co-operation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nd other appropriate bodies in promoting the acceptance and
observance of this policy;
(b) to enact such legislation and to promote such educational
programmes as may be calculated to secure the acceptance and
observance of the policy;
(c) to repeal any statutory provisions and modify any administrative
instructions or practic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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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대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해당 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한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고용’ 및 ‘직업’이라는 용어는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
고용 및 특정 직업에 대한 접근, 고용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국내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 상기 정책을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장려하는데 있어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단체, 기타 적절한 단체의 협력을 얻을 것
㈏ 상기 정책의 인정 및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법령을 제정
하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 상기 정책과 양립하지 않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행정 명령이나
관행을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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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o pursue the policy in respect of employment under the direct
control of a national authority;
(e) to ensure observance of the policy in the activities of vocational
guidance, vocational training and placement services under the
direction of a national authority;
(f) to indicate in its annual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action taken in pursuance of the policy and the
results secured by such action.
Article 4
Any measures affecting an individual who is justifiably suspected of, or
engaged in, activities prejudicial to the security of the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be discrimination, provided that the individual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l to a competent bod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5
1. Special measures of protection or assistance provided for in other
Conventions or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shall not be deemed to be discrimination.
2. Any Member may, after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where such exist, determine that other
special measures designed to meet the particular requirements of
persons who, for reasons such as sex, age, disablement, family
responsibilities or social or cultural status, are generally recognised
to require special protection or assistance, shall not be deemed to be
discrimination.
Article 6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apply it to
non-metropolitan terri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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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상기 정책을 국가 정부당국의 직접 관리하에 수행할 것
㈒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에 있어서의 상기 정책 준수를 국가
정부당국의 감독 하에 확보할 것
㈓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상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결과를 기재할 것

제4조
국가의 안전에 해가 되는 활동에 하고 있다고 타당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차별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 개인은 국내의 관행에 따라 설립된 권한 있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조
1. 국제노동기구의 총회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고에서 규정한 특별한 보호
또는 지원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2. 모든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 협의한 후 성별, 연령, 신체장애, 부양책임 또는 사회․문화적
지위를 이유로 특별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조치가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본토
지역에 본협약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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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fourth Session on 1
June 1960,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ionising radiation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1960: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give effect thereto by means of laws or
regulations, codes of practice or other appropriate means.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sult
with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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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협약

방사선 보호 협약(1960년)
효력발생：1962년 6월 17일(48개국 비준)

주요내용
16세 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라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되며
적절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는 전리방사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안됨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저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떤 불필요한 노출도 없도록 하여야 함
비준국이 취하여야할 다양한 조치, 전리방사선의 최대허용치 및 신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사선 물질의 최대허용치, 위험에 대한 경고, 예방조치에 대한 근로자들 교육, 노출작업
통보,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 적절한 의료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0년 6월 1일
개최된 제44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
하여,
방사선보호협약(1960년)이라고 부를 아래의 협약을 1960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부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법령, 기업행동강령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본 협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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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activities involving exposure of
workers to ionising radiations in the course of their work.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radioactive substances, whether
sealed or unsealed, nor to apparatus generating ionising radiations
which substances or apparatus, owing to the limited doses of ionising
radiations which can be received from them, are exempted from its
provisions by one of the methods of giving effect to the Convention
mentioned in Article 1.
Article 3
1. In the light of knowledge available at the time, all appropriate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effective protection of workers, as regards
their health and safety, against ionising radiations.
2. Rul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shall be adopted, and
data essential for effective protection shall be made available.
3. With a view to ensuring such effective protection-(a)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ionising radiations
adopted after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by the Member
concerned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thereof;
(b) the Member concerned shall notify, as soon as practicable,
measures adopted by it prior to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so a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thereof, and shall promote
such modification of other measures existing at the time of
ratification;
(c) the Member concerned shall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en ratifying the Convention, a
statement indicating the manner in which and the categories of
workers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applied, and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y further progress made in the matter;
(d) at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first enters into force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submit to the Conference a special
report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and containing such proposals as it may think
appropriate for further action in regard to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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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이 협약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은 밀봉 또는 비밀봉 여부와 상관없이 방사성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리방사선 발생장치로서 동 장치에서 발생되는 전리방사선이
제한된 양이어서 제1조에서 규정한 본 협약의 이행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적용이 면제되는 장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있어서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당시에 이용 가능한 지식을 고려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및 대책이 도입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가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후에 채택하는 조치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은 본 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채택한 조치를 가능한한 빨리
이 협약상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하며, 본협약 비준시 존재하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수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 관련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할 때, 협약 규정의 적용 방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를 기술한 보고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이 협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나)항의 적용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동 조항과 관련한 향후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함께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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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PROTECTIVE MEASURES
Article 4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be so arranged and conducted
as to afford the protection envisag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rticle 5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restrict the exposure of workers to
ionising radiations to the lowest practicable level, and any unnecessary
exposure shall be avoided by all parties concerned.
Article 6
1. Maximum permissible doses of ionising radiations which may be
received from sources external to or internal to the body and
maximum permissible amounts of radioactive substances which can be
taken into the body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Part I of this
Convention for various categories of workers.
2. Such maximum permissible doses and amounts shall be kept under
constant review in the light of current knowledge.
Article 7
1. Appropriate levels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for
workers who are directly engaged in radiation work and are-(a) aged 18 and over;
(b) under the age of 18.
2. No worker under the age of 16 shall be engaged in work involving
ionising radiations.
Article 8
Appropriate levels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for
workers who are not directly engaged in radiation work, but who
remain or pass where they may be exposed to ionising radiations or
radioactive substances.
Article 9
1. Appropriate warnings shall be used to indicate the presence of
hazards from ionising radiations. Any information necessary in this
connection shall be supplied to the workers.
2. All workers directly engaged in radiation work shall be adequately
instructed, before and during such employment, in the precautions to be
taken for their protection, as regards their health and safety, and the
reasons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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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보 호 조 치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활동은 이 부에 규정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한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관련당사자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제6조
1. 신체 외부 또는 내부의 물질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리방사선의 최대
허용선량 및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방사선물질의 최대허용량은 제1부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져야 한다.
2. 상기 최대허용선량 및 최대허용량은 관련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7조
1. 방사선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8세 이상의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
2. 16세 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8조
방사선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전리방사선 또는 방사선물질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그 장소를 통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1.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고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방사선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예방조치 및 그 이유를 취업전
및 취업중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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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Laws or regulations shall require the notification in a manner prescribed
thereby of work involving exposure of workers to ionising radiations in
the course of their work.
Article 11
Appropriate monitoring of workers and places of work sha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measure the exposure of workers to ionising radiations
and radioactive substances, with a view to ascertaining that the
applicable levels are respected.
Article 12
All workers directly engaged in radiation work shall undergo an
appropriate medical examination prior to or shortly after taking up such
work and subsequently undergo further medical examinations at
appropriate intervals.
Article 13
Circumstances shall be specified, by one of the methods of giving effect
to the Convention mentioned in Article 1, in which, because of the
nature or degree of the exposure or a combination of both,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promptly:
(a) the worker shall undergo an appropriate medical examination;
(b) the employer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ts requirements;
(c) persons competent in radiation protection shall examine the
conditions in which the worker's duties are performed;
(d) the employer shall take any necessary remedial action on the basis
of the technical findings and the medical advice.
Article 14
No worker shall be employed or shall continue to be employed in work
by reason of which the worker could be subject to exposure to ionising
radiations contrary to qualified medical advice.
Article 15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or to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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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법령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
동 법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리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근로자 및 작업장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취업전 또는 취업직후에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방사선 노출의 성질이나 정도 또는 양자의 조합 때문에 제1조에 언급된 이
협약의 이행 방법 중 하나의 방식으로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상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방사선 보호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검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술적 검사의 결과 및 의학적 조언에 의거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떠한 근로자도 적절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전리방사선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거나 해당 작업에 계속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제15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본 협약의 이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거나 적절한 감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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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최 종 규 정
제1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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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8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196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sixth Session on 6
June 1962,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equality of treatment of nationals and non-nationals in social security,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eigh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two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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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협약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1962년)
효력발생：1964년 4월 25일 (37개국 비준)

주요내용
협약 비준국은 협약이 적용되는 다른 비준국 국민ㆍ난민ㆍ무국적자에게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균등처우는 급여 적용범위와 권리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비준국이 협약의무를 받아
들인 모든 사회보장 분야에 적용된다.
균등처우는 거주조건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준국이 자국 영토내 국민들에게 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분야
에서 협약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본 협약은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들을 위한 특별제도 ․ 공적부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급여(상병, 고령, 유족, 사망 일시급, 업무상 재해급여)는 수급자가 해외에 거주
할 때에도 협약 비준국 국민과 해당분야에 대한 협약 의무사항을 받아들인 다른 비준국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가족급여는 회원국 국민과 그 분야의 협약의무를 받아들인 다른 비준국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에는 비준국은 이미 습득한 권리 및 습득과정에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2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6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2년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2년 6월 28일 채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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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b) the term benefits refers to all benefits, grants and pensions,
including any supplements or increments;
(c) the term benefits granted under transitional schemes means either
benefits granted to persons who have exceeded a prescribed age at
the date when the legislation applicable came into force, or
benefits granted as a transitional measure in consideration of events
occurring or periods completed outside the present boundaries of the
territory of a Member;
(d) the term death grant means any lump sum payable in the event
of death;
(e) the term residence means ordinary residence;
(f) the term prescribed means determined by or in virtue of national
legisla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above;
(g) the term refuge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h) the term stateless person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28 September 1954.
Article 2
1. Each Member may accept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ranches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it has in effective operation legislation covering its
own nationals within its own territory:
(a) medical care;
(b) sickness benefit;
(c) maternity benefit;
(d) invalidity benefit;
(e) old-age benefit;
(f) survivors' benefit;
(g) employment injury benefit;
(h) unemployment benefit; and
(i) famil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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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률, 규칙,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 ‘급여’라 함은 보전분 또는 증액분을 포함한 모든 급여, 수당 및 연금을
말한다.
㈐ ‘경과적 제도하에서 주어지는 급여’라 함은 적용되는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에 소정의 연령에 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또는 회원국의 현재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고 혹은 만료된 기간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로 주어지는
급여를 말한다.
㈑ ‘사망일시금’이라 함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통상의 거주를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호에 정해진 국내법령에 의해 또는 그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을 말한다.
㈔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
1. 각 회원국은 다음에 열거한 사회보장 부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회원국이 당해 부문에 대해서
그 영역내에서 자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법령을 갖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의료
㈏ 상병급여
㈐ 출산급여
㈑ 장해급여
㈒ 노령급여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급여
㈕ 실업급여
㈖ 가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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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comply with
its provisions in respect of the branch or branches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3. Each Member shall specify in its ratification in respect of which
branch or branches of social security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4.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not already specified in its ratification.
5.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to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a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6.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ach Member
accepting the obligations thereof in respect of any branch of social
security which has legislation providing for benefits of the type indicated
in clause (a) or (b) below shall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 statement indicating the benefits
provided for by its legislation which it considers to be-(a) benefits other than those the grant of which depends either on
direct financial participation by the persons protected or their
employer, or on a qualifying period of occupational activity; or
(b) benefits granted under transitional schemes.
7. The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shall be
made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t the time of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s regards any legislation
adopted subsequently, the communic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e adoption of such legislation.
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grant within
its territory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equality of treatment under its legislation with
its own nationals, both as regards coverage and as regards the right
to benefits, in respect of every branch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2. In the case of survivors' benefits, such equality of treatment shall also
be granted to the survivors of the nationals of a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irrespective of the nationality of such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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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해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3. 회원국은 그 비준시에 사회보장의 어떠한 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최초의 비준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사회보장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문에 대해서 차후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의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며 통지한 날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이 협약상의 어떠한 부문에 대한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회원국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급여를 명시하는 설명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피보호자나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참가 또는 직업활동에 종사한
기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급여
㈏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
7. 제6항의 송부는 비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시점에 행하여야
한다. 차후 채택하는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채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해서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대해서 그 영역내에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 자국의 법령상 자국민에 대한 것과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의 국민의 유족에 대해서도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언급한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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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hing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require a
Member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se paragraphs, in respect of the
benefits of a specified branch of social security, to the nationals of
another Member which has legislation relating to that branch but
does not grant equality of treatment in respect thereof to the
nationals of the first Member.
Article 4
1. Equality of treatment as regards the grant of benefits shall be
accorded without any condition of residence: Provided that equality
of treatment in respect of the benefits of a specified branch of social
security may be made conditional on residence in the case of
nationals of any Member the legislation of which makes the grant of
benefits under that branch conditional on residence on its territory.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grant of the benefits referred to in paragraph 6 (a) of Article 2--other
than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employment injury benefit and
family benefit--may be mad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beneficiary has resided o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in virtue of
the legislation of which the benefit is due, or, in the case of a
survivor, that the deceased had resided there, for a period which
shall not exceed-(a) six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claim, for grant
of maternity benefit and unemployment benefit;
(b) five consecut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claim,
for grant of invalidity benefit, or immediately preceding death, for
grant of survivors' benefit;
(c) ten years after the age of 18, which may include five consecut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claim, for grant of
old-age benefit.
3. Special provisions may be prescribed in respect of benefits granted
under transitional schemes.
4.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cumulation of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as necessary, by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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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특정부문에
관한 법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문에 대해서 균등대우를 당해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당해 부문의 급여에 관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균등대우는 거주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의 특정부문의 급여에 관한 균등대우에는 법령에 의해
그 부문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거주의 조건을 붙이고
있는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거주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6항 ㈎호에서 언급한 급여(의료, 상병
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및 가족급여를 제외)의 지급은 당해 급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는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수급자(유족급여
에서는 사망자)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거주
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출산급여 및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의 제출 직전 6개월
㈏ 상해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의 제출 직전 계속해서 5년, 유족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망 직전 계속해서 5년
㈐ 노령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18세에 달한 후 10년(청구의 제출 직전 계속
해서 5년의 요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별단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4. 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필요에 따라 관계있는
회원국 사이의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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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1.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 each Member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branch
or branches of social security concerned shall guarantee both to its
own nationals and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Member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branch or
branches in question, when they are resident abroad, provision of
invalidity benefits, old-age benefits, survivors' benefits and death grants,
and employment injury pensions, subject to measures for this purpose
being taken, whe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In case of residence abroad, the provision of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6 (a)
of Article 2 may be made subject to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concerned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as provided for in
Article 7.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benefits granted under
transitional schemes.
Article 6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 each Member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family benefit
shall guarantee the grant of family allowances both to its own nationals
and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Member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at branch, in respect of children
who reside on the territory of any such Member, under conditions and
within limits to be agreed upon by the Members concerned.
Article 7
1. Membe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upon terms
being agreed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endeavour to participate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under their
legislation of the nationals of Members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for all branches of social security in respect of which the
Members concerned have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2. Such schemes shall provide, in particular, for the totalisation of
periods of insurance, employment or residence and of assimilated
periods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maintenance or recovery of
rights and for the calculation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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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 제4조의 규정 이외에도 관련 사회보장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문에 있어서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국민 및 당해 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상해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사망일시금 및 업무상 재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 제8조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외국거주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 제6항 ㈎호에서 언급한 종류의 상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은 관계 회원국이 제7조에서 정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본조의 규정은 경과적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6조
제4조의 규정 이외에도 가족급여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국인 및 가족급여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의
자녀들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관련 회원국들이 합의한 조건 및
한도내에서 이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
전부문에 대해서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의 국민이 법령에 따라 이미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기 계획은 특히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 및 급여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및 유사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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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st of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as so
determined shall either be shared among the Members concerned, or
be borne by the Member on whose territory the beneficiaries resid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Members concerned.
Article 8
The Membe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may give effect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7 by ratification
of the Maintenance of Migrants' Pension Rights Convention, 1935, by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at Convention as between particular
Members by mutual agreement, or by any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 giving effect to these obligations.
Article 9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s between Members which do not affect the rights and duties
of other Members and which make provision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and of acquired rights under conditions at
least as favourable on the whole as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rticle 10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to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without any condition of reciprocity.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pecial schemes for civil servants,
special schemes for war victims, or public assistance.
3. This Convention does not require any Member to apply the
provisions thereof to persons who,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exempted from its national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rticle 11
The Membe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afford each other
administrative assistance free of charge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execution of their respectiv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rticle 12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benefits payable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in
respect of the branch of social security under which the benefit is
pa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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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결정된 상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요구되는 비용은 관련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서 관련 회원국 사이에서 분담하거나 수급자가 거주
하는 영역이 속하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8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1935년 이주자의 연금권유지협약의 비준, 특정한
회원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한 동협약 규정의 적용 또는 당해 의무의 이행에 관한
다수국가 또는 2국간의 협정에 의해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취득
과정에 있는 권리 및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과 전체적으로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 규정하는 회원국 사이의 협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민 및 무국적자에게 적용
한다.
2. 이 협약은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를 위한 특별제도 또는 공적부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해서도 국제문서의 규정에 따라 그 회원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내법령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자에게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 및 각각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무상으로 행정적인 원조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12조
1. 관련 회원국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회보장 부문에 관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급여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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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xtent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to benefits attributable to
contingencies occurring before its coming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in respect of the branch of social security under which the
benefit is payable thereafter shall be determined by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 or in default thereof by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concerned.
Article 13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revising any existing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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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한 사회보장 부문에 관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한 급여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다수국가 또는 2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협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13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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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196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eighth Session on
17 June 1964,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hygiene in commerce and office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certain of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eigh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1964:

PART I. OBLIGATIONS OF PARTIES
Article 1
This Convention applies to-(a) trading establishments;
(b) establishment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in which
the workers are mainly engaged in office work;
(c) in so far as they are not subject to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arrangements concerning hygiene in industry, mines,
transport or agriculture, any departments of other establishments,
institutions, or administrative services in which departments the
workers are mainly engaged in commerce or office work.
Article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directly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pecified classes of the establishments, institutions or administrative
services, or departments thereof, referred to in Article 1, where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such that the
application to them of all or any of the said provisions would be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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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협약

위생(상업과 사무) 협약(1964년)
효력발생：1966년 3월 29일(5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4년 6월 17일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상업 및 사무소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4년 7월 8일 채택
한다.

제 1 부 당사국의 의무
제1조
본 협약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 상업사무소
㈏ 근로자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체, 기관 및 행정시설
㈐ 당해자가 공업, 광업, 운송업 또는 농업에 있어서의 위생에 관한 국내의
법률, 규칙 또는 기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로 상업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타 사업체, 기관 및 행정
시설의 부문

제2조
권한있는 기관은 고용의 환경 및 조건이 본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기에 부적당할 경우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하여, 제1조에 언급한 특정종류의 사업체, 기관 또는
행정시설, 또는 그 부문을 본협약 규정의 정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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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In any case in which it is doubtful whether an establishment, institution or
administrative service is on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e
question shall be settled eithe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or in any other manner which is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hat it will-(a) maintain in force laws or regulations which ensure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set forth in Part II; and
(b) ensure that such effect as may be possible and desirable under
national conditions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e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Recommendation, 1964, or to equivalent
provisions.
Article 5
The laws or regulations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any laws or regulations giving such effect as may be
possible and desirable under national conditions to the provisions of the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Recommendation, 1964, or to
equivalent provisions, shall be fram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Article 6
1.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adequate inspection or other
means, to ensure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laws or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
2. Where it is appropriate to the manner in which effect is given to this
Convention, the necessary measures in the form of penalti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such laws or regulations.

PART II. GENERAL PRINCIPLES
Article 7
All premises used by workers, and the equipment of such premise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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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조
어떠한 사업체, 기관 또는 행정시설이 본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와 협의한
다음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내의 법률 및 관행에 합치되는 기타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본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 제2부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적용을 확보하는 제법령을 시행한다.
㈏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권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해 국내
사정상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규정을 발효시키는 제법령 및 1964년의 위생(상업 및 사무)권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해 국내사정상 실현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효력을 발생
시키는 어떠한 제법령도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제정되어야 한다.

제6조
1. 제5조에 언급된 제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 또는
기타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협약이 발효되는 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령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벌 형식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부 일 반 원 칙
제7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 및 그 설비는 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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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All premises used by workers shall have sufficient and suitable
ventilation, natural or artificial or both, supplying fresh or purified air.
Article 9
All premises used by workers shall have sufficient and suitable lighting;
workplaces shall, as far as possible, have natural lighting.
Article 10
As comfortable and steady a temperature as circumstances permit shall
be maintained in all premises used by workers.
Article 11
All workplaces shall be so laid out and work-stations so arranged that
there is no harmful effect on the health of the worker.
Article 12
A sufficient supply of wholesome drinking water or of some other
wholesome drink shall be made available to workers.
Article 13
Sufficient and suitable washing facilities and sanitary conveniences shall
be provided and properly maintained.
Article 14
Sufficient and suitable seats shall be supplied for workers and workers
shall be given reasonable opportunities of using them.
Article 15
Suitable facilities for changing, leaving and drying clothing which is not
worn at work shall be provided and properly maintained.
Article 16
Underground or windowless premises in which work is normally
performed shall comply with appropriate standards of hygiene.
Article 17
Workers shall be protected by appropriate and practicable measures
against substances, processes and techniques which are obnoxious,
unhealthy or toxic or for any reason harmful. Where the nature of the
work so require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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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신선하고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
인공 또는 이 두 가지의 충분하고 적절한 통풍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는 충분하고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하며, 작업장
에는 가능한 한 자연조명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쾌적하고 일정한 온도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작업장 및 작업위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치 배열되어야 한다.
제12조
충분한 양의 위생적인 생수 또는 기타 위생적인 음료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충분하고 적절한 세탁시설 및 화장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충분하고 적절한 좌석을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적당한
기회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5조
작업중 착용하지 아니하는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말릴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이 실시되는 지하 또는 창이 없는 구역은 적절한 위생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는 불쾌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유독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나 유해로운
물질, 공정 및 기술로부터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개인보호설비를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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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Noise and vibrations likely to have harmful effects on workers shall be
reduced as far as possible by appropriate and practicable measures.
Article 19
Every establishment, institution or administrative service, or department
thereof,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having regard to its size
and the possible risk-(a) maintain its own dispensary or first-aid post; or
(b) maintain a dispensary or first-aid post jointly with other establishments,
institutions or administrative services, or departments thereof; or
(c) have one or more first-aid cupboards, boxes or k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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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로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한 적절하고
실시가능한 조치로 감소시켜야 한다.
제19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 사업체, 기관이나 행정시설 또는 그 일부분은 각각의
규모 및 야기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자체의 의무실 또는 구급실을 유지하거나,
㈏ 여타 사업체 사무소, 기관이나 행정시설 또는 그 일부분과 공동으로
의무실 또는 구급실을 유지하거나 또는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급선반, 상자 또는 구급대를 보유한다.

제3부 최 종 규 정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ILO 주요협약❙ 357

C121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C121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eighth Session on
17 June 1964,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benefits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eigh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Article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b) the term prescribed means determined by or in virtue of national
legislation;
(c)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includes all undertakings in the
following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water and sanitary
services; and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d) the term dependent refers to a state of dependency which is
presumed to exist in prescribed cases;
(e) the term dependent child covers-(i) a child under school-leaving age or under 15 years of age,
whichever is the high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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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협약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1964년)
효력발생：1967년 7월 28일(2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8차 회기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급여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4년 7월 18일 채택
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률, 명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경제활동부문에 종사
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피부양자이다’라 함은 소정의 경우에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
상태를 말한다.
㈒ ‘피부양자인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졸업연령과 15세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도 도달하지 않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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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 child under a prescribed age higher than that specified in
subclause (i) and who is an apprentice or student or has a
chronic illness or infirmity disabling him for any gainful
activity, on conditions laid down by national legislation:
Provided that this requirement shall be deemed to be met where
national legislation defines the term so as to cover any child
under an age appreciably higher than that specified in subclause (i).
Article 2
1. A Member whose economic and medical facilities are insufficiently
developed may avail itself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of the temporary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5, Article 9, paragraph 3, clause (b), Article 12, Article
15, paragraph 2, and Article 18, paragraph 3. Any such declaration
shall state the reason for such exceptions.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lude in its report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 in respect of each
exception of which it avails itself-(a) that its reason for doing so subsists;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 in
question as from a stated date.
Article 3
1. Any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a) seafarers, including seafishermen,
(b) public servants,
where these categories are protected by special schemes which
provide in the aggregate benefit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by this Convention.
2. Wher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the
Member may exclude the persons belonging to the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from the
number of employees when 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employees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clause (d), of Article 4, and with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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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한 연령보다도 높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
하지 아니한 자녀로 수습생이나 학생 또는 만성질병이나 심신장해로
어떠한 유상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내법령이 ‘피부
양자인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도 높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자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비준시 부가하는 선언
으로 이 협약 제5조, 제9조, 제3항 ㈏호, 제12조,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잠정적 적용제외를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적용
제외를 원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 중 하나를 명시한다.
㈎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것
㈏ 당해 적용제외를 일정한 날 이후로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자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준시 부가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들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제4조
제2항 ㈑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의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된 범주에 속하는 자를 근로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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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y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a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Article 4
1.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employment injury benefits shall protect
all employees, including apprentic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co-operatives, and, in respec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prescribed categories of beneficiaries.
2. Any Member may make such exceptions as it deems necessary in
respect of-(a) persons whose employment is of a casual nature and who are
employed otherwise than for the purpose of the employer's trade
or business;
(b) out-workers;
(c) members of the employer's family living in his house, in respect
of their work for him;
(d) other categories of employees, which shall not exceed in number
10 per cent. of all employees other than those excluded under
clauses (a) to (c).
Article 5
Where a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 is in force,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employment injury benefits may be
limited to prescribed categories of employees, which shall total in
number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and, in respec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prescribed
categories of beneficiaries.
Article 6
The contingencies covere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where due to an
employment injury:
(a) a morbid condition;
(b)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such a condition and involving
suspension of earnings, as defined by national legislation;
(c) total loss of earning capacity or partial loss thereof in excess of
a prescribed degree,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and
(d) the loss of support suffered as the resul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by prescribed categories of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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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
총장에 대해서 이 협약의 비준시 제외된 종류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통고를 할 수 있다.

제4조
1.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국내법령은 공공부문(협동조합을 포함)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수습생을 포함) 및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제외를 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시로 고용된 자
㈏ 가내근로자
㈐ 사용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동거
하는 자
㈑ 기타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자 이외의 피용자 총수의 10퍼센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급여에 관한
국내법령의 적용을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75퍼센트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수의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로,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수급권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병적상태
㈏ 병적상태에 기인하고, 소득의 중단을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서 국내
법령이 정하는 것
㈐ 경제능력의 완전 상실 혹은 소정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제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적
기능의 상실
㈑ 부양자의 사망 결과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수급권자가 입는 부양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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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Each Member shall prescribe a defi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clud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mmuting accident is
considered to be an industrial accident, and shall specify the terms of
such definition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 Where commuting accidents are covered by social security schemes
other than employment injury schemes, and these schemes provide in
respect of commuting accidents benefits which, when taken together,
are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under this Convention, it
shall not be necessary to make provision for commuting accidents in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Article 8
Each Member shall-(a) prescribe a list of diseases, comprising at least the diseases
enumerated in Schedule I to this Convention, which shall be
regarded as occupational diseases under prescribed conditions; or
(b) include in its legislation a general defi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broad enough to cover at least the diseases enumerated in
Schedule I to this Convention; or
(c) prescribe a list of diseases in conformity with clause (a),
complemented by a general defi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or
by other provisions for establishing the occupational origin of
diseases not so listed or manifesting themselves under conditions
different from those prescribed.
Article 9
1. Each Member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subject to
prescribed conditions, the provision of the following benefits:
(a) medical care and allied benefits in respect of a morbid condition;
(b) cash benefits in respect of the contingencies specified in Article 6,
clauses (b), (c) and (d).
2. Eligibility for benefits may not be made subject to the length of
employment, to the duration of insurance or to the payment of
contributions: Provided that a period of exposure may be prescribed
for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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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각 회원국은 ‘산업재해’의 정의(통근에 관계된 사고를 산업재해로 하는 조건을
포함)를 법령에 정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 정의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통근에 관계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통근에 관계된 사고에 대해서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급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근에 관계된 사고는 ‘산업재해’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8조
각 회원국은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
㈎ 소정의 조건하에서 직업병이라고 인정되는 질병(적어도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을 포함)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 적어도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을 망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인 직업병의 일반적 정의를 법령으로 정할 것
㈐ 직업병의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또는(예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소정의 조건과는 상이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에
기인함을 확정하기 위한 기타의 규정으로 보충함으로써 ㈎호 규정에 합치
하는 직업병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제9조
1.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병적상태에 대해서는 의료 및 이와 관련된 급여
㈏ 제6조 ㈏, ㈐, ㈑호에서 규정하는 급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2. 수급자격은 고용기간, 보험기간, 기여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업병에 관해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에 대해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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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enefits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rovided
that in respect of incapacity for work the cash benefit need not be
paid for the first three days-(a) where the legislation of a Member provides for a waiting period
at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on
condition that the Member includes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
that its reason for availing itself of this provision subsists; or
(b) where a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 is in force.
Article 10
1. Medical care and allied benefits in respect of a morbid condition shall
comprise-(a) general practitioner and specialist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including domiciliary visiting;
(b) dental care;
(c) nursing care at home or in hospital or other medical institutions;
(d) maintenance in hospitals, convalescent homes, sanatoria or other
medical institutions;
(e) dental, pharmaceutical and other medical or surgical supplies,
including prosthetic appliances kept in repair and renewed as
necessary, and eyeglasses;
(f) the care furnished by members of such other professions as may at
any time be legally recognised as allied to the medical profession,
under the supervision of a medical or dental practitioner; and
(g) the following treatment at the place of work, wherever possible:
(i) emergency treatment of persons sustaining a serious accident;
(ii) follow-up treatment of those whose injury is slight and does
not entail discontinuance of work.
2. The benefit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fforded, using all suitable means, with a view to
maintaining, restoring or, where this is not possible, improving the
health of the injured person and his ability to work and to attend to
his person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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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불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다음의 경우 최초의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
하여도 무방하다.
㈎ 회원국의 법령이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기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적용제외를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2조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제10조
1. 병적상태와 관련된 질병 및 이와 관련된 급여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의 진료(왕진을 포함)
㈏ 치과진료
㈐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병원, 회복기 요양소, 장기 요양소(Senatorium)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치과용 치료재료, 약제, 기타 내과용 및 외과용 치료재료(보장구와 그
수선 및 필요한 경우의 재교부를 포함)와 안경
㈓ 의료와 유사하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서 행하는 진료
㈔ 가능한 경우 사업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조치
⑴ 정도가 중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응급조치
⑵ 부상이 경미하고 근로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후조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적당한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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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1. Any Member which provides medical care and allied benefits by
means of a general health scheme or a medical care scheme for
employed persons may specify in its legislation that such care shall
be made available to persons who have sustained employment
injuries on the same terms as to other persons entitled thereto, on
condition that the rules on the subject are so designed as to avoid
hardship.
2. Any Member which provides medical care and allied benefits by
reimbursing expenses may in its legislation make special rules in
respect of cases in which the extent, duration or cost of such care
exceed reasonable limits, on condition that the rules on the subjec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st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are so designed as to avoid hardship.
Article 12
Where a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 is in force, medical care
and allied benefits shall include at least-(a) general practitioner care, including domiciliary visiting;
(b) specialist care at hospitals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such specialist care as may be available outside hospitals;
(c) the essential pharmaceutical supplies on prescription by a medical
or other qualified practitioner;
(d)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and
(e) wherever possible, emergency treatment at the place of work of
persons sustaining an industrial accident.
Article 13
The cash benefit in respect of temporary or initial incapacity for work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0.
Article 14
1. Cash benefits in respect of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shall be payable in all
cases in which such loss, in excess of a prescribed degree, remains at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during which benefits are pay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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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1. 일반적 보건제도 또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제도에 의하여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급여가 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유자격자와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한 규정들이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비용을 상환하는 제도에 의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급여의 범위, 기간 또는 비용이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제10조 제2항에 정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
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 및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가능한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 가능한 경우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업자에서의 응급조치

제13조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근로불능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 급부(Periodical Payment)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1.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
기능의 상실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지급
기간의 만료시에 소정의 정도를 초과하여 존속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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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case of tot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0.
3. In case of substantial parti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which is in excess of a prescribed degree,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th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representing a suitable proportion of tha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In case of partial loss of earning capacity likely to be permanent
which is not substantial but which is in excess of the prescribed
degre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the cash benefit may take the form of a lump-sum
payment.
5. The degrees of loss of earning capacity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be
prescribed in such manner as to avoid hardship.
Article 15
1.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with the agreement of the injured
person, all or part of the periodical pay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4 may be converted into a lump sum
corresponding to the actuarial equivalent thereof when the competent
authority has reason to believe that such lump sum will be utilised in
a manner which is particularly advantageous for the injured person.
2. Where a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 is in force and the
Member concerned considers that it lacks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facilities for periodical payments, the periodical pay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4 may be converted into a lump
sum corresponding to the actuarial equivalent thereof, as computed
on the basis of available data.
Article 16
Increments in periodical payments or other supplementary or special
benefits, as prescribed, shall be provided for disabled persons requiring
the constant help or attendance of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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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완전 상실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적급부로 하여야 한다.
3.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의
것(소정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제2항의 정기적 급부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적 급부로 하여야 한다.
4.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급여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제력의 상실 정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정도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1.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기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재해를 입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시금이 당해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
된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조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이 정기적 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기적 급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바에
따라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로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급부의 할증금이나 다른 부가급여 또는 특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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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The conditions in which periodical payments due in respect of loss of
earning capacity or corresponding loss of faculty shall be reassessed,
suspended or cancelled by reference to a change in the degree of loss
shall be prescribed.
Article 18
1. The cash benefit in respect of death of the breadwinner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to a widow as prescribed, a disabled and
dependent widower, dependent children of the deceased and other
persons as may be prescribed; this payment shall be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or with the requirement of Article 20: Provided that it shall not be
necessary to make provision for a benefit to a disabled and
dependent widower where the cash benefits to other survivors are
appreciably in excess of those required by this Convention and where
social security schemes other than employment injury schemes
provide to such widower benefits which are appreciably in excess of
those in respect of invalidity required under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2. In addition, a funeral benefit shall be provided at a prescribed rat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e normal cost of a funeral: Provided
that where cash benefits to survivors are appreciably in excess of
those required by this Convention the right to funeral benefit may be
made subject to prescribed conditions.
3. Where a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 is in force and the
Member concerned considers that it lacks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facilities for periodical payments, the periodical pay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converted into a lump sum
corresponding to the actuarial equivalent thereof, as computed on the
basis of available data.
Article 19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in questio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dicated
in Schedule II to this Convention, at least the percentage indicated
therein of the total of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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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상실 정도의
변화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적 급부를 재검토․정지 또는 취소하는 요건은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1. 부양자의 사망과 관계된 현금급여는 사망자의 처(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편(신체의 장해가 있고 피부양자인) 및 피부양자인 자녀 및 기타
소정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로 하여야 하며, 이 정기적 급부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장해가 있고
피부양자인 남편에 대한 급여는 다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고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장해와 관계된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당해 남편에게 지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이 이외에 통상의 장의비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액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소정의 요건에 따르
도록 할 수 있다.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회원국이
정기적 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적 급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바에 따라
보험 계산시 당해 정기적 급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의 경우에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 별표 2에서 열거
하는 표준수급자에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과 표준
수급자와 동등한 가족부양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별표 2의 백분율을 곱한 금액을 최소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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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prescribed rules, and, where the persons
protected or their breadwinners are arranged in classes according to
their earnings, their previous earnings may be calculated from the
basic earnings of the classes to which they belonged.
3. A maximum limit may be prescribed for the rate of the benefit or for
the earning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provided that the maximum limit is fixed in such a way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e complied with where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are equal to
or lower than the wage of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4.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5.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6.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a) a fitter or turne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or
(c) a person whose earnings are such as to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earnings of 75 per cent.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such
earnings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nual or shorter
periods as may be prescribed; or
(d) a person whose earnings are equal to 125 per cent. of the average
earnings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7.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 of clause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in
question, or of the breadwinners of the persons protected, as the case
may be,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or breadwinner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s amended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further
amended,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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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소득에 따라 분류
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한 종전의 소득은 당해인이 속하고 있었던
종류의 기본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 계산에 있어서 고려될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한도를 국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대등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소득,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합리
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적용에서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대등하거나
초과하는 소득을 받는 자. 소득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소득 평균의 125퍼센트에 달하는 소득을 받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서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피보호자인
남자경제활동종사자 또는 당해 피보호자인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1948년 8월 27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제7차 회의
에서 채택하고 그후 개정된 바 있는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
하며, 차후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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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 and 7 of this Article.
9.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8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10. No periodical payment shall be less than a prescribed minimum
amount.
Article 20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in questio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dicated
in Schedule II to this Convention, at least the percentage indicated
therein of the total of the wage of an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3.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a)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5.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 of
clause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in
question, or of the breadwinners of the persons protected, as the case
may be,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or breadwinner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s amended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further
amended, shall be used.

376 ❙ILO

Conventions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1964년)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률이나
명령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지는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0. 정기적 급부는 소정의 최저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0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원인이 존재하는
기간중에 지급된 가족수당액의 합계액이 당해 급여의 원인에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표준수급자에 있어서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액의 합계액에
별표 2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에 달하도록 한다.
2.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액, 가족수당은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본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보통 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5. 제4항 ㈏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의
원인에 관련이 있는 남자보호대상자(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호
대상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갖는 경제활동의 대분류 중에서 이들 남자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갖는 중분류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 1948년 8월 29일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에서 채택되고, 그후 개정된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며,
차후 그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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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7.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6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8. No periodical payment shall be less than a prescribed minimum
amount.
Article 21
1. The rates of cash benefits currently payable pursuant to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4 and paragraph 1 of Article 18 shall be reviewed
following substantial changes in the general level of earnings where
these result from substantial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2. Each Member shall include the findings of such reviews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shall
specify any action taken.
Article 22
1. A benefit to which a person protected would otherwise be entitl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may be suspended to such extent as
may be prescribed-(a)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Member;
(b)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maintained at public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or service;
(c)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made a fraudulent claim;
(d) where the employment injury has been caused by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the person concerned;
(e) where the employment injury has been caused by voluntary
intoxication or by the serious and wilful misconduct of the person
concerned;
(f) where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good cause, neglects to make
use of the medical care and allied benefits or the rehabilitation
services placed at his disposal, or fails to comply with rules
prescribed for verifying the occurrence or continuance of the
contingency or for the conduct of beneficia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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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성년 남자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성년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령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습에 의해 정해지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8. 정기적 급부는 소정의 최저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1조
1.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생계비가 크게 변동하여 일반 임금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제1항의 재검토의 결과와 취해진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다음의 기간
중이거나 다음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아니한 기간
㈏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기간
㈐ 관계자가 허위로 청구한 경우
㈑ 업무상 재해 관계자의 형사상의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 관계자가 스스로 야기한 주취(酒醉)상태나 중독상태 또는
관계자의 중대하고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 또는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증명 또는 수급권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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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s long as the surviving spouse is living with another person as
spouse.
2. In the cases and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part of the cash benefit
otherwise due shall be paid to the dependants of the person
concerned.
Article 23
1. Every claimant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in the case of refusal of
the benefit or complaint as to its quality or quantity.
2. Where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is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medical care, the right of appeal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replaced by a right to have a complaint concerning
the refusal of medical care or the quality of the care received
investigat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3. Where a claim is settled by a special tribunal established to deal with
employment injury benefit questions or with social security questions
in general and on which the persons protected are represented, no
right of appeal shall be required.
Article 24
1. Where the administration is not entrusted to an institution regula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representatives of the persons protected shall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r be associated therewith in a
consultative capacity, under prescribed conditions; national legislation
may likewise decide as to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of the public authorities.
2. The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or services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25
Each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due provision of
the benefits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shall take
all measures required for this purpose.
Article 26
1. Each Member shall, under prescribed conditions-(a) tak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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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인 배우자가 다른 자와 배우자로 동거하고 있는 기간
2. 지급되지 아니한 현금급여 중 일부는 소정의 요건과 한도내에서 피보호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23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나 급여의 양․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거부 또는 지급된 의료급여의 질에 대한
청구인의 제1항의 제소권은 적절한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로 갈음할
수 있다.
3. 업무상 재해급여 또는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
되고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한 재정기관이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소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4조
1.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제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대표자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이에
참여한다. 사용자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1.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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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vide rehabilitation services which are designed to prepare a
disabled person wherever possible for the resumption of his
previous activity, or, if this is not possible,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gainful activity, having regard to his aptitudes and
capacity; and
(c) take measures to further the placement of disabled persons in
suitable employment.
2. Each Member shall as far as possible furnish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industrial accidents.
Article 27
Each Member shall within its territory assure to non-nationals equality
of treatment with its own nationals as regards employment injury
benefits.
Article 28
1. This Convention revises the Workmen's Compensation (Agriculture)
Convention, 1921, the Workmen's Compensation (Accidents)
Convention, 1925, the Workmen's Compensation (Occupational
Diseases) Convention, 1925, and the Workmen's Compensation
(Occupational Diseases) Convention (Revised), 1934.
2.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e
Workmen's Compensation (Occupational Diseases) Convention (Revised),
1934,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thereof,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if and when this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but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close that Convention to further ratification.
Article 29
In conformity with Article 75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Part VI of that Conven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Parts thereof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is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Member, but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Part VI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Parts thereof,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of the said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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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가능한 한 종전의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성과
능력상으로 보아 가장 적당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재활에 관한 시설의 제공
㈐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적당한 직업을 갖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2. 회원국은 산업재해 사고의 빈도 및 강도에 관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가능한한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
회원국은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해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
1. 이 협약은 1921년 근로자보상(농업) 협약, 1925년 근로자보상(산업재해)
협약, 1925년 근로자보상(직업상) 협약 및 1943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
(개정)을 개정한다.
2.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
(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다만,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934년 근로자보상(직업병) 협약(개정)에 대해서 새로이
비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1952년의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6절의 규정 및 기타 절의 관계규정은
동협약 제74조에 따라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은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협약 제6절의 규정 및 기타 절의 관계
규정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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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If any Convention which may be adopted subsequently by the
Conference concerning any subject or subject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so provides, such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said Conven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e said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e said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Member.
Article 31
1.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may, at any session at which the
matter is included in its agenda, adopt by a two-thirds majority
amendments to Schedule I to this Convention.
2. Such amendments shall take effect in respect of any Member already
a party to the Convention when such Member notifies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f its acceptance
thereof.
3. Unless the Conference otherwise decides when adopting an amendment,
an amendment shall be effective, by reason of its adoption by the
Conference, in respect of any Member subsequently ratifying the
Convention.

SCHEDULE I. LIST OF OCCUPATIONAL DISEASES
Occupational diseases

Work involving exposure to
risk *

1. Pneumoconioses caused by sclerogenic mineral
dust (silicosis, anthraco-silicosis, asbestosis) and All work involving exposure
silico-tuberculosis, provided that silicosis is an to the risk
essential factor in causing the resultant incapacity concerned.
or death.
2. Bronchopulmonary diseases caused by hard-metal
dust.

〃

3. Bronchopulmonary diseases caused by cotton dust
(byssinosis), or flax, hemp or sisal dust.

〃

4. Occupational asthma caused by sensitising agents
or irritants both recog4ised in this regard and
inherent in the work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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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 협약이 취급하는 사항에 관해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에 명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당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별표 1〕의 개정에 관한 문제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회기에 그 개정을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다.
2. 〔별표 2〕의 개정은 이미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국이
그 개정의 수락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시기에 효력을 발생
한다.
3. 〔별표 2〕의 개정은 총회가 그 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별단의 결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그 개정을 채택함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직업병 목록(1980년)
직

업

병

1. 조직경화성의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규폐․탄폐․석
면폐) 및
규폐성 폐결핵, 단, 규폐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경우에 한함.
2. 중금속 분진으로 인한 기관지 폐질환
3. 면, 아마, 대마, 사이잘마 등의 분진에 의한 기관지
폐질환(면폐증)
4. 작업과정에서 발생하고 인식되는 감각 또는 자극에
의한 작업성 천식

당해 위험작업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상

동

상

동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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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diseases

Work involving exposure to
risk *

5. Extrinsic allergic alveolitis and its sequelae caused
by the inhalation of organic dusts, as prescribed
by national legislation.

〃

6. Diseases caused by beryllium or its toxic
compounds.

〃

7. Diseases caused by cadmium or its toxic
compounds.

〃

8. Diseases caused by phosphorus or its toxic
compounds.

〃

9. Diseases caused by chromium or its toxic
compounds.

〃

10. Diseases caused by manganese or its toxic
compounds.

〃

11. Diseases caused by arsenic or its toxic
compounds.

〃

12. Diseases caused by mercury or its toxic
compounds.

〃

13. Diseases caused by lead or its toxic compounds.

〃

14. Diseases caused by fluorine or its toxic
compounds.

〃

15. Diseases caused by carbon disulfide.

〃

16. Diseases caused by the toxic halogen derivatives
of aliphatic or aromatic hydrocarbons.

〃

17. Diseases caused by benzene or its toxic
homologues.

〃

18. Diseases caused by toxic nitro- and
amino-derivatives of benzene or its homologues.

〃

19. Diseases caused by nitroglycerin or other nitric acid
esters.

〃

20. Diseases caused by alcohols, glycols or ketones.

〃

21. Diseases caused by asphyxiants: carbon
monoxide, hydrogen cyanide or its toxic derivatives,
hydrogen sulf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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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병

5. 소정의 유기분진 흡입으로 인한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포염

당해 위험작업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8. 벤젠 및 그 동족체의 독성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인한 질병

상

동

19.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기타 질산에스테르로 인한
질병

상

동

20. 알콜 글리콜 케톤에 의한 질병

상

동

21.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
황화수소에 의한 질병

상

동

6. 베릴륨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7. 카드뮴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8. 인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9. 크롬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0. 망간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1. 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2. 수은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3. 납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4. 불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5. 이황화탄소 또는 그 독성화합물로 인한 질병
16. 지방족 탄화수소의 독성 할로겐 유도체로 인한 질병
17. 벤젠 또는 그 독성 동족체로 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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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diseases
22. Hearing impairment caused by noise.
23. Diseases caused by vibration (disorders of
muscles, tendons, bones, joints, peripheral blood
vessels or peripheral nerves).
24. Diseases caused by work in compressed air.
25. Diseases caused by ionising radiations.

26. Skin diseases caused by physical,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not included under other items.

Work involving exposure
to risk *
〃
〃
〃
All work involving
exposure to the
action of ionising
radiations.
All work involving
exposure to the
risk concerned.

27. Primary epitheliomatous cancer of the skin caused
by tar, pitch, bitumen, mineral oil, anthracene, or
the compounds, products or residues of these
substances.

〃

28. Lung cancer or mesotheliomas caused by asbestos.

〃

29. Infectious or parasitic diseases contracted in an
occupation where there is a particular risk of
contamination.

〃
(a) Health or laboratory
work
(b) Veterinary work
(c) Work handling animals,
animal carcasses, parts
of such carcasses, or
merchandise which
may have been
contaminated by
animals, animal
caracasses, or parts of
such carcasses.
(d) Other work carrying a
particular
risk of contamination.

* In the application of this Schedule the degree and type of exposu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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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병

22.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
23. 진동에 의한 질병
(근육, 힘줄, 골관절, 말초 혈관이나말초 신경의
이상)
24. 고압공기 환경의 작업에 의한 질병
25.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6.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모든 작업 의한 피부질환
27. 타르, 피치, 토력청, 광유, 안트라센 또는 이들의
화합물, 제품 또는 그 잔재로 인한 피부의 원발성
상피함

당해 위험작업
상

동

상

동

상

동

전리 방사선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당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

상

동

28. 석면으로 인한 폐암 또는 중피종

상

동

29. 특별히 오염 위험이 있는 직업에서 얻게 되는
감염성 또는 기생충질환

상

동

㈎ 보건 및 실험실작업
㈏ 수의 작업
㈐ 동물, 그 사체, 사체의
일부, 이들에 의해
오염된 상품을 다루는 일
㈑ 특별한 오염을 수반하는
기타 작업

* 이 별표의 적용시 적절한 경우에는 노출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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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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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2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eighth Session on
17 June 1964, and
Considering that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recognises the solemn
oblig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further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programmes which will achieve full employment and
the raising of standards of living, and that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unemployment and the provision of an adequate living wage, and
Considering further that under the terms of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examine
and consider the bearing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upon
employment policy in the light of the fundamental objective that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race, creed or sex, have the right to pursue
both their material well-being and their spiritual development in
conditions of freedom and dignity, of economic security and equal
opportun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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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협약

고용정책 협약(1964년)
효력발생：1966년 7월 15일(103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회원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하도록 요구
모든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에서 차별 없이 최대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함
고용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수준, 고용목표 및 경제, 사회목표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는
조정된 경제,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결정되고 검토되어야 함
이 협약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할
것을 규정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8차 회의
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완전고용과 생활수준향상을 달성할 계획을 전세계 국가들
사이에 발전시킬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를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전문에서 실업 예방 및 적정생활급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성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근본
목표에 비추어 경제․재정정책이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선언의 규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임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 직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공정
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내용과 특히 1948년 고용
서비스 협약 및 권고, 1949년 취업지도 권고, 1962년 직업훈련 권고, 1958년 차별
(고용과 직업) 협약 및 권고의 내용에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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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vid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and
Not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f direct relevance to employment policy, and in
particular of the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48, the Vocational Guidance Recommendation, 1949, the Vocational
Training Recommendation, 1962, and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58, and
Considering that these instruments should be placed in the wider
framework of an international programme for economic expansion on the
basis of 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employment policy, which are included in the eigh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Article 1
1. With a view to stimula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raising levels of living, meeting manpower requirements and
overcoming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each Member
shall declare and pursue, as a major goal, an active policy designed
to promote 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2. The said policy shall aim at ensuring that-(a) there is work for all who are available for and seeking work;
(b) such work is as productive as possible;
(c) there is freedom of choice of employment and the fullest possible
opportunity for each worker to qualify for, and to use his skills
and endowments in, a job for which he is well suited, irrespective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3. The said policy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 stage a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objectives and other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shall be pursued by methods that are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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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제가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범주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여덟번째 의제인 고용정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고용정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4년 7월 9일 채택한다.

제1조
1.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업 및 불완전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
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적극적 정책을 주요 목적
으로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위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 일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의 확보
㈏ 가능한 한 생산적 일자리의 확보
㈐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일자리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리
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기회 확보
3. 위 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 고용목표와 그 밖의 경제․사회적
목표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내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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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Each Member shall, by such methods and to such extent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a) decide on and keep under review, within the framework of a
co-ordinated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e measures to be
adopted for attaining the objectives specified in Article 1;
(b) take such steps as may be needed, including when appropriate the
establishment of programmes, for the application of these
measures.
Article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representatives of the persons
affected by the measures to be taken, and in particular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consulted concerning employment
policies, with a view to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ir experience and
views and securing their full co-operation in formulating and enlisting
support for suc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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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에 적합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조화된 경제․사회정책 구조 안에서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고 검토
㈏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채택될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표, 특히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의 경험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용정책의 입안
및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여 전폭적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고용정책과 관련
하여 이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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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4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orty-ninth Session on 2
June 1965,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underground in mines, which is included in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Noting that the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Industry)
Convention, 1946, which is applicable to mines, provides that children and
young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shall not be admitted to employment
by an industrial undertaking unless they have been found fit for the work
on which they are to be employed by a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that the continued employment of a child or young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shall be subject to the repetition of a medical examination at
intervals of not more than one year, and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make provision concerning additional re-examinations, and
Noting that the Convention further provides that in occupations which
involve high health risks medical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s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required until at least the age of 21 years,
and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either specify or empower an
appropriate authority to specify the occupations or categories of occupations
to which this requirement applies, and
Considering that, in view of the health risks inherent in employment
underground in mines,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ing medical
examination and periodic re-examination for fitness for employment
underground in mines until the age of 21 years, and specifying the nature
of these examinations, are desir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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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협약

연소자 건강검진(갱내근로) 협약(1965년)
효력발생： 1967년 12월 13일 (41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5년 6월 2일 제49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회의의 의사일정의 제4의제에 포함된, 광산의 갱내에 있어서 연소자의 고용
적격을 위한 건강검사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광산에 적용되는 1946년의 연소자 건강검사(공업) 협약에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엄격한 건강검사에 의하여 고용되어야 할 작업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면, 공업적 사업에 고용할 수 없으며,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건강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추가적 재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동 협약은 또한 고도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직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21세에 달할
때까지 고용적격의 건강검사 및 재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이 요건이 적용되는 업무 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 권한을
적당한 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광산의 갱내고용에 고유한 건강상의 위험으로 보아 21세에 달할 때까지 광산의
갱내고용을 위하여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강검사 및 정기재검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검사의 성질을 명시하는 국제적 표준이 요망됨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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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termined that these standard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mine means any
undertaking, whether public or private, for the extraction of any
substance from under the surface of the earth by means involving the
employment of persons underground.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or work
underground in mines include employment or work underground in
quarries.
Article 2
1. A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and periodic re-examinations at
intervals of not more than one year, for fitness for employment shall
be required for the employment or work underground in mines of
persons under 21 years of age.
2. Alternative arrangements for medical supervision of young persons
aged between 18 and 21 years shall be permitted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is satisfied on medical advice that such
arrangements are equivalent to or more effective than those requir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has consulted and reached
agreement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rticle 3
1. The medical examin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a) shall be carried out under the responsibility and supervision of a
qualified physicia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b) shall be certified in an appropriate manner.
2. An X-ray film of the lungs shall be required on the occasion of the
initial medical examination and, when regarded as medically
necessary, on the occasion of subsequent re-examinations.
3. The medical examinations required by this Convention shall not
involve the young person, or his parents or guardians, in any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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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국제협약의 형식에 의하여야 함에 비추어,
1965년의 연소자 건강검진(갱내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6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광산”이라 함은 갱내에서 사람의 고용을 포함한
방법에 의하여 지표하로부터 어떠한 물질을 채취하는 공사(公私)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산의 갱내에서의 고용 또는 작업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은 채석장갱내
에서의 고용 또는 작업을 포함한다.

제2조
1. 21세 미만자의 광산의 갱내고용 또는 노동을 위하여는 고용적격에 대한
철저한 건강검사 및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의 정기재검사를 필요로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이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조언에 만족하는 경우 및 관계사용자 및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와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l 18세에서 21세
까지의 연소자의 건강감독을 위한 대체방안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조
1. 제2조에 정한 건강검사는
㈎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유자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 적당한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최초 건강검사시 및 의학상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추후 재검사시에
폐의 X선「필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사에 있어서는 연소자, 그의 양친
또는 보호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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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1.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penalti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either to
maintain an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to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fin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 The employer shall keep, and make available to inspectors, records
containing, in respect of persons under 21 years of age who are
employed or work underground-(a) the date of birth, duly certified wherever possible;
(b) an indication of the nature of their occupation; and
(c) a certificate which attests fitness for employment but does not
contain medical data.
5. The employe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workers' representatives, at
their request, the information mentioned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5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country shall consult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before
determining general policies of implementation and before adopting
regulations in pursuance of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rticle 6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7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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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 본 협약의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적당한
처벌규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가맹국은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독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적당한 감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3.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은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 규정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21세 미만의 자로서 갱내에 고용되거나 또는 노동하는 자에 관한
하기(下記)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하여 감독관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 가능하면 정당하게 증명된 출생일
㈏ 그들의 업무의 성질표시
㈐ 건강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고용적격을 표시하는 증명
5. 사용자는 본 조 제4항에 언급한 자료를 요청이 있으면 노동자대표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일반적인 시책을 결정하고 또한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규칙을 채택하가 전에, 관계사용자 및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약의 정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1. 본 협약은 사무국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만을 구속
한다.
2. 본 협약은 2개 가맹국의 비준이 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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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Article 8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9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communicated to him by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2.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ond ratification communicated to him,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10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nd acts of denunciation
registered by h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s.
Article 11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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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본 협약은 가맹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본 협약의 최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만료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송부하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전 조에 든 10년의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본 조에
정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각 가맹국은 다시 10년간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본 조에 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통고받은 두 번째의 비준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에
통지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0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전 제조(諸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
서의 완전한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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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8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b)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2.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Article 13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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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가맹국에 의한 신개정협약의 비준은 신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
전기(前記)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본 협약의 즉시폐기를 수반
한다.
㈏ 신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은 가맹국에 의하여 비준됨을
그치게 된다.
2. 본 협약은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가맹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본 협약은 영어 및 불어의 본문을 정문(正文)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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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first Session on 7
June 1967,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Old-Age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the
Old-Age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the Invalidity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the Invalidity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the Survivors'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and the Survivors'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ni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b) the term prescribed means determined by or in virtue of national
legislation;
(c)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includes all undertakings in the
following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water and sanitary
services; and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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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협약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1967년)
효력발생：1969년 11월 1일 (16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7년 6월 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노령보험
(농업) 협약, 1933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
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7년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7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약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경제활동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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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term residence means ordinary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and the term resident means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e) the term dependent refers to a state of dependency which is
presumed to exist in prescribed cases;
(f) the term wife means a wife who is dependent on her husband;
(g) the term widow means a woman who was dependent on her
husband at the time of his death;
(h) the term child covers-(i) a child under school-leaving age or under 15 years of age,
whichever is the higher; and
(ii) a child under a prescribed age higher than that specified in
clause (i) of this subparagraph and who is an apprentice or
student or has a chronic illness or infirmity disabling him for
any gainful activity, under prescribed conditions: Provided that
this requirement shall be deemed to be met where national
legislation defines the term so as to cover any child under an
age appreciably higher than that specified in clause (i) of this
subparagraph;
(i) the term qualifying period means a period of contribution, or a period
of employment, or a period of residen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as may be prescribed;
(j) the terms contributory benefits and non-contributory benefits means
respectively benefits the grant of which depends or does not
depend on direct financial participation by the persons protected or
their employer or on a qualifying period of occupational activity.
Article 2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comply
with-(a) Part I;
(b) at least one of Parts II, III and IV;
(c)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s V and VI; and
(d) Part VII.
2. Each Member shall specify in its ratification in respect of which of
Parts II to IV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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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이다’라 함은 소정의 경우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상태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의 피부양자인 처를 말한다.
㈔ ‘과부’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었던 부인을
말한다.
㈕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의 연령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 미달
하는 자녀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높은 소정의 연령
미만의 자로서 피훈련자, 학생 도는 만성질환자, 질병이나 허약으로
유상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다만 국낸법령이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상당히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
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소정의 갹출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또는 이들의
기간 배합을 말한다.
㈗ ‘기여금을 토대로한 급여(contributory benefit)’ 및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라 함은 각각 피보험자
혹은 그 사용자의 직접적 비용분담 또는 직업활동에 의한 자격기간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 및 이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절의 규정
㈏ 제2절, 제3절 및 제4절 가운데 적어도 한 절의 규정
㈐ 제5절 및 제6절의 관계규정
㈑ 제7절의 규정
2. 회원국은 그 비준시 제2절 내지 제4절의 내용 중 어느 분야의 의무조항을
수락하는 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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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f
Parts II to IV not already specified in its ratification.
2.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atification and to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a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Article 4
1. A Member whose economy is insufficiently developed may avail
itself,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of the temporary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9, paragraph
2; Article 13, paragraph 2; Article 16, paragraph 2; and Article 22,
paragraph 2. Any such declaration shall state the reason for such
exceptions.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lud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 in respect of each
exception of which it avails itself-(a) that its reason for doing so subsists;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 in
question as from a stated date.
3.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s protected as
circumstances permit.
Article 5
Where,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any of the Parts II to IV of
this Convention which are to be covered by its ratification, a Member is
required to protect prescribed classes of persons constituting not less
than a specified percentage of employees or of the who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Member shall satisfy itself, before undertaking to
comply with any such Part, that the relevant percentage is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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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2절 내지 제4절에서 비준시
명시하지 않았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
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차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한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1.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제9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잠정적
적용제외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언에는 원용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일정한 날 이후로는 포기한다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피보호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비준의 효력이 미치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모든 절의 규정을 준수
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전경제활동인구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당해 절의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이 백분율이 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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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Parts II, III or IV of this
Convention, a Member may take account of protection effected by means
of insurance which, although not made compulsory by its legislation for
the persons to be protected-(a) is superv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standards, by joint operation of employers and
workers;
(b) covers a substantial part of the persons whose earnings do not
exceed thos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and
(c) complies, in conjunction with other forms of prote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 II. INVALIDITY BENEFIT
Article 7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invalidit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8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include incapacity to engage in any
gainful activity, to an extent prescribed, which incapacity is likely to be
permanent or persists after the termination of a prescribed period of
temporary or initial incapacity.
Article 9
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all employees, including apprentic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the who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r
(c) all residents, or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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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호
㈏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보호와 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보호

제2절 장 해 급 여
제7조
본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장해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유상활동에서 소정 정도의 근로불능이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일시적 혹은 초기적인 근로불능이 소정의 기간 종료후에도 존속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피훈련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의한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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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4 is in force,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25 per
cent. of all employees;
(b)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Article 10
The invalidity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6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b) where all residents or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Article 11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10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ten years of residence;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the prescribed yearly average
number or yearly number of contributions has been paid.
2. Where the invalidity benefit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a reduced benefit shall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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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0조
장해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사고기간중에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11조
1. 보호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10조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 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법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장해급여가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게 감액된 급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전에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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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half of the yearly average number or of the yearly
number of contribu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paid.
3.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 but at a percentage of ten points lower than
shown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at Par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concerned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4. A proportional reduction of the percentage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V may be effected where the qualifying period for
the benefit corresponding to the reduced percentage exceeds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but is less than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ten years of residence; a
reduced benefit shall be payabl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5.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which shall not be more than
five years at a prescribed minimum age and may rise with advancing
age to not more than a prescribed maximum number of years.
Article 12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10 and 11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or until an old-age benefit becomes payable.
Article 1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under prescrib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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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사고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제1항 ㈏호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
횟수 또는 연횟수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최소한 5년의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또 동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에 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된 급여의 지급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에 관한 자격기간이 기여금
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기여금납부 혹은 고용에
대해서 15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레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감액급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소정의 최고연령에 달할 때까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소정의
최저연령에 있어서 5년을 넘지 않는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최소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또는 노령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1. 제2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하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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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de rehabilitation services which are designed to prepare a
disabled person wherever possible for the resumption of his
previous activity, or, if this is not possible,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gainful activity, having regard to his aptitudes and
capacity; and
(b) take measures to further the placement of disabled persons in
suitable employment.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4 is in force, the
Member may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PART III. OLD-AGE BENEFIT
Article 14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old-age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15
1.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be survival beyond a prescribed age.
2. The prescribed age shall be not more than 65 years or such higher
age as may be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ith due regard to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riteria, which shall be
demonstrated statistically.
3. If the prescribed age is 65 years or higher, the age shall be lower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in respect of persons who have been
engaged in occupations that are deemed by national legislation, for
the purpose of old-age benefit, to be arduous or unhealthy.
Article 16
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all employees, including apprentic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the who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r
(c) all residents or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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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의 상태에 있는 자가 가능한 한 종전의 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체적인 유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재활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것
㈏ 장해의 상태에 있는 자를 적절한 직업에 고용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집행할 것
2. 회원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절 노 령 급 여
제14조
제3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노령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 또는 65세를 초과하는 연령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인구적․경제적․사회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는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정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노령급여의 지급연령은 작업이 어렵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다고 국내법령으로 인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인하하여야 한다.
제16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피훈련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소정의 한도에 미달하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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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4 is in force,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25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Article 17
The old-age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6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b) where all residents or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Article 18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17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30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20 years of residence;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a prescribed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the prescribed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has been paid.
2. Where the old-age benefit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b) where, in principle,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prior to the contingency,
a prescribed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m, while he was of working age, half of the yearly average
number of contribu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paid.

422 ❙ILO

Conventions

제128호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1967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17조
노령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로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롤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18조
1.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최소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갹출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소정의 연평균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노령급여가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최소한 감액된 급여의 지급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급여사유의
발생전에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소정의 자겨기간을 충족시키고 근로
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제1항㈏호에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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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 but a percentage of ten points lower than
shown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at Par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concerned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ten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five years of residence.
4. A proportional reduction of the percentage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V may be effected where the qualifying period for
the benefit corresponding to the reduced percentage exceeds ten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five years of residence but is less
than 30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20 years of residence;
if such qualifying period exceeds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payabl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19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17 and 18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ART IV. SURVIVORS' BENEFIT
Article 20
Each Member for which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the provision of survivors'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Part.
Article 21
1. The contingency covered shall include the loss of support suffered by
the widow or child as the resul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2. In the case of a widow the right to a survivors' benefit may be made
conditional on the attainment of a prescribed age. Such age shall not
be higher than the age prescribed for old-age benefit.
3. No requirement as to age may be made if the widow-(a) is invalid, as may be prescribed; or
(b) is caring for a dependent child of the deceased.
4. In order that a widow who is without a child may be entitled to a
survivors' benefit, a minimum duration of marriage may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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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동절 부속표의 관계표준수급자에 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액하여
계산된 급여의 지급이 최소한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제5절의 부속표의 백분율에 있어서 그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를 위한 자격
기간이 기여금납부이나 고용에 대해서 1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지만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자격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유 족 급 여
제20조
제4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1. 급여사유에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 과부 또는 자녀가 입게되는 부양의
상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과부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령에 도달했을 것을 조건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연령은 노령급여의 수급연령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해서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부가 소정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 과부가 사망한 자의 피부양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4. 자녀가 없는 과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혼인기간의 존속을 조건으로 유족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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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the wives, children and, as may be prescribed, other dependants of
all breadwinners who were employees or apprentices; or
(b) the wives, children and, as may be prescribed, other dependants
of breadwinners in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the
who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r
(c) all widows, all children and all other prescribed dependants who
have lost their breadwinner, who are residents and, as appropriate,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4 is in force,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the wives, children and, as may be prescribed, other dependants of
breadwinners, in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25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the wives, children and, as may be prescribed, other dependants
of breadwinners in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which classes constitute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Article 23
The survivors' benefit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6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b) where all residents or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Article 24
1.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 23 shall, in a contingency covered, be
secured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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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1.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근로자 또는 피훈련자인 모든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부양자를 상실한 모든 과부,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또는 경우에
따라 이들중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한도에 미달하는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체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인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 공업부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
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인 부양자의 처, 자녀 및
소정의 다른 피부양자

제23조
유족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된 정기적 급부로 한다.
㈎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에 따른 방법
㈏ 모든 거주자 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생계수단이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가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제28조의
요건에 따른 방법

제24조
1.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적어도 제23조의
급여의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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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which may
be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ten years of
residence: Provided that, for a benefit payable to a widow, the
completion of a prescribed qualifying period of residence by such
widow may be required instead; or
(b) where, in principle, the wives and children of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se breadwinner, while he was of working age, the prescribed
yearly average number or the yearly number of contributions has
been paid.
2. Where the survivors' benefit is conditional upon a minimum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secured at
least-(a)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five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b) where, in principle, the wives and children of all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protected,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three years of contribution and in respect of
whose breadwinner, while he was of working age, half of the
yearly average number or of the yearly number of contribution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paid.
3.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 but at a percentage of ten points lower than
shown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at Par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concerned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428 ❙ILO

Conventions

제128호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1967년)

㈎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다만, 과부
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 대신 당해 과부가 거주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킬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 및 자녀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양자가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당해 부양자에 대한 소정의
연평균횟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유족급여가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일정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적어도 감액된 지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의 자격
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
㈏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 및 자녀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인 경우에는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부양자가 근로연령에 있었던 기간동안 부양자에 관해서
제1항 ㈏호에서 열거하는 소정의 연평균횟수 또는 연횟수의 2분의 1의
기여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피보호자로 그 부양자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제5절의 요건에 따라 동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에 대한 백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된 급여가 최소한 보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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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proportional reduction of the percentage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V may be effected where the qualifying period for
the benefit corresponding to the reduced percentage exceeds five year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r residence but is less than 15 years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or ten years of residence; if such
qualifying period is one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a reduced
benefit shall be payabl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5.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where a benefit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 is secured at least to a person protected
whose breadwinner h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rules, a qualifying period of contribution or employment which shall
not be more than five years at a prescribed minimum age and may
rise with advancing age to not more than a prescribed maximum
number of years.
Article 25
The benefit specified in Articles 23 and 24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ART V. STANDARDS TO BE COMPLIED WITH BY
PERIODICAL AYMENTS
Article 26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in questio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is Part, at least the percentage
indicated therein of the total of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prescribed rules, and, where the persons
protected or their breadwinners are arranged in classes according to
their earnings, their previous earnings may be calculated from the
basic earnings of the classes to which they belonged.

430 ❙ILO

Conventions

제128호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1967년)

4.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대해서는 그 백분율에 대응하는 급여에
관한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은 넘지만 기여금
납부 혹은 고용에 대해서 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자격기간이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관한 것인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한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5. 부양자가 소정의 최고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소정의 최고연령에서 5년을 넘지 않는 기여금납부 또는 고용에 대한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킨 피보호자에게 제5절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급여가 최소한 확보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기적 납부(Periodical payment)에
필요한 기준
제26조
1. 본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한 제5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적어도 수급자 또는 부양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위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피보호자 또는 그 부양자가 그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종전소득은 이들이 속하는 계층의 기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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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maximum limit may be prescribed for the rate of the benefit or for
the earning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provided that the maximum limit is fixed in such a way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e complied with where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are equal to
or lower than the wage of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4.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5.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6.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a) a fitter or turne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or
(c) a person whose earnings are such as to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earnings of 75 per cent.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such
earnings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nual or shorter periods
as may be prescribed; or
(d) a person whose earnings are equal to 125 per cent. of the average
earnings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7.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in question, or of the breadwinners of the persons
protected, as the case may be,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or breadwinner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s amended up to
1958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further amended,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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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정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최대한도는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제26조의 적용상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산반공
㈏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전체 피보호자의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같거나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소득은 소정의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에 따라 계산
하여야 한다.
㈑ 모든 피보호자의 평균소득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7. 제6항 ㈏호의 적용에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
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
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195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절될 전경제
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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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 and 7 of this Article.
9.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egislation,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8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Article 27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in questio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dicat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this Part, at least the percentage
indicated therein of the total of the wage of an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3.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a)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5.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in question, or of the breadwinners of the persons protected, as the
case may be,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or breadwinner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s amended up to 1958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further amended,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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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육체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이에 의하거나 혹은 이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진 통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7조
1. 제27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하여 본절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위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최소한 달하여야 한다.
2.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제27조의 적용상 보통 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하는 자
5. 제4절의 적용에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조사자인 남자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인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
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58년까지 개정되었
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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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7.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egislation,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6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Article 28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a) the rate of the benef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
prescribed scale or a scale fix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n conformity with prescribed rules;
(b) such rate may be reduced only to the extent by which the other
means of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exceed prescribed
substantial amounts or substantial amounts fix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n conformity with prescribed rules;
(c) the total of the benefit and any other means, after deduction of
the substantial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be
sufficient to maintain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in health and
decency, and shall be not less than the corresponding benefi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d)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if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paid under the Part concerned
exceeds by at least 30 per cent. the total amounts of benefits
which would be obtained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and the provisions of-(i)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b) for Part II;
(ii)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b) for Part III;
(iii) Article 22, paragraph 1, subparagraph (b) for Part IV.
Article 29
1. The rates of cash benefits currently payable pursuant to Article 10,
Article 17 and Article 23 shall be reviewed following substantial
changes in the general level of earnings or substantial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2. Each Member shall include the findings of such reviews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shall
specify any action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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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는 제4항 및
제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이에 근거하거나
관행에 의해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 급여액은 법이 정한 급여표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정한 급여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급여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기타 자산이 법이 정한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 급여 및 기타 자산의 합계액에서 ㈏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제27조의 제요건에 따라 산정된
당해 급여보다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되는 절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최소한 제27조의
규정 및 다음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급여 총액의 3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⑴ 제2절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호의 규정
⑵ 제3절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 ㈏호의 규정
⑶ 제4절에 대해서는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

제29조
1. 제10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비율은
소득의 일반적 수준 또는 생계비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위 재검토의 결과를 포함하여 이에 근거하여 실시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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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TO PART V: PERIODICAL PAYMENTS TO STANDARD
BENEFICIARIES
Part

Contingency

Standard beneficiary

Percentage

II

Invalidity

Man with wife and two children

50

III

Old age

Man with wife of pensionable age

45

IV

Death of
breadwinner

Widow with two children

45

PART VI. COMMON PROVISIONS
Article 30
National legislation shall provide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in respect of contributory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under prescribed conditions.
Article 31
1. The payment of invalidity, old-age or survivors' benefit may be
suspend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where the beneficiary is
engaged in gainful activity.
2. A contributory invalidity, old-age or survivors' benefit may be
reduced where the earnings of the beneficiary exceed a prescribed
amount; the reduction in benefit shall not exceed the earnings.
3. A non-contributory invalidity, old-age or survivors' benefit may be
reduced where the earnings of the beneficiary or his other means or
the two taken together exceed a prescribed amount.
Article 32
1. A benefit to which a person protected would otherwise be entitled in
compliance with any of Parts II to IV of this Convention may be
suspended to such extent as may be prescribed-(a)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Member, except, under prescribed conditions,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benefit;
(b)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maintained at public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or service;
(c)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made a fraudulent claim;
(d) where the contingency has been caused by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the pers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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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표>
절

사

고

표 준 수 급 자

백분율

제2절

장해

처 및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50

제3절

노령

연금수급연령의 처가 있는 남자

45

제4절

부양자의 사망

두명의 자녀가 있는 과부

45

제6절 공 통 규 정
제30조
국내법령은 기여금납부에 의한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해 소정의 조건
하에서 취득과정에 있는 권리의 보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1조
1.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가 유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중단할 수 있다.
2. 기여금납부에 의한 장해, 노령 또는 유족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소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그 감액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것이어
서는 아니된다.
3. 기여금에 토대를 두지 않은(non-contributory) 장해, 노령 또는 유족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다른 생계수단 또는 이들의 합계액이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 할 수 있다.
제32조
1. 피보호자가 제2절 내지 제4절 중 어떤 절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수급권을
가진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이 정한 한도까지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기간. 다만, 소정의 조건
하에서 기여금에 토대를 둔 급여(contributory benefit)의 경우는 제외
한다.
㈏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서비스의 비용으로 부양
되고 있는 기간
㈐ 관계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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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ere the contingency has been wilfully caused by the serious
misconduct of the person concerned;
(f) in appropriate cases, where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good
reason, neglects to make use of the medical or rehabilitation
services placed at his disposal or fails to comply with rules
prescribed for verifying the occurrence or continuance of the
contingency or for the conduct of beneficiaries; and
(g) in the case of survivors' benefit for a widow, as long as she is
living with a man as his wife.
2. In the case and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part of the benefit
otherwise due shall be paid to the dependants of the person
concerned.
Article 33
1. If a person protected is or would otherwise be eligible simultaneously
for more than one of the benefit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these benefits may be reduc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and within
prescribed limits; the person protected shall receive in total at least
the amount of the most favourable benefit.
2. If a person protected is or would otherwise be eligible for a benefi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nd is in receipt of another social
security cash benefit for the same contingency, other than a family
benefit, the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may be reduced or
suspend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and within prescribed limits,
subject to the part of the benefit which is reduced or suspended not
exceeding the other benefit.
Article 34
1. Every claimant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in the case of refusal
benefit or complaint as to its quality or quantity.
2.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which permit the claimant to
represented or assisted, where appropriate, by a qualified person
his choice or by a delegate of an organisation representative
persons protected.

of
be
of
of

Article 35
1. Each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due provision
of the benefits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shall
take all measures required for this purpose.
2. Each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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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적당한 경우에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의료
시설이나 재활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입증 또는 수급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과부에 대한 유족급여의 경우는 당해 과부가 타인을 배우자로 하여 동거
하고 있는 기간
2. 본래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는 법이 정한 경우 및 그 한도내에서
당해인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1. 피보호자가 이 협약에서 정하는 둘 이상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는 소정의 조건 및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최소한 가장 유리한 급여에 해당
되는 금액에 달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가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고 또 동일한 급여
사유에 대해서 다른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가족급여를 제외)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급여는 소정의 조건 및 한도내에서 감액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그 감소되거나 정지되는 금액은 위 다른 급여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1.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 또는 급여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권을 갖는다.
2. 적절한 경우에 청구인이 스스로 선택한 자격있는 자 또는 피보호자를 대표
하는 단체가 파견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정당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계있는 기관 및 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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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Where the administration is not entrusted to an institution regula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representatives of the persons protected shall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under prescribed conditions; national legislation may
likewise decide as to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of the public authorities.

PART VI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37
Any Member whose legislation protects employees may, as necessar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a) persons whose employment is of a casual nature;
(b) members of the employer's family living in his house, in respect
of their work for him;
(c) other categories of employees, which shall not exceed in number
10 per cent. of all employees other than those excluded under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Article.
Article 38
1. Any Member whose legislation protects employees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temporaril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employees in the sector comprising agricultural
occupations who are not yet protected by its legislation at the time of
the ratification.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what extent effect is given and
what effect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employees in the sector comprising
agricultural occupations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such
employees or, where there is no change to report, furnish all the
appropriate explanations.
3.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s protect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the extent and with the speed that the
circumstance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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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공기관의 운영상 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를 소정의 조건하에서 운영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제7절 기 타 규 정
제37조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자
㈏ 사용자와 동거하는 사용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
하는 자
㈐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의 근로자의 총수의 10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근로자
제38조
1.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
부문의 근로자로서 그 비준시 법령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하려고 하는 가를 명시
하고, 이들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하여야 할 진전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회원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업부문의
근로자 중에서 피호보자의 수를 신속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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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1. Any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a) seafarers, including sea fishermen,
(b) public servants,
where these categories are protected by special schemes which provide
in the aggregate benefit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by this
Convention.
2. Wher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the
Member may exclude the persons belonging to the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from the
number of persons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percentages specified in paragraph 1,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2, subparagraph (b), of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2, subparagraph (b), of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b), and paragraph 2, subparagraph (b), of Article 22;
and subparagraph (c) of Article 37.
3. Any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a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Article 40
If a person protected is entitled, under national legislation, in case of
death of the breadwinner, to periodical benefits other than a survivors'
benefit, such periodical benefits may be assimilated to the survivors'
benefit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41
1. A Member which-(a)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s
II, III and IV, and
(b) covers a percentag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is
at least ten points higher than that required by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b),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b), and
Article 22, paragraph 1, subparagraph (b), or complies with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c),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c), and Article 22, paragraph 1, subparagraph (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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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급여와 최소한 총액으로 대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2. 회원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호,
제9조 제2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16조 제2항 ㈏호, 제22조 제1항
㈏호, 제22조 제2항 ㈏호, 제37조 ㈐호에 열거된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
해야 할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를 제외
시킬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 국제노동기구 사무
총장에 대해서 그 비준시 제외된 종류의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
한다는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40조
피보호자가 부양자의 사망의 경우에 국내법령에 따라 유족급여 이외의 정기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 정기급여는 이 협약의 적용상 유족급여로
볼 수 있다.
제41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
㈏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에서 요구
하는 백분율보다 최소한 10퍼센트가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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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cures in respect of at least two of the contingencies covered by
Parts II, III and IV benefits of an amount corresponding to a
percentage at least five points higher than the percentages
specified in the Schedule appended to Part V,
may take 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2. Such Member may-(a) substitut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1, paragraph 2, subparagraph (b),
and Article 24, paragraph 2, subparagraph (b), a period of five
years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specified therein;
(b) determine the beneficiaries of survivors' benefits in a manner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required by Article 21, but which
ensures that the total number of beneficiaries does not fall short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which would result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21.
3. Each Member which has taken 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as regards the matters dealt with in that paragraph
and any progress made towards complete application of the terms of
the Convention.
Article 42
1. A Member which-(a)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s
II, III and IV, and
(b) covers a percentag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is
at least ten points higher than that required by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b),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b), and
Article 22, paragraph 1, subparagraph (b), or complies with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c),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c), and Article 22, paragraph 1, subparagraph (c),
may derogate from particular provisions of Parts II, III and IV: on
condition that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paid under the Part
concerned shall be at least equal to 110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which would be obtained by applying all the provisions
of tha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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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제3절 및 제4절에 규정하는 급여사유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제5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에 적어도 5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급부를 보장할 것
2. 제1항의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호 및 제24조 제2항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 제21조에서 요구하는 방법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급자의 총수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급자의 수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족급여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
3. 제2항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하여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
1.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특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절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적어도 당해 절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의 11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할 것
㈏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또는 제9조 제1항 ㈐호, 제16조 제1항 ㈐호, 제22조 제1항 ㈐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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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has made such a derogation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as regards such derogation and
any progress made towards complete application of the terms of the
Convention.
Article 43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a) contingencies which occurred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relevant Part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b) benefits in contingencies occurring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relevant Part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in
so far as the rights to such benefits are derived from periods
preceding that date.
Article 44
1. This Convention revises, on the terms set forth in this Article, the
Old-Age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the Old-Age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the Invalidity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the Invalidity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the Survivors'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and the Survivors'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2. The legal effect of the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one or more of the
Conventions which have been revised, when this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shall be as follows for that Member:
(a)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Part II of the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e Invalidity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and the Invalidity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b)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Part III of the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e Old-Age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and the Old-Age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c)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Part IV of the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e Survivors'
Insurance (Industry, etc.) Convention, 1933, and the Survivors'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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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적용제외를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
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이러한 적용제외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및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취하
여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해당되는 절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사유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해당되는 절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
하는 급여사유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해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서 유래하는 경우
제44조
1. 이 협약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 1933년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유족보험
(농업) 협약을 개정한다.
2. 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장해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장해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노령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노령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1933년 유족보험(공업등)
협약 및 1933년 유족보험(농업) 협약은 당연히 즉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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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1.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5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the following Parts of that
Conven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Parts thereof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is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is Convention is binding on that Member
and no declaration under Article 38 is in force:
(a) Part IX where the Member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 II;
(b) Part V where the Member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 III;
(c) Part X where the Member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 IV.
2.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on condition
that no declaration under Article 38 is in force, be deemed to
constitute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e following parts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Parts thereof,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of the said Convention:
(a) Part IX where the Member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 II;
(b) Part V where the Member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 III;
(c) Part X where the Member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Part IV.
Article 46
If any Convention which may be adopted subsequently by the
Conference concerning any subject or subject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so provides, such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said Conven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e said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e said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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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1. 제38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날로부터 동협약의 다음 각호의 절의 규정
및 다른 절의 관계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9절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5절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10절
2. 제38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 규정 및 동협약의 다음
각호의 다른 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이 협약의 제2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9절
㈏ 이 협약의 제3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5절
㈐ 이 협약의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제10절

제46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으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지정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절 최 종 규 정
제4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ILO 주요협약❙ 451

C129 Labour Inspection (Agriculture) Convention, 1969

C129

Labour Inspection (Agriculture) Convention, 196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third Session on 4
June 1969, and
Not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concerning
labour inspection, such as the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which
applies to industry and commerce, and the Plantations Convention, 1958,
which covers a limited category of agricultural undertakings, and
Considering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providing for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generally are desirable,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Inspection (Agriculture) Convention, 1969:
Article 1
1. In this Convention the term agricultural undertaking means
undertakings and parts of undertakings engaged in cultivation, animal
husbandry including livestock production and care, forestry,
horticulture, the primary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by the
operator of the holding or any other form of agricultural activity.
2. Where necessar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define the line which separates
agriculture from industry and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not to
exclude any agricultural undertaking from the national system of
labour inspection.
3. In any case in which it is doubtful whether an undertaking or part of
an undertaking is on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e question
shall be settl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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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협약

근로감독(농업) 협약(1969년)
효력발생：1972년 1월 19일 (45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9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3차 회의
에서
공업 및 상업에 적용되는 1947년 근로감독 협약과 제한된 종류의 농업부문
사업장에 적용되는 1958년 농원협약과 같은 근로감독에 관한 현행 국제노동
기구 협약의 제규정을 유의하고,
농업 전반에서의 근로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설정이 바람직
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
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9년 근로감독(농업)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9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농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경작, 축산(가축의 증식 및 사육을
포함), 임업, 원예, 보유지의 운영자에 의한 농산품의 1차 가공 또는 다른
형태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2.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관계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
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근로감독제도
에서 어떠한 농업부문 사업장도 제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을 공업 및
상업과 구별하는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장 또는 그 일부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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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In this Convention the term legal provisions includes, in addition to laws
and regulations, arbitration awards and collective agreements upon
which the force of law is conferred and which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Article 3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maintain a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Article 4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shall apply to agricultural
undertakings in which work employees or apprentices, however they
may be remunerated and whatever the type, form or duration of their
contract.
Article 5
1. Any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undertake also to cover by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ersons working in agricultural undertakings:
(a) tenants who do not engage outside help, sharecroppers and similar
categories of agricultural workers;
(b) persons participating in a collective economic enterprise, such as
members of a co-operative;
(c) members of the family of the operator of the undertaking,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Any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 declaration undertaking to cover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person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which
are not already covered in virtue of a previous declaration.
3.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what extent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of the categories of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s are not covered in virtue of a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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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 협약에서 ‘법규’라 함은 법령 이외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근로감독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중재재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제3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자나 견습공을 고용하는(보수의 방식 및 계약의
종류, 형식 또는 기간 여하를 불문) 농업부문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농업에 있어서의 근로감독제도를 적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소작농, 분익농 기타 유사한 종류의
농업종사자
㈏ 협동조합원과 같은 집단적 경제기업의 참가자
㈐ 사업장 운영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자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항에서 열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자 중에서 종전의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농업에서의 근로
감독제도를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선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에서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하려고 하는가를 명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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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shall
be-(a)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work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while engaged in their
work,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hours, wages, weekly rest and
holidays, safety, health and welfare, the employment of women,
children and young persons, and other connected matters, in so
far as such provisions are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b) to supply technical information and advice to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omplying with the legal
provisions;
(c) to bring to the notice of the competent authority defects or abuses
not specifically covered by existing legal provisions and to submit
to it proposals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give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advisory or enforcement functions regarding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life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3. Any further duties which may be entrusted to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shall not be such as to interfere with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ir primary duties or to prejudice in any way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which are necessary to inspectors in their
relations with employers and workers.
Article 7
1. So far as is compatible with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Member,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shall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central body.
2. In the case of a federal State, the term central body may mean either
one at federal level or one at the level of a federated unit.
3.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might be carried out for example-(a) by a single labour inspection department responsible for all sectors
of economic activity;
(b) by a single labour inspection department, which would arrange
for internal functional specialisation through the appropriate
training of inspectors called upon to exercise their functions i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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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주휴 및 휴일, 안전, 보건 및 복지, 여성․아동․청소년의
고용과 같이 작업중인 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규를
근로감독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법규의 시행 및
기타 연관된 조치를 확보할 것
㈏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
㈐ 현행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결함이나 폐해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법령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상태에 관한 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조언 또는 감독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3.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위임되는 기타의 임무는 근로감독관 본래의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권위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도 아니된다.

제7조
1.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은 회원국의 행정상의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2. 연방국가에 있어서 ‘중앙기관’이라 함은 연방의 수준 또는 연방의 구성단위
수준의 중앙기관을 말한다.
3. 농업에서의 근로감독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일한 근로감독부서
㈏ 농업부문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감독관을 적절하게 훈련시킴으로써 내부적
으로 직무상의 전문화를 기한 단일한 근로감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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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y a single labour inspection department, which would arrange
for internal institutional specialisation by creating a technically
qualified service, the officers of which would perform their
functions in agriculture; or
(d) by a specialised agricultural inspection service, the activity of
which would be supervised by a central body vested with the
same prerogatives in respect of labour inspection in other fields,
such as industry, transport and commerce.
Article 8
1. The labour inspection staff in agriculture shall be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whose status and conditions of service are such that they are
assured of stability of employment and are independen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2. So far as is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with
national practice, Members may include in their system of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officials or representatives of occupational
organisations, whose activities would supplement those of the public
inspection staff; the persons concerned shall be assured of stability of
tenure and be independent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Article 9
1. Subject to any conditions for recruitment to the public service which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shall be recruited with sole regard to their
qualif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2. The means of ascertaining such qualific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shall be adequately train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measures shall be taken to give them
appropriate further training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Article 10
Both men and women shall be eligible for appointment to the labour
inspection staff in agriculture; where necessary, special duties may be
assigned to men and women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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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되고 기술적인 자격을 갖는
부서를 창설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제도상의 전문화를 기한 근로감독부서
㈑ 공업, 운수업, 상업 등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의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을 갖는 중앙기관에 의하여 감독받는 전문적인 농업감독기관

제8조
1. 농업 근로감독 직원은 신분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정권교체나 외부로
부터의 부당한 영향과 무관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은 농업에서의 근로
감독제도에 공적 감독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직업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신분이 보장되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과 무관하여야 한다.

제9조
1. 농업 근로감독관의 채용시 국내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조건에
따라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결정하여야 한다.
3. 농업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기간중에 적절한 추가훈련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남녀 모두 농업 근로감독관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남자감독관 및 여자감독관에 대해서 각각 특수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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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Each Member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duly
qualified technical experts and specialists, who might help to solve
problems demanding technical knowledge, are associated in the work
of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in such manner as may be deemed
most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
Article 12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inspection services in
agriculture and government services and public or approved
institutions which may be engaged in similar activities.
2. Where necessary, the competent authority may either entrust certain
inspection functions at the regional or local level on an auxiliary basis to
appropriate government services or public institutions or associate
these services or institutions with the exercise of the functions in
question, on condition that this does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mote collaboration between officials of the labour inspectorate in
agriculture and employers and workers, or their organisations where
such exist.
Article 14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ensure that the number of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is sufficient to secure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 duties of the inspectorate and is determined with due regard for-(a) the importance of the duties which inspectors have to perform, in
particular-(i) the number, nature, size and situation of the agricultural
undertakings liable to inspection;
(ii) the number and classes of persons working in such undertakings;
and
(iii)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e legal provisions to be
enforced;
(b) the material means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inspectors; and
(c) the practical conditions under which visits of inspection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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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국은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 및 전문가가 국내사정하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농업 근로감독업무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1.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근로감독기관과 이에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승인을 받은 기관간의 유효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지역적
또는 지방적 차원에서 일정한 감독직무를 보조적으로 위탁하거나 그
감독직무의 수행에 당해 정부기관 혹은 기타기관이 관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의 원칙의 적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직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업 근로감독관의 수는 감독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중요성. 특히,
⑴ 감독을 받는 농업적 사업장의 수․성질․규모 및 위치
⑵ 이들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종류
⑶ 시행되어야 할 법규의 수와 복잡성
㈏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
㈐ 감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임검(臨檢)을 필요로 하는 실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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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furnish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with-(a) local offices so located as to take account of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the agricultural undertakings and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suitably equipp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ervice, and, in so far as possible, accessible to
the persons concerned;
(b) the transport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cases where suitable public facilities do not exis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reimburse to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any travelling and
incidental expenses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16
1.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provided with proper credentials shall
be empowered-(a) to enter freely and without previous notice at any hour of the day
or night any workplace liable to inspection;
(b) to enter by day any premises which they may have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o be liable to inspection;
(c) to carry out any examination, test or inquiry which they may
consider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that the legal
provision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and in particular-(i) to interview, alone or in the presence of witnesses, the employer,
the staff of the undertaking or any other person in the
undertaking on any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ii) to require, in such manner as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escrib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registers or other
documents the keeping of which i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conditions of life and work, in order
to see that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legal provisions, and
to copy such documents or make extracts from them;
(iii) to take or remove for purposes of analysis samples of products,
materials and substances used or handled, subject to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being notified of any products,
materials or substances taken or removed for su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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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1.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 사업장의 입지조건과 통신수단을 고려하여 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한 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
㈏ 적절한 공공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업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편의
2.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경비를 지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1.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농업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항상 자유롭게 예고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법규가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조사․검사 또는 심문을 행할 수 있는 권한. 특히,
⑴ 법규의 적용에 관계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증인의
입회하에 사용자, 사업장의 직원, 기타 사업장내에 있는 자를 면담할
수 있는 권한
⑵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라 사업장내에 비치
하여야 할 장부, 대장 기타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복사․발췌하기 위해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
⑶ 사용․취급하는 제품 원료 및 재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이 목적을 위하여 제품 원료 및 재료를 수거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 또는 그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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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bour inspectors shall not enter the private home of the operator of
the undertaking in pursuance of subparagraph (a) or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operator or with a
special authorisatio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On the occasion of an inspection visit, inspectors shall notify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and the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of their presence, unless they consider that such a notification may be
prejudicial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17
The labour inspection services in agriculture shall be associated, in such
cases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preventive control of new plant, new materials or
substances and new methods of handling or processing products which
appear likely to constitute a threat to health or safety.
Article 18
1.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shall be empowered to take steps
with a view to remedying defects observed in plant, layout or
working methods in agricultural undertakings, including the use of
dangerous materials or substances, which they may have reasonable
cause to believe constitute a threat to health or safety.
2. In order to enable inspectors to take such steps they shall be
empowered, subject to any right of appeal to a leg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may be provided by law, to make or have made
orders requiring-(a) such alterations to the installation, plant, premises, tools, equipment
or machines, to be carried out within a specified time limit, as
may be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health or safety; or
(b) measures with immediate executory force, which can go as far as
halting the work, in the event of imminent danger to health or
safety.
3. Where the procedure described in paragraph 2 is not compatible
with the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actice of the Member, inspectors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issue
of orders or for the initiation of measures with immediate executor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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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감독관은 기업경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이 조 제1항 ㈎호 또는 ㈏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장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
3. 감독관이 임검(臨檢)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표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고한다. 다만 이러한 통고에 의해 감독관의
임무수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농업 근로감독기관은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요건에 따라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설비, 원료 또는 재료 및 생산물의 새로운 취급이나
가공방법에 대한 예방적 규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1. 농업근로감독관은 농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설비․배치 또는 작업방법의 결함
(유해한 원료나 재료의 사용을 포함한다)으로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2. 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리거나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소추할 수 있는 권리는 유보된다.
㈎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규의 준수에 필요한 장치, 설비, 건물, 도구,
비품 또는 기계의 변경을 일정한 기일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
㈏ 건강 및 안전에 대하여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작업의 정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3. 제2항의 절차가 회원국의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독관은 권한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즉각적인 조치의
개시를 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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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efects noted by the inspector when visiting an undertaking and
the orders he is making or having made in pursuance of paragraph 2
or for which he intends to apply in pursuance of paragraph 3 shall
be immediately made known to the employer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workers.
Article 19
1. The labour inspectorate in agriculture shall be notified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cases of occupational disease occurr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such cases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As far as possible, inspectors shall be associated with any inquiry on
the spot into the causes of the most serious occupational accidents or
occupational diseases, particularly of those which affect a number of
workers or have fatal consequences.
Article 20
Subject to such exceptions as may be mad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a) shall be prohibited from having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e undertakings under their supervision;
(b) shall be bound on pain of appropriate penalties or disciplinary
measures not to reveal, even after leaving the service, any
manufacturing or commercial secrets or working processes which
may come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c) shall treat as absolutely confidential the source of any complaint
bringing to their notice a defect, a danger in working processes or
a breach of legal provisions and shall give no intimation to the
employer or his representative that a visit of inspection was made
in consequence of the receipt of such a complaint.
Article 21
Agricultural undertakings shall be inspected as often and as thoroughly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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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관이 임검(臨檢) 도중에 인정한 결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명령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명령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1.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은 국내법령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 그 정한 방법에 따라 농업 근로감독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중대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
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에 대한 현장
조사에 가능한 한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업 근로감독관은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직무상 지득한 제조상․상업상의 비밀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형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 설비등의 결함, 작업공정상의 위험 또는 법규의 위반에 관하여 감독관
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고충신청의 출처에 대하여 극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고충을 수리한 결과로 임검(臨檢)을 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
또는 그의 대표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농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적용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빈번하고도 완전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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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1. Persons who violate or neglect to observ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shall be liable to prompt leg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without previous warning: Provided that
exceptions may be mad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respect of
cases in which previous notice to carry out remedial or preventive
measures is to be given.
2. It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labour inspectors to give warning
and advice instead of instituting or recommending proceedings.
Article 23
If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are not themselves authorised to
institute proceedings, they shall be empowered to refer reports of
infringements of the legal provisions directly to an authority competent
to institute such proceedings.
Article 24
Adequ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labour inspectors in agriculture and for obstructing labour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effectively enforced.
Article 25
1. Labour inspectors or local inspection offices, as the case may be, shall
be required to submit to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periodical
reports on the results of their activities in agriculture.
2. These reports shall be drawn up in such manner and deal with such
subject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prescribed by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they shall be submitted at least as frequently as
may be prescribed by that authority and in any case 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a year.
Article 26
1.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shall publish an annual report on the
work of the inspection services in agriculture, either as a separate
report or as part of its general annual report.
2. Such annual reports shall be publishe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end of the year to which they relate and in any case within
twelve months.
3. Copies of the annual reports shall be transmit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i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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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1. 농업 근로감독관에 의한 실시가 확보되어 있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의
준수를 해태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바로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에
회부한다. 다만, 시정조치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예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내법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그 재량으로 제1항의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에
경고나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3조
농업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제22조 제1항의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 기관에 대해서 법규
위반에 관한 보고를 직접 위탁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농업 근로감독관에 의한 실시가 확보되어 있는 법규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벌을 국내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
1. 근로감독관 또는 지방의 감독사무소는 농업에서의 감독활동 결과에 관한
정기보고는 중앙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정기보고는 중앙감독기관이 수시로 결정하는 양식에 따라 적성하고
수시로 정하는 사항을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기보고는 적어도 중앙감독
기관이 정하는 횟수만큼(적어도 연 1회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제26조
1. 중앙감독기관은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도의 보고
또는 일반연차보고의 일부로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종료후 적당한 기간내에 적어도 12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3. 연차보고 사본은 공표후 3월 이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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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The annual report published by the central inspection authority shall
deal in particular with the following subjects, in so far as they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id authority:
(a)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e work of labour inspection in
agriculture;
(b) staff of the labour inspection service in agriculture;
(c) statistics of agricultural undertakings liable to inspection and the
number of persons working therein;
(d) statistics of inspection visits;
(e) statistics of violations and penalties imposed;
(f) stat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including their causes;
(g) statistics of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their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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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중앙감독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한, 중앙감독기관이 공표
하는 연차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 근로감독업무에 관계있는 법령
㈏ 농업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 감독을 받아야 할 농업부문 사업장에 대한 통계 및 이러한 기업의 종업
원의 수
㈑ 임검(臨檢)에 관한 통계
㈒ 위반 및 처벌에 관한 통계
㈓ 산업재해(원인 포함)에 관한 통계
㈔ 직업병(원인 포함)에 관한 통계

제2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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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0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third Session on 4 June 1969,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Sickness Insurance (Industry) Convention, 1927, and the
Sickness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27,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b) the term prescribed means determined by or in virtue of national
legislation;
(c)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includes all undertakings in the
following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and water; and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d) the term residence means ordinary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and the term resident means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e) the term dependent refers to a state of dependency which is
presumed to exist in prescribed cases;
(f) the term wife means a wife who is dependent on her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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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협약

요양과 질병 급부 협약(1969년)
효력발생：1972년 5월 27일 (15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69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3차 회의
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1927년 상병보험(공업) 협약 및 1927년 상병보험
(농업)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9년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69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또는 이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 ‘공업부문 사업장’이라 함은 광업,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위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라 함은 소정의 경우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피부양상태를
말한다.
㈓ ‘처’라 함은 남편의 피부양자인 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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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he term child covers-(i) a child under school-leaving age or under 15 years of age,
whichever is the higher: Provided that a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2 may, while such declaration
is in force, apply the Convention as if the term covered a child
under school-leaving age or under 15 years of age; and
(ii) a child under a prescribed age higher than that specified in
clause (i) of this subparagraph and who is an apprentice or
student or has a chronic illness or infirmity disabling him for
any gainful activity, under prescribed conditions: Provided that
this requirement shall be deemed to be met where national
legislation defines the term so as to cover any child under an
age appreciably higher than that specified in clause (i) of this
subparagraph;
(h) the term standard beneficiary means a man with a wife and two
children;
(i) the term qualifying period means a period of contribution, or a period
of employment, or a period of residen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as may be prescribed;
(j) the term sickness means any morbid condition, whatever its cause;
(k) the term medical care includes allied benefits.
Article 2
1. A Member whose economy and medical facilities are insufficiently
developed may avail itself,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of the temporary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 subparagraph
(g), clause (i); Article 11; Article 14; Article 20; and Article 26,
paragraph 2. Any such declaration shall state the reason for such
exceptions.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lud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 in respect of each
exception of which it avails itself-(a) that its reason for doing so subsists;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 in
question as from a stated date.
3.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s appropriate to the terms of such declaration and as
circumstance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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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⑴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의 연령 중에서 높은 쪽의 연령에 미달
하는 자녀.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그
선언이 효력을 갖는 기간동안 ‘자녀’에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⑵ 소정의 조건하에서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높은 소정의 연령에 미달
하는 자로서, 수습중인자 또는 학생, 만성질환이나 허약으로 유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다만, 국내법령이 ‘자녀’를 ⑴에서 정하는
연령보다 상당히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표준수급자’라 함은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자격기간’이라 함은 소정의 갹출기간, 고용기간, 거주기간 또는 이들의
배합을 말한다.
㈗ ‘상병’이라 함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병적상태를 말한다.
㈘ ‘의료보호’에는 관련급여도 포함된다.

제2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
으로 제1조 ㈔, ㈕호, 제11조, 제14조,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잠정적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언에는 그 원용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는
각각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 당해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일정한 날 이후에도 포기한다는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그 선언에 적합하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475

C130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a)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s protected;
(b) extend the range of medical care provided;
(c) extend the duration of sickness benefit.
Article 3
1. Any Member whose legislation protects employees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temporaril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employees in the sector comprising agricultural
occupations who, at the time of the ratification, are not yet protected
by legislation which is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of this
Convention.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what extent effect is given and
what effect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employees in the sector comprising agricultural
occupations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such employees or,
where there is no change to report, shall furnish all the appropriate
explanations.
3.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s protected in the
sector comprising agricultural occupations to the extent and with the
speed that the circumstances permit.
Article 4
1. Any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a) seafarers, including sea fishermen,
(b) public servants,
where these categories are protected by special schemes which
provide in the aggregate benefit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by this Convention.
2. Wher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the
Member may-(a) exclude the persons belonging to the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from the number
of persons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percentages
specified in Article 5, subparagraph (c); Article 10, subparagraph
(b); Article 11; Article 19, subparagraph (b); and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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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의 수를 증가시킬 것
㈏ 지급하는 의료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것
㈐ 상병급여의 기간을 연장할 것

제3조
1.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농업부문
직의 근로자로 그 비준시 아직 이 협약에 적합한 법령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가를 명시
하고, 이들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해야 하는 진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업
부문의 근로자 중에서 피보호자의 수를 신속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급여와 최소한 총액으로 대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시에 행하는 선언으로 이러한 자를 이 협약의 적용
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선원(어선원을 포함)
㈏ 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자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5조 ㈐항, 제10조 ㈏항, 제11조, 제19조 ㈏항 및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
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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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clude the persons belonging to the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wives and children of such persons, from the number of persons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percentage specified in
Article 10, subparagraph (c).
3. Any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a category or categories excluded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Article 5
Any Member whose legislation protects employees may, as necessar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a) persons whose employment is of a casual nature;
(b) members of the employer's family living in his house, in respect
of their work for him;
(c) other categories of employees, which shall not exceed in number
10 per cent of all employees other than those excluded under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Article.
Article 6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 Member may take
account of protection effected by means of insurance which, although
not made compulsory by its legislation at the time of ratification for the
persons to be protected-(a) is superv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standards, by joint operation of employers and workers;
(b) cover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persons whose earnings do
not exceed thos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defined in
Article 22, paragraph 6; and
(c) complies, in conjunction with other forms of prote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7
The contingencies covered shall include-(a) need for medical care of a curative nature an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need for medical care of a preventive nature;
(b)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sickness and involving suspension
of earnings, as defined by na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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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호에서 규정하는 백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는 인원수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속하는 자, 그 자의 처 및 자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차후 비준시 제외된 종류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자
㈏ 사용자와 동거하는 사용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는 자
㈐ 기타 종류의 근로자로서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의
근로자의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제6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보호
㈏ 제22조 제6항의 숙련 남자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않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에 적합한 보호

제7조
급여사유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치료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필요성 및 소정의 조건하에서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필요성
㈏ 상병에 기인하고 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근로불능으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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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MEDICAL CARE
Article 8
Each Member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subject to prescribed
conditions, the provision of medical care of a curative or preventive
nature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Article 7.
Article 9
The medical care referred to in Article 8 shall be afforded with a view to
maintaining, restoring 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erson protected
and his ability to work and to attend to his personal needs.
Article 10
The persons protected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Article 7 shall comprise-(a) all employees, including apprentices, and the wives and children of
such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the who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wives and children of persons in the said classes; or
(c) prescribed classes of residents constituting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all residents.
Article 11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2 is in force, the persons
protected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Article 7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25 per
cent of all employees, and the wives and children of employees in
the said class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and the wives and
children of employees in the said classes.
Article 12
Persons who are in receipt of a social security benefit for invalidity, old
age, death of the breadwinner or unemployment, and, where appropriate,
the wives and children of such persons, shall continue to be protect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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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 료 보 호
제8조
회원국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치료적 또는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제8조의 의료보호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수습중인 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그의 처와 자녀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경제활동
인구, 그 종류에 속하는 자의 처 및 자녀
㈐ 모든 거주자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거주자

제1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그 자의 처 및 자녀
㈏ 공업부문 사업장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그의 처 및 자녀

제12조
장해, 노령, 부양자의 사망 또는 실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적당한 경우에는 그의 처 및 자녀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해서
소정의 조건하에서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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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The medical care referred to in Article 8 shall comprise at least-(a) general practitioner care, including domiciliary visiting;
(b) specialist care at hospitals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such specialist care as may be available outside hospitals;
(c) the necessary pharmaceutical supplies on prescription by medical
or other qualified practitioners;
(d)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e) dental care, as prescribed; and
(f) medical rehabilitation, including the supply, maintenance and
renewal of prosthetic and orthopaedic appliances, as prescribed.
Article 14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2 is in force, the medical
care referred to in Article 8 shall comprise at least-(a) general practitioner care, including, wherever possible, domiciliary
visiting;
(b) specialist care at hospitals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wherever possible, such specialist care as may be available outside
hospitals;
(c) the necessary pharmaceutical supplies on prescription by medical or
other qualified practitioners; and
(d) hospitalisation where necessary.
Article 15
Where the legislation of a Member makes the right to the medical care
referred to in Article 8 conditional upon the fulfilment of a qualifying
period by the person protected or by his breadwinner,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qualifying period shall be such as not to deprive of the
right to benefit persons who normally belong to the categories of
persons protected.
Article 16
1. The medical care referred to in Article 8 shall be provid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2. Where a beneficiary ceases to belong to the categories of persons
protected, further entitlement to medical care for a case of sickness
which started while he belonged to the said categories may be
limited to a prescribed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26 weeks:
Provided that the medical care shall not cease while the beneficiary
continues to receive a sickness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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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8조의 의료보호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와 병원
외에서 행하는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 소정의 치과적 치료
㈓ 소정의 의학적 재활(보장구 및 정형외과적 치료장구의 지급․보수 및
갱신을 포함한다)
제1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의료보호에는 최소
한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의의 진료(가능한 경우에는 왕진을 포함한다)
㈏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료 및 가능한 경우
에는 병원 외에서 행하는 전문의의 진료
㈐ 의사 기타 자격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제의 지급
㈑ 필요한 경우의 입원

제15조
회원국의 법령이 제8조의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피보호자 또는
그 부양자가 자격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 자격기간의
조건은 통상적으로 피보호자의 종료에 속하는 자로부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제8조의 의료보호는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피보호자의 종류에 더이상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이 그 종류에 속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상병에 대해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는 26주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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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duration of medical care shall be extended for prescribed diseases
recognised as entailing prolonged care.
Article 17
Where the legislation of a Member requires the beneficiary or his
breadwinner to share in the cost of the medical care referred to in
Article 8, the rules concerning such cost sharing shall be so designed as
to avoid hardship and not to prejudice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and
social protection.

PART III. SICKNESS BENEFIT
Article 18
Each Member shall secure to the persons protected, subject to prescribed
conditions, the provision of sickness benefit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Article 19
The persons protected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specified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shall comprise-(a) all employees, including apprentic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stituting
not less than 75 per cent of the who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r
(c)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limits prescrib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4.
Article 20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2 is in force, the persons
protected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25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undertakings.
Article 21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shall be a periodical
payment and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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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의 기간은 장기의 의료보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상병에 대해서는 연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 수급자 또는 당해인의 부양자가 제8조의 의료비용을
분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칙은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의료적 및 사회 보호의 효과를 훼손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절 상 병 급 여
제18조
회원국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대해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수습중인 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 전경제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
㈐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자산이 제24조의 요건에 의한
소정의 한도를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

제20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피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모든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 공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의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근로자

제21조
제18조의 상병급여는 정기적 급부로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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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ere employees or class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re protected, be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ei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o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3;
(b) where all residents whose mean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are protected, be calculated in such a
manner a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4.
Article 22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at least 60 per cent of the total of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prescribed rules, and, where the persons protected are arranged in
classes according to their earnings, their previous earnings may be
calculated from the basic earnings of the classes to which they belonged.
3. A maximum limit may be prescribed for the rate of the benefit or for
the earning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provided that the maximum limit is fixed in such a way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e complied with where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are equal to or lower than the
wage of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4.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5.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6.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a) a fitter or turne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or
(c) a person whose earnings are such as to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earnings of 75 per cent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such
earnings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nual or shorter
periods as may be prescrib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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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가 근로자 또는 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 피보호자가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의 자산이 소정의 정도에 미달
하는 모든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24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

제22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제7조 ㈏호의 급여사유에 관한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의 종전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의 최소한 60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종전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피보호자가
그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종전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기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율 또는 급여의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소득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수급자의 종전소득이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과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그 최대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
어야 한다.
4. 수급자의 종전소득,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적용상 숙련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적인 숙련남자근로자
㈐ 모든 피보호자의 75퍼센트의 자의 소득과 같거나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소득은 1년 이하의 소정의 기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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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person whose earnings are equal to 125 per cent of the average
earnings of all the persons protected.
7.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s amended up to 1968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further amended, shall be used.
8.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 and 7 of this Article.
9. The wage of the skilled manual male employe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egislation,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8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Article 23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at least 60 per cent of the total of the
wage of an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2.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the benefit and any
family allowanc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same time basis.
3. For the other beneficiaries, the benefit shall bear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benefit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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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피보호자의 평균소득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7. 제6항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
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68년에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
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자근로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숙련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급여액과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제7조 ㈏의 급여사유에 관한 표준
수급자에 대해서 보통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합계액의 최소한 60
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2.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보통성인남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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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i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al machinery; or
(b) a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
5. The person deemed typical of unskilled labour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a person employed
in the major group of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male persons protected in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in the division comprising the
largest number of such persons;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Seventh Session on 27 August 1948, as amended up to 1968 and
reproduc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uch classification as
at any time further amended, shall be used.
6. Where the rate of benefit varies by region,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may be determined for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7. The wage of the ordinary adult male laboure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s of wages for normal hours of work fixed by
collective agreements, by or in pursuance of national legislation,
where applicable, or by custom, including cost-of-living allowances, if
any; where such rates differ by region but paragraph 6 of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he median rate shall be taken.
Article 24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a) the rate of the benef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
prescribed scale or a scale fix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n conformity with prescribed rules;
(b) such rate may be reduced only to the extent by which the other
means of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exceed prescribed substantial
amounts or substantial amounts fix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n conformity with prescribed rules;
(c) the total of the benefit and any other means, after deduction of
the substantial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be
sufficient to maintain the family of the beneficiary in health and
decency, and shall be not less than the corresponding benefi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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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
5. 제4항 ㈏호의 적용상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제7조의
급여사유로 보호받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피보호자의 최대다수를 포괄
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피보호자의 최대
다수를 포괄하는 중분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에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1968년까지 개정되었으며 차후 개정될 전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 성인 남자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거나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적 급부에 대해서는,
㈎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표 또는 권한있는 공공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급여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기타 자산의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 급여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호에서 규정하는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제23조의 요건에 따라 계산한 당해 급여를 하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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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if the total amount of sickness benefits paid under this Convention
exceeds by at least 30 per cent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which
would be obtained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and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of Article 19.
Article 25
Where the legislation of a Member makes the right to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conditional upon the fulfilment of a
qualifying period by the person protected,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qualifying period shall be such as not to deprive of the right to benefit
persons who normally belong to the categories of persons protected.
Article 26
1.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shall be granted
throughout the contingency: Provided that the grant of benefit may
be limited to not less than 52 weeks in each case of incapacity, as
prescribed.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2 is in force, the grant
of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may be limited to not
less than 26 weeks in each case of incapacity, as prescribed.
3. Where the legislation of a Member provides that sickness benefit is
not payable for an initial period of suspension of earnings, such
period shall not exceed three days.
Article 27
1.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person who was in receipt of, or
qualified for,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a funeral
benefit shall, under prescribed conditions, be paid to his survivors, to
any other dependants or to the person who has borne the expense of
the funeral.
2. A member may derogate from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re-(a)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Part IV of the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b) it provides in its legislation for cash sickness benefit at a rate of not
less than 80 per cent of the earnings of the persons protec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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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급여의 총액이 제23조 및 제19조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얻은 급여의 총액의 최소한 3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
에는 ㈐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회원국의 법령이 제18조의 상병급여의 수급권에 대해서 피보호자가 자격기간을
충족시킬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자격기간의 조건은 통상적
으로 피보호자의 종류에 속하는 자로부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1. 제18조의 상병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급여 지급기간은 소정의 각 근로불능에 대해서 52주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8조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은 소정의 각 근로불능에 대해서 26주를 하회하지 않는 소정의 기간
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국의 법령이 소득이 정지된 직후의 기간동안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1. 제18조의 상병급여의 수급자 또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다른
피부양자 또는 장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당해 회원국이 1975년 장해,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 제4절의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경우
㈏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이 피보자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에서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의 현금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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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majority of persons protected are covered by voluntary insurance
which is superv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and which provides
a funeral grant.

PART IV. COMMON PROVISIONS
Article 28
1. A benefit to which a person protected would otherwise be entitl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may be suspended to such extent as
may be prescribed-(a)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Member;
(b)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being indemnified for the
contingency by a third party, to the extent of the indemnity;
(c)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made a fraudulent claim;
(d) where the contingency has been caused by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the person concerned;
(e) where the contingency has been caused by the serious and wilful
misconduct of the person concerned;
(f) where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good cause, neglects to make
use of the medical care or the rehabilitation services placed at his
disposal, or fails to comply with rules prescribed for verifying the
occurrence or continuance of the contingency or for the conduct of
beneficiaries;
(g) in the case of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maintained at public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or service; and
(h) in the case of the sickness benefit referred to in Article 18,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in receipt of another social security
cash benefit, other than a family benefit, subject to the part of the
benefit which is suspended not exceeding the other benefit.
2. In the cases and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part of the benefit
otherwise due shall be paid to the dependants of the pers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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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의 과반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임의보험으로
장의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제4절 공 통 규 정
제28조
1. 이 협약에 따른 본래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정의
한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기간
㈏ 관계자자 급여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그 보상의 한도까지
㈐ 관계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급여사유가 관계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관계자가 자신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의료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혜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입증 또는
수급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8조의 상병급여의 경우 관계자가 공공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서비스의 비용으로 부양받고 있는 기간
㈕ 제18조의 상병급여의 경우 관계자가 가족급여 이외의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된 부분은 그 사회보장상의
현금급여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정의 경우에 소정의 한도내에서 본래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일부를
관계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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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1. Every claimant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in the case of refusal of
the benefit or complaint as to its quality or quantity.
2. Where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is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medical care, the right of appeal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replaced by a right to have a complaint concerning
the refusal of medical care or the quality of the care received
investigat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Article 30
1. Each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due provision
of the benefits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shall
take all measures required for this purpose.
2. Each Member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31
Where the administration is not entrusted to an institution regula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a) representatives of the persons protected shall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under prescribed conditions;
(b) national legislation shall, where appropriate, provide for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c) national legislation may likewise decide as to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uthorities.
Article 32
Each Member shall, within its territory, assure to non-nationals who
normally reside or work there equality of treatment with its own nationals
as regards the right to the benefit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rticle 33
1. A Member-(a)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without
availing itself of the exceptions and exclus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 and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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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1.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된 경우 또는 급여의 질․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제소권을 갖는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에게 의효보호의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소권은 의료보호의 거부 또는
의료보호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
1.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한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계있는 기관 및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이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에게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적당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통상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내국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수급권에 관한 내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1.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
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제2절 및
제3절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
제외가 이 협약의 기본적인 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 또는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예외 및 제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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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ich provides over-all higher benefits than tho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and whose total relevant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amounts to at least 4 per cent of its national
income, and
(c) which satisfies at least two of the three following conditions:
(i) it covers a percentag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is at least ten points higher than the percentage required
by Article 10, subparagraph (b), and by Article 19, subparagraph
(b), or a percentage of all residents which is at least ten points
higher than the percentage required by Article 10, subparagraph (c),
(ii) it provides medical care of a curative and preventive nature of
an appreciably higher standard than that prescribed by Article
13,
(iii) it provides sickness benefit corresponding to a percentage at
least ten points higher than is required by Articles 22 and 23,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such exist, make temporary
derogations from particular provisions of Parts II and III of
this Convention on condition that such derogation shall neither
fundamentally reduce nor impair the essential guarantees of this
Convention.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such a derogation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as regards such derogation and
any progress made towards complete application of the terms of the
Convention.
Article 34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a) contingencies which occurred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b) benefits in contingencies occurring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Member concerned in so far as the rights
to such benefits are derived from periods preceding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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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지출의 합계가 국민소득의 최소한 4펀센트에 달할 것
㈐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할 것
⑴ 제10조 ㈏호 및 제19조 ㈏호에서 요구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거나 제10조 ㈐호에서 요구하는 백
분율에 최소한 10퍼센트를 더한 백분율의 모든 거주자를 보호할 것
⑵ 제13조의 의료보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치료적 및 예방적 성질의
의료보호를 제공할 것
⑶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요구되는 백분율에 최소한 10퍼센틀 더한
백분율에 상당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
2. 제1항의 적용제외를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
하는 이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그 적용제외에 관한 자국의 법률의
현황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목적하에서 취해진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는 급여사유
㈏ 당해 회원국에 있어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
사유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해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서 유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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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FINAL PROVISIONS
Article 35
This Convention revises the Sickness Insurance (Industry) Convention,
1927, and the Sickness Insurance (Agriculture) Convention, 1927.
Article 36
1.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5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Part III of that Conven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Parts thereof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is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is Convention is binding on that Member and no declaration
under Article 3 is in force.
2.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on condition
that no declaration under Article 3 is in force, be deemed to
constitute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Part III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Parts thereof,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of the
said Convention.
Article 37
If any Convention which may be adopted subsequently by the Conference
concerning any subject or subject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so
provides, such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said Conven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ny Member having ratified the
said Convention as from the date at which the said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Member.

500 ❙ILO

Conventions

제130호 요양과 질병 급부 협약(1969년)

제5절 최 종 규 정
제35조
이 협약은 1927년 상병보험(공업) 협약 및 1927년 상병보험(농업) 협약을 개정
한다.
제36조
1. 제3조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7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 날로부터 동협약 제3절 규정 및 동협약의 다른 절의
관계규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회원국은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제2조에 따라 동협약 제3절의
규정 동협약의 다른절의 관계규정의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하는 협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에서 지정하는 이 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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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ISED UP TO 1969)

LIST OF MAJOR DIVISIONS, DIVISIONS AND MAJOR GROUPS
Major Divisions 1.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Division

Major group

11

Agriculture and Hunting
111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ion

112

Agricultural services

113

Hunting, trapping and game propagation

12

Forestry and Logging

13

121

Forestry

122

Logging

130

Fishing
Major Division 2. Mining and Quarrying

Division

Major group

21

210

Coal Mining

22

220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Production

23

230

Metal Ore Mining

29

290

Other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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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경제활동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1

농업 및 수렵업
111

농업 및 축산업

112

농업서비스업

113

수렵업

12

13

임업 및 벌목업
121

영림업

122

벌목업

130

어업
대분류 2. 광업 및 채석업

21

210

석탄광업

22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3

230

금속광업

29

290

기타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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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Division 3. Manufacturing
Division

Major group

31

Manufacture of Food, Beverages and Tobacco
311~312

Food manufacturing

313

Beverage industries

314

Tobacco manufactures

32

Textile, Wearing Apparel and Leather Industries
321

Manufacture of textiles

322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ootwear

323

Manufacture of leather and products of leather, leather
substitutes and
fur, except footwear and wearing apparel

324

Manufacture of footwear, except vulcanised or moulded
rubber or plastic footwear.
Manufacture of Wood and Wood Products, Including
Furniture

33
331

Manufacture of wood and wood and cork products,
except furniture

332

Manufacture of furniture and fixtures, except primarily
of metal
Manufacture of Paper and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34
341

Manufacture of paper and paper products

342

Printing, publishing and allied industries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etroleum,
Coal, Rubber and Plastic Product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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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Manufacture of industrial chemicals

352

Manufacture of other chemical products

353

Petroleum refineries

354

Manufacture of miscellaneous products of petroleum
and coal

355

Manufacture of rubber products

356

Manufacture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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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3. 제조업
31

음ㆍ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314

담배제조업

32

섬유ㆍ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322

의복제조업(신발류 제외)

323

가죽ㆍ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과 의복 제외)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및 플라스틱 신발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포함)

33
33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가구 제외)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금속제품 제외)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
351

산업용화합물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55

고무제품제조업

356

달리 분유되지 않는 플라스틱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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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ajor group
Manufacture of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except
Products of Petroleum and Coal

36
361

Manufacture of pottery, china and earthenware

362

Manufacture of glass and glass products

369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37

Basic Metal Industries
371

Iron and steel basic industries

372

Non-ferrous metal basic industries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38

39

381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382

Manufacture of machinery except electrical

383

Manufacture of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ppliances
and supplies

384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385

Manufacture of professional and scientific and
measuring and controlling equipment not elsewhere
classified, and of photographic and optical goods

390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Major Division 4. Electricity, Gas and Water

Division

Major group

41

410

Electricity, Gas and Steam

42

420

Water Works and Supply
Major Division 5. Construction

Division

Major group

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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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6
361

도기 ․ 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7

제1차금속산업
371

철강산업

372

비철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
381
382
383
384
385
39

390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기계제조업(전기 제외)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운수장비제조업
의류,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대분류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41

41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2

420

수도사업
대분류 5. 건설업

50

500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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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Division 6.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staurants and Hotels
Division

Major group

61

610

Wholesale Trade

62

620

Retail Trade

63

Restaurants and Hotels
631

Restaurants, cafés, and other eating and drinking
places

632

Hotels, rooming houses, camps and other lodging
places

Major Division 7.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Division

Major group

71

Transport and Storage

72

711

Land transport

712

Water transport

713

Air transport

719

Services allied to transport

720

Communication

Major Division 8. Financing, Insuranc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Division

Major group

81

810

Financial Institutions

82

820

Insurance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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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831

Real estate

832

Business service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833

Machinery and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Conventions

제130호 요양과 질병 급부 협약(1969년)

대분류 6. 도ㆍ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61

610

도매업

62

620

소매업

63

음식ㆍ숙박업
631
632

음식점업
숙박업

대분류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

운수 및 창고업
711

육상운수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72

통신업
대분류 8.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1

810

금융업

82

820

보험업

83

831

부동산업

832
833

용역업(기계 및 설비의 대여 및 리스 제외)
기계 및 설비의 대여업 및 리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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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Division 9.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Division

Major group

91

910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92

920

Sanitary and Similar Services

93

Social and Related Community Services
931

Education services

932

Research and scientific institutes

933

Medical, dental, other health and veterinary services

934

Welfare institutions

935

Business, professional and labour associations

939

Other social and related community services

94

Recre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941

Motion picture and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942

Libraries, museum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and other cultural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949

Amusement and recreational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95

Personal and Household Services

96

951

Repair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952

Laundries, laundry services, and cleaning and
dyeing plants

953

Domestic services

959

Miscellaneous personal services

960

International and Other Extra-Territorial Bodies

Major Division 0. Activities Not Adequately Defined
Division

Major group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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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1

910

공공행정 및 국방

92

920

위생 및 유사서비스

93

사회서비스업
931

교육서비스업

932

학술연구기관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934

사회복지기구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39

기타 사회서비스업

94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941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업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달리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문화서비스업

949
95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51
952

9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

기타 수선업
세탁 및 염색업

953

기사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서비스업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대분류 10. 분류불능산업

0

000

분류불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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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1

Minimum Wage Fixing Convention, 197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fourth Session on 3 June 1970, and
Noting the terms of the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Convention, 1928,
and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which have been widely
ratified, as well as of the Minimum Wage Fixing Machinery (Agriculture)
Convention, 1951, and
Considering that these Convention have played a valuable part in prot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age earners, and
Considering that the time has come to adopt a further instrument complementing
these Conventions and providing protection for wage earners against
unduly low wages, which, while of general application, pays special regard
to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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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협약

최저임금 결정 협약(1970년)
효력발생：1972년 4월 29일(51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합의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함
최저임금제의 수립ㆍ운용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조치를 받아야 함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 필요한 조치
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감독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0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4차 회기에서,
널리 비준되어 있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및 1951년 동일보수 협약과
1951년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의 규정을 인지에 주목하고,
이들 협약이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의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이들 협약을 보충하고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규정
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히 고려한 그 이상의 기준을
채택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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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inimum wage fixing machinery and related problems,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inimum Wage Fixing Convention, 1970: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establish a system of minimum wages
which covers all groups of wage earners whose terms of employment
are such that coverage would be appropriate.
2.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country shall, in agreement or after
full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determine the groups of
wage earners to be covered.
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groups of wage earners which may not have been covered in pursuance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not covering them,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positions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he groups not covered,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groups.
Article 2
1. Minimum wages shall have the force of law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batement, and failure to apply them shall make the person or
persons concerned liable to appropriate penal or other sanctions.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freedom
of collective bargaining shall be fully respected.
Article 3
The element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level of
minimum wages shall, so far as possible and appropriate in relation to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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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제도
및 관련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0년 6월 22일 채택
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보아
대상이 되기에 적절한 모든 임금근로자 그룹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합의하거나 또는 충분히 협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임금근로자 그룹 목록을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차후의 보고에서 해당 그룹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이 해당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
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저
임금의 적용을 해태하는 경우 관련자는 적절한 형벌이나 기타 제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 관행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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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nee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level of wages in the country, the cost of li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relative living standards of other social groups;
(b)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requirements of economic
development, levels of productivity and the desirability of attaining
and maintaining a high level of employment.
Article 4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create and/or
maintain machinery adapted to nation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whereby minimum wages for groups of wage earners covered in
pursuance of Article 1 thereof can be fixed and adjusted from time to
time.
2. Provision shall be mad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odification of such machinery, for full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or,
where no such organisations exist,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3. Wherever it is appropriate to the nature of the minimum wage fixing
machinery, provision shall also be made for the direct participation in
its operation of-(a) representatives of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or, where no such organisations exist,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on a basis of equality;
(b) persons having recognised competence for representing the general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appointed after full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and such consultation i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or practice.
Article 5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adequate inspection reinforced by other
necessary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all provisions relating to minimum wages.
Article 6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revising any existing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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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필요
㈏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 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임금근로자 그룹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대표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제도의 운용에 다음 각호의 사람
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일 때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

제5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조항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수단에 의해서 강화된 적절한 감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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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5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sixth Session on 2 June 1971, and
Noting the term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which provides for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and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these terms with respect
to workers' representative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protection and facilities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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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협약

근로자 대표 협약(1971년)
효력발생：1973년 6월 30일 (83개국 비준)

주요내용
국내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은 근로자 대표라는 이유로 당하는 해고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보호 대상은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 노조활동에의 참여을 포함하고, 기존 법령이나 단체협상, 혹은 기타
당사자간 합의된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가 이루어짐
근로자 대표들이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
협약내용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음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1년 6월 2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6차 회기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반노조적 차별대우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을 협약을 1971년 6월 23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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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shall enjoy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any act prejudicial to them, including dismissal, based on their
status or activities as a workers' representative or on union membership
or participation in union activities, in so far as they act in conformity
with existing laws or collective agreements or other jointly agreed
arrangements.
Article 2
1. Such facilities in the undertaking shall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as may be appropriate in order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functions promptly and efficiently.
2. In this connection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needs, size and
capabilities of the undertaking concerned.
3. The granting of such facilities shall not impai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undertaking concerned.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workers' representatives
means persons who are recognised as such under national law or
practice, whether they are-(a) trade union representatives, namely, representatives designated or
elected by trade unions or by members of such unions; or
(b) elected representatives, namely, representatives who are freely
elected by the workers of the undertaking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whose functions do not include activities which are recognised as
the exclusive prerogative of trade unions in the country concerned.
Article 4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court decisions may determine the type or types of workers' representatives
which shall be entitled to the protection and faciliti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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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기업의 근로자대표는 현행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노사합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나 노동조합활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를 포함한 그들에게
불리한 행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그러한 편의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에 국내 노사관계 제도의 특성 및 해당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그러한 편의제공은 해당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는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노동조합대표, 즉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이 지명하거나 선출한 대표일
수도 있고,
㈏ 선출된 대표, 즉 그 기업의 근로자들이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배타적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활동이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제4조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호 및 편의를 받을 권리를 가진 근로자대표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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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Where there exist in the same undertaking both trade union representative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wherever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existence of elected representatives is not
used to undermine the position of the trade unions concerned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to encourage co-operation on all relevant matters
between the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 trade unions concerned and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6
Effect may be given to this Convention throug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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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동일 기업내에 노동조합대표와 선출된 대표가 둘 다 존재할 경우, 선출된 대표의
존재가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의 지위를 훼손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
하고, 선출된 대표와 노동조합 및 그 대표간 모든 관련사항에 관한 협력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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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Age Convention, 1973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eighth Session on 6 June 1973,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Noting the terms of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1919,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the Minimum Age (Agriculture)
Convention, 1921, the 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1932,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Revised), 1937,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37, the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and the Minimum Age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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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호 협약

최저연령 협약(1973년)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
서는 안됨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 특수한 경우에서는
16세미만이어서는 안됨
이 협약은 일반교육ㆍ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및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해지는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일정유형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경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개별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73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8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이 허가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
(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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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the time has come to establish a general instrument on
the subject, which would gradually replace the existing ones applicable to
limited economic sector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total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thre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Article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pursue a national policy designed to ensure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to raise progressively the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or work to a level consistent with the fullest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young persons.
Article 2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specify, in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a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or work within its territory and on means of
transport registered in its territory; subject to Articles 4 to 8 of this
Convention, no one under that age shall be admitted to employment
or work in any occupation.
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y
further declarations, that it specifies a minimum age higher than that
previously specified.
3. The minimum age specified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less than the age of completion of compulsory
schooling and, in any case, shall not be less than 15 year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Member whose economy and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sufficiently
developed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initially specify a minimum
age of 1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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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근로의 전면적인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협약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동 주제에 대한 일반적 협약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3년 최저연령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3년 6월 26일에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고용이나 근로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연소자들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자국영토 및
자국 영역에 등록된 운송수단에서의 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최저연령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업에도 고용되거나 근로를 시켜
서는 안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후 추가적 선언에 의해 이전에 명시한 연령
보다 높은 최저연령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하회하여
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부터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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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ach Member which has specified a minimum age of 14 years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clud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a) that its reason for doing so subsists;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provisions in
question as from a stated date.
Article 3
1. The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any type of employment or work
which by its nature o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carried out is
likely to jeopardise the health, safety or morals of young persons
shall not be less than 18 years.
2. The types of employment or work to whic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lies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authorise employment or work as from
the age of 16 years on condition that the health, safety and morals of
the young persons concerned are fully protected and that the young
persons have received adequate specific instruction or vocational
training in the relevant branch of activity.
Article 4
1. In so far as necessar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may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limited categories
of employment or work in respect of which special and substantial
problems of application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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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한 사유가 존속한다는 것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일정 기일 이후에는 포기한다는 것

제3조
1.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류의 고용과 근무가 허용되는 최저
연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안된다.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용이나 근무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활동
부문에 있어서 적절한 특별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16세부터의 고용이나 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하고도 상당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제한된 범주의 고용이나 근무를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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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its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categories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he categories ex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categories.
3. Employment or work covered by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pursuance of
this Article.
Article 5
1. A Member whose economy and administrative facilities are insufficiently
developed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initially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2. Each Member which avails itself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specify, in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the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types of undertakings to which
it will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3.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as a minimum to
the following: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and water; sanitary services;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and plantations and other agricultural undertakings
mainly producing for commercial purposes, but excluding family and
small-scale holdings producing for local consumption and not
regularly employing hired workers.
4. Any Member which has limit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 pursuance of this Article-(a)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general position as
regards the employment or work of young persons and children
in the branches of activity which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nd any progress which may have
been made towards wide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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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범주를 그 제외사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한 범주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현황 및 그 범주에 관하여 협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 또는 이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조에 규정한 고용이나 근무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에 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제활동 부문 또는 기업의 범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분야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 위생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
업, 농장 및 기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농업부문 사업장. 다만,
지역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족회사 및 소규모 회사로 근로자를
주기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한 보고서에,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경제활동 부문에서의 연소자 및 아동의 고용이나 근로에 관한
일반 현황 및 이 협약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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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y at any time formally extend the scope of application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rticle 6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work done by children and young
persons in schools for general, vocational or technical education or in
other training institutions, or to work done by persons at least 14 years
of age in undertakings, where such work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and is an integral part of-(a) a course of education or training for which a school or training
institution is primarily responsible;
(b) a programme of training mainly or entirely in an undertaking,
which programme has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 a programme of guidance or orientation designed to facilitate the
choice of an occupation or of a line of training.
Article 7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ermit the employment or work of
persons 13 to 15 years of age on light work which is-(a) not likely to be harmful to their health or development; and
(b) not such as to prejudice their attendance at school, thei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orientation or training programme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ir capacity to benefit
from the instruction received.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also permit the employment or
work of persons who are at least 15 years of age but have not yet
completed their compulsory schooling on work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activities in which
employment or work may be permitted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nd shall prescribe the number of hours during which and
the conditions in which such employment or work may be under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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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라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선언을 통해 이 협약의 적용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및 연소자에 의하여 일반교육,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행해지거나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해진 근로, 또는 기업에서 14세 이상의 사람에
의해 행해진 근로에 대해서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또한
다음 각호의 불가결한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주로 책임을 지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
㈏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대체로 또는 전면적으로 기업 내에서 실시
되는 훈련과정
㈐ 직업 또는 훈련 과정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도 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7조
1.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의 고용 또는 근로를 허용 할 수 있다.
㈎ 그들의 건강이나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 그들의 학교 출석,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에
참여, 습득한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2. 국내법령은 제1항 ㈎호 및 ㈏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에 대해
서는 의무교육을 아직 마치지 않은 15세 이상의 사람의 고용 또는 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이나 근로가 허용
되는 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고용이나 근로가 행해지는 시간 및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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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
Member which has availed itself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2 may, for as long as it continues to do so, substitute the ages
12 and 14 for the ages 13 and 15 in paragraph 1 and the age 14 for
the age 15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8
1.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the competent authority may, by permits
granted in individual cases, allow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employment or work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for
such purposes as participation in artistic performances.
2. Permits so granted shall limit the number of hours during which and
prescribe the conditions in which employment or work is allowed.
Article 9
1.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penalti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fin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giving
effect to the Convention.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the registers or other documents which shall be kept and made
available by the employer; such registers or documents shall contain
the names and ages or dates of birth, duly certified wherever possible,
of persons whom he employs or who work for him and who are less
than 18 years of age.
Article 10
1. This Convention revises, on the terms set forth in this Article,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1919,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the Minimum Age (Agriculture) Convention, 1921, the
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1932,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Revised), 1937,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37, the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and the
Minimum Age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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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원용을 계속하는 동안 제1항의 13세 및 15세를 12세 및 14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5세를 14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허가를 교부함으로써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이나 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허용시 고용 또는 근로의 시간 및 조건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제공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보관하여야 하는 명부
또는 기타 서류를 규정하여야 한다. 그 명부 또는 서류는 해당 사용자가
고용하거나 그들 위하여 근로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이름과 나이 또는
가능한 경우 정식으로 증명된 생년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하에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
(해상)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
(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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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close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Revised), 1937,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37, the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or the Minimum Age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to
further ratification.
3.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1919,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the Minimum Age (Agriculture) Convention, 1921,
and the 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 shall
be closed to further ratification when all the parties thereto have
consented to such closing by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by a
declaration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4. When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are accepted-(a)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Revised), 1937, and a minimum age of not less than
15 years is specified in pursuance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this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b) in respect of non-industrial employment as defined in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1932,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at Convention, this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c) in respect of non-industrial employment as defined in the Minimum
Age (Non-Industrial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37,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at Convention, and a minimum age
of not less than 15 years is specified in pursuance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this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d) in respect of maritime employment,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and
a minimum age of not less than 15 years is specified in pursuance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or the Member specifies that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applies to maritime employment, this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e) in respect of employment in maritime fishing,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e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and
a minimum age of not less than 15 years is specified in pursuance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or the Member specifies that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applies to employment in maritime
fishing, this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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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된 후에도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의
비준을 끝내서는 안된다.
3.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
(농업) 협약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은 이 협약의 비준에
의하여 또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선언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
들이 그러한 협약의 비준을 종결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비준 마감
한다.
4.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상의 의무가
㈎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은 법률적
으로 즉각 폐기된다.
㈏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서 규정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 명시된 비공업부문
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법률적
으로 즉각 폐기된다.
㈑ 해상 고용에 관하여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
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해상 고용에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 1936년 최저연령
(해상) 협약(개정)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해상어업에 관하여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기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해상어업 고용에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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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y a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e Minimum Age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and a minimum age of not less than the
age specified in pursuance of that Convention is specified in
pursuance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or the Member specifies
that such an age applies to employment underground in mines in
virtue of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this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if and when this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5.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a) shall involve the denunciation of the Minimum Age (Industry)
Convention, 1919,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ereof,
(b) in respect of agriculture shall involve the denunciation of the
Minimum Age (Agriculture) Convention, 1921,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thereof,
(c) in respect of maritime employment shall involve the denunciation of
the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thereof, and of the Minimum Age (Trimmers and
Stokers) Convention, 192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ereof,
if and when this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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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기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의 효력에
의해 갱내 고용에 그러한 최저연령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5.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919년 최저연령
(공업)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 농업에 관하여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 해상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은 제10조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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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197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ninth Session on 5
June 1974, and
Noting the terms of the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0, and of the Benzen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1, and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protection against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ork of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 particular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ith whic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llaborate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regarding control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hazards caused by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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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호 협약

직업상 암 협약(1974년)
효력발생：1976년 6월 10일 (36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비준국이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결정해야하며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보호ㆍ감독조치ㆍ필요
정보ㆍ의학검사ㆍ실험ㆍ조사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4년 6월 5일
제59차 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의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협약 및 권고와 1971년의 벤젠협약 및 권고를
주목하고,
발암성물질 및 약품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타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암연구소의 관련된 규정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발암성 물질 및 약품에 기인되는 작업상의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4년의 작업상 암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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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periodically
determine the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to which occupational
exposure shall be prohibited or made subject to authorisation or
control, and those to which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2. Exemptions from prohibition may only be granted by issue of a
certificate specifying in each case the conditions to be met.
3. In making the determinations requir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latest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des of practice or guides which may be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s well as to information from other competent bodies.
Article 2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have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to which workers may be
exposed in the course of their work replaced by non-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or by less harmful substances or agents; in the
choice of substitute substances or agents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ir carcinogenic, toxic and other properties.
2.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nd the duration and degree of such exposure shall be reduced to the
minimum compatible with safety.
Article 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prescribe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otect workers against the risks of exposure to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nd shall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system of records.
Article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take steps so that
workers who have been, are, or are likely to be exposed to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re provided with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dangers involved and on the measures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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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또는 승인이나
통제되어야 하는 발암성물질 및 약품, 그리고 이 협약의 기타 규정이 적용
되는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금지의 예외는 각각의 경우마다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 증명서
발급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항에서 요구하는 물질 및 약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제
노동기구사무국에서 설정한 관행 관례집 또는 지침서에 실린 가장 최근의
정보 및 기타 해당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
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체 물질이나 약품
선정시에는 발암성, 중독성 및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발암성물질 또는 약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와 그와 같은 노출의 지속
기간 및 정도는 안전성과 부합하는 최소의 기준까지 줄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이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록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노출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과 취하여야 할 조치들에 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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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workers are provided with such medical examinations or
biological or other tests or investigations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thereafter as are necessary to evaluate their exposure and supervise
their state of health in relation to the occupational hazards.
Article 6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a) shall, by laws or regulations or any other method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specify the persons or
bodies on whom the obligation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sts;
(c) undertakes to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to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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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 그리고 고용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직업상의 위험과 관련된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생물학적 검사 및 기타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 법령이나 기타 국내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관련
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내 관행에 따라 본 협약의 준수의무를 수행할 사람 또는 단체를 명시
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감시기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감시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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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0

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 197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ninth Session on 5 June 1974, and
Noting that Article 26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ffirm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and
Noting further the provisions contained in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Recommendations on vocational training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s concerning the temporary release of workers, or the granting
to them of time off,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mes, and
Considering that the need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changing pattern of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calls for adequate arrangements for leave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meet new aspirations, needs and objectives of a social, econom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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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협약

유급교육휴가 협약(1974년)
효력발생：1976년 9월 23일 (34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에서는 비준국이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이행은 국내법령 ․ 단체협약 ․ 중재재정 그리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본 협약의 주요목적은 직업상ㆍ직무상 기술의 습득, 향상, 적용, 과학기술 발전에서
고용과 직업안정 촉진,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들의 적극
적인 참여, 근로자의 인적ㆍ사회적ㆍ문화적 발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이 정책은 각 국의 개발상황 및 특수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고용, 교육, 훈련 및 근로
시간 관련 일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사용자, 근로자 단체들과 관련 기관들은 해당 정책수립 및 실시에 협력해야
한다.
재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유급휴가는 인종․피부색ㆍ성별ㆍ종교ㆍ정치적 견해ㆍ국적ㆍ사회적 출신성분 등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유급교육휴가기간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다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근무
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4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9차 회의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유의하고,
직업훈련 및 근로자대표의 보호에 관한 현존의 국제노동기구 권고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교육계획 또는 훈련계획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취업면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제규정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관계의 변화 형태와 관련한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기술적․문화적 성격의 새로운 열망, 필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에 관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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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paid educational leave should be regarded as one means
of meeting the real needs of individual workers in a modern society, and
Considering that paid educational leave should be conceived in terms of a
policy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be implemented progressively
and in an effective manner,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paid
educational leave,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 1974:
Article 1
In this Convention, the term paid educational leave means leave granted to
a worker for educational purposes for a specified period during working
hours, with adequate financial entitlements.
Article 2
Each Member shall formulate and apply a policy designed to promote,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by
stages as necessary, the granting of paid educational leave for the
purpose of-(a) training at any level;
(b) general, social and civic education;
(c) trade union education.
Article 3
That policy shall be designed to contribute, on differing terms as
necessary-(a) to the acquisition, improvement and adaptation of occupational
and functional skills, and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job
security in condition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and structural change;
(b) to the compet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life of the undertaking and of the community;
(c) to the human, social and cultural advancement of workers; and
(d) generally, to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helping workers to adjust to contemporary requirements.

548 ❙ILO

Conventions

제140호 유급교육휴가 협약(1974년)

유급교육휴가가 현대사회에서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급교육휴가가 계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점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
으로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4년 유급교육휴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
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유급교육휴가’라 함은 근로시간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
상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유급교육휴가의 부여를 국내 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촉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3조
재2조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각종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에 기여할 것을 목적
으로 하여야 한다.
㈎ 직업 및 직무상 필요한 기능의 습득․향상․적응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구조적 변화의 상황하에서의 고용의 촉진 및 보장
㈏ 기업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 근로자의 인간적․사회적․문화적 향상
㈑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요구에 근로자를 적응시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의
계속 및 훈련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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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The policy shall take account of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the particular
needs of the country and of different sectors of activity, and shall be
co-ordinated with general policies concerning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policies concerning hours of work, with due
regard as appropriate to seasonal variations of hours of work or of
volume of work.
Article 5
The means by which provision is made for the granting of paid
educational leave may includ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and such other means as may be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6
The public authoritie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or bodies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shall be associated,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with the
formu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paid
educational leave.
Article 7
The financing of arrangements for paid educational leave shall be on a
regular and adequate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8
Paid educational leave shall not be denied to workers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Article 9
As necessary,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paid educational leave shall be
established-(a) where particular categories of workers, such as workers in small
undertakings, rural or other workers residing in isolated areas,
shift workers or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find it
difficult to fit into general arrangements;
(b) where particular categories of undertakings, such as small or seasonal
undertakings, find it difficult to fit into general arrangements, it
being understood that workers in these undertakings w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paid education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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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조의 정책은 국가와 각종 활동부문의 발전단계 및 특수한 필요를 고려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계절적 변동이 고려된 근로시간 관련정책뿐
아니라, 고용,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 정책과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훈련을 행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단체는 국내
사정 및 국내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유급교육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급교육휴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국내 관행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제8조
유급교육휴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수 있다.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 특수한 종류의 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유급
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소규모 기업, 계절적인 기업 등 특수한 종류의 기업으로서 일반적 유급
교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그러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교육휴가를 받을 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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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Conditions of eligibility for paid educational leave may vary according
to whether such leave is intended for-(a) training at any level;
(b) general, social or civic education; or
(c) trade union education.
Article 11
A period of paid educational leave shall be assimilated to a period of
effective servi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laims to social benefits
and other rights deriving from the employment relation, as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such other means as may be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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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급교육휴가의 요건은 그 휴가가 다음 각호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 모든 단계의 훈련
㈏ 일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 노동조합교육
제11조
유급교육휴가 기간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국내관행에 따른
기타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급여에 대한 청구권 기타 고용관계로
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확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유효 근무기간에 통합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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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Workers' Organisations Convention, 197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ieth Session on 4
June 1975, and
Recognising that the importance of rural workers in the world makes it urgent
to associate them wi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ction if their conditions
of work and life are to be permanently and effectively improved, and
Noting that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massive under-utilisation of land and labour and that this
makes it imperative for rural workers to be given every encouragement to
develop free and viable organisations capable of protecting and furthering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and ensuring their effective contribution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Considering that such organisations can and should contribute to the
alleviation of the persistent scarcity of food products i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and
Recognising that land reform i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n essential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work and life of rural workers
and that organisations of such workers should accordingly co-operate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form, and
Recall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in particular the Right of Association (Agriculture)
Convention, 1921,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which affirm the right of all workers, including
rural workers, to establish free and independent organisations, and the
provisions of numerous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pplicable to rural workers which call for the participation, inter alia, of
workers' organisations in their implementation, and
Noting the joint concer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pecialised agencies,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with land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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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협약

농촌근로자 조직 협약(1975년)
효력발생：1977년 11월 24일 (4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촌근로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영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향상되기 위하여는 경제․사회적 발달에
농촌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긴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막대한 토지와 노동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촌근로자들이 자유롭고 존속 가능한 단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회원의 보호와 이해증진 및
경제․사회적 발달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한 단체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식량생산부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개혁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따라서 그러한 근로자 단체가 토지개혁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촌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단체를 조직할 자유를 확인
해주는 현행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조항, 그 중에서도 특히 1921년의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및, 그리고 농촌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여러가지의 국제노동기구협약 및 권고, 그 중에
서도 특히 그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조직참여를 필요로 하는 제규정들을 상기
하고,
국제연합 및 특수기관, 특히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가 토지개혁
및 농촌개발에 공동으로 기울이고 있는 관심에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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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at the following standards have been framed in co-operation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with a
view to avoiding duplication, there will be continuing co-operation with that
Organisation and with the United Nations in promoting and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organisations of rural workers and their role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Rural Workers' Organisations Convention, 1975:
Article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types of organisations of rural workers,
including organisations not restricted to but representative of rural
workers.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ural workers means
any person engaged in agriculture, handicrafts or a related occupation
in a rural area, whether as a wage earner 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s a self-employed person such as a
tenant, sharecropper or small owner-occupier.
2. This Convention applies only to those tenants, sharecroppers or small
owner-occupiers who derive their main income from agriculture, who
work the land themselves, with the help only of their family or with
the help of occasional outside labour and who do not-(a) permanently employ workers; or
(b) employ a substantial number of seasonal workers; or
(c) have any land cultivated by sharecroppers or tenants.
Article 3
1. All categories of rural workers, whether they are wage earners or
self-employed,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d,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sation concerned, to join organisations, of their
own choosing without previous authorisation.
2.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shall be fully respected; rural
workers' organisations shall be independent and voluntary in character
and shall remain free from all interference, coercion or r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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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준들이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의 협력하에 만들어졌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들의 적용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 국제연합과의 협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
에서의 역할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농촌근로자조직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모든 유형의 농촌근로자 단체뿐만 아니라 농촌근로자의 대표가 참가
하고 있는 기타 단체에도 적용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농촌 근로자”란, 농업, 수공업 또는 농촌지역 관련업에 종사
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금근로자 및 본조 제2항의
제규정에 따라 차지인(借地人), 소작농 또는 소규모 자작농등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2. 이 협약은 농사가 주소득원이며 단지 자신의 가족만의 도움이나 간혹 외부
근로자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작농이나 소규모 자영농, 차지인에게만 적용된다.
㈎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자 또는
㈏ 상당한 수의 계절적 근로자를 고용하는자, 또는
㈐ 소작농이나 차지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

제3조
1. 모든 종류의 농촌근로자는, 그들이 임금근로자이건 자영근로자이건 상관없이,
관련된 단체법에 따라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단체에 사전승인 없이 가입할
권리를 같는다.
2.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농촌 근로자단체는 성격상 독립적
이며 자발적인 단체이어야 하며 어떠한 간섭이나 강제 또는 강압으로
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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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cquisition of legal personality by organisations of rural workers
shall not be made subject to conditions of such a character as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4. In exercising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rural work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like other persons or organised
collectivities, shall respect the law of the land.
5. The law of the land shall not be such as to impair, nor shall it be so
applied as to impair,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4
It shall be an objective of national policy concerning rural development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n a voluntary basis, of
strong and independent organisations of rural workers as an effective
means of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rural workers, without discrimination
as defined in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in the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Article 5
1. In order to enable organisations of rural workers to play their role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adopt and carry out a policy of active encouragement
to these organisations, particularly with a view to eliminating obstacles
to their establishment, their growth and the pursuit of their lawful
activities, as well as suc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discrimination
against rural workers' organisations and their members as may exist.
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ensure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do not, give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rural sector, inhibit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rural workers'
organisations.
Article 6
Steps shall be taken to promote the widest possible understanding of the
need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rural workers' organisations and of
the contribution they can make to improv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general conditions of work and life in rural areas as well as to increasing
the national income and achieving a better distribu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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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근로자 단체가 법인격을 습득하는 것이 본조 전항의 제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격등의 조건에 따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농촌근로자 및 그들의 단체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같이 자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
5. 국내법은 본조에서 보장하는 제규정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각국의 농촌개발관련 정책의 목적은, 농촌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1958년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 사회적 발전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농촌근로자단체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5조
1. 농촌근로자단체가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채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의 수립, 성장 및 합법적인 활동의
장애물과 농촌근로자단체나 그 회원들에게 있을 지도 모르는 법적, 행정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농촌부문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법령이 농촌근로자단체의 설립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농촌근로자단체 성장의 필요성 및 농촌의 고용증대 및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생활향상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로인한 국민 총수입의
증대와 좀더 나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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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ieth Session on 4 June 1970,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ocational guidance and vocational training,
which is the six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1975:
Article 1
1. Each Member shall adopt and develop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olicies and programmes of vocational guidance and vocational
training, closely linked with employment, in particular through public
employment services.
2. These policies and programmes shall take due account of -(a) employment needs, opportunities and problems, both regional and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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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협약

인적자원 개발 협약(1975)
효력발생：1977년 7월 19일 (67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수요 및 기회, 한 국가의 발전수준 및 그 밖의 경제․사회․문화적 목표
등의 영향요인과 개개인의 능력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비차별주의의 원칙, 후속교육 및
훈련체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번째 의제인 인적자원 의제 : 작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5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회원국은 특히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하여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지도와
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발전시켜야 한다.
2. 상기 정책과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적․전국적 차원에서의 고용 수요, 기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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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stage and level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c)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bjectives.
3. The policies and programmes shall be pursued by methods that are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4. The policies and programmes shall be designed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to understand an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o
influence the working and social environment.
5. The policies and programmes shall encourage and enable all persons,
on an equal basis and without any discrimination whatsoever, to
develop and use their capabilities for work in their own best interest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aspirations, account being taken of
the needs of society.
Article 2
With the above ends in view,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d develop
open, flexible and complementary systems of general,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and vocational
training, whether these activities take place within the system of formal
education or outside it.
Article 3
1. Each Member shall gradually extend its systems of vocational guidance,
including continuing employment inform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the broadest possible guidance
are available to all children, young persons and adults, including
appropriate programmes for all handicapped and disabled persons.
2. Such information and guidance shall cover the choice of an
occup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relate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employment prospects, promotion prospects,
conditions of work, safety and hygiene at work, and other aspects of
working life in the various sector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y and at all levels of responsibility.
3. The information and guidance shall be supplemented by information
on general aspects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ll concerned under labour law; this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aking into
account the respective functions and tasks of the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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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단계 및 수준
㈐ 인적자원개발과 기타 경제·사회·문화적 목적과의 상호관계
3.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국내여건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근로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각 개인의 이해력과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이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포부에 따라 자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2조
앞 항에 기술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정규교육 제도 내에서나 제도 밖에서,
회원국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일반·기술·직업 교육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제도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장애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이 이용가능한 종합적인 정보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취업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을 포함한 직업지도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2. 이와 같은 정보제공과 직업지도에는 직업의 선택, 직업훈련 및 관련된
교육의 기회, 취업현황 및 취업전망, 승진전망, 근무조건, 작업장의 안전
및 위생상태, 경제·사회·문화 활동의 여러 부문과 모든 책임수준에서의
직장생활의 단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보와 직업지도에는 단체협약과 노동법의 모든 관련 권리와 의무의 일반적
측면에 대한 정보가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각의 기능과 임무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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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Each Member shall gradually extend, adapt and harmonise its vocational
training systems to meet the needs for vocational training throughout
life of both young persons and adults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and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nd at all levels of skill and responsibility.
Article 5
Policies and programmes of vocational guidance and vocational training
shall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in co-operation with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nd,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with other intereste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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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국은 모든 경제부문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의 모든 기술 및 책임 단계에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를 평생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직업
훈련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조절·조화 시켜야 한다.
제5조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
협력하여, 다른 관련 기구와 함께,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제6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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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3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ieth Session on 4
June 1975, and
Considering tha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ssigns to it the task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workers when employ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ir ow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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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협약

이주근로자(보충규정) 협약(1975년)
효력발생：1978년 12월 9일 (23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각각 두 부분에서 남용상황에 놓인 이주민 문제와 기회와 처우균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선언문에 의거하여 어느 한 부분의 제외를
인정할 수 있다.
1부에서는 남용 상황에 처한 이민 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이민 근로자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1부에서는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 근로자들의 존재여부와 국제협약이나 국내법령에 저촉되는 이민 근로자들의 고용
운동단체가 국내영토를 떠나거나 경유하거나 혹은 들어오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국내ㆍ외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민 근로자들의 은밀한 또는 불법 고용운동을
차단하고 이민 근로자들의 불법 또는 은밀한 고용운동을 방지하며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이 문제에 관한 조직적인 접촉과 정보의 교류가 다른 국가들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적ㆍ
민사상ㆍ형사상 제재조치가 정의되고 적용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직 이민 근로자와 불법적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958년 차별관련 조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2부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고용과 직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문화권 및 개별, 단체의 자유에 있어서 균등 처우를 촉진ㆍ보장하는
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에게 각 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운용하는 재량권을 주면서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고용의 균등기회에 관한 일정한 제한요소들(2년이하의 합법적 거주
기간 이후의 취업의 자유로운 선택, 자격증 및 학위의 인정, 국가의 이익에 필요할 경우
취업 및 기능의 제한적 습득)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5년 6월 4일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 국제노동기구가 “근로자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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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reaffirms, among the
principles on which the Organisation is based, that "labour is not a
commodity", and that "poverty anywhere constitutes a danger to prosperity
everywhere", and recognises the solemn obligation of the ILO to further
programmes which will achieve in particular full employment through "the
transfer of labour, including for employment ...",
Considering the ILO World Employment Programme and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4, and emphasising the need
to avoid the excessive and uncontrolled or unassisted increase of migratory
movements because of their negative social and human consequences, and
Considering that in order to overcome underdevelopment and structural
a n d chronic unemployment, the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increasingly
stress the desirability of encouraging the transfer of capital and technology
rather than the transfer of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and
requests of these countries in the reciprocal interest of the countries of
origin and the countries of employment, and
Considering the right of everyon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enter his own country, as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Revised), 1949, in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Underdeveloped Countries) Recommendation, 1955, in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4, in the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48, and in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 which deal with such matters as the
regulation of the recruitment, introduction and placing of migrant workers, the
provision of accurate information relating to migration, the minimum conditions
to be enjoyed by migrants in transit and on arrival, the adoption of an active
employment policy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se matters, and
Considering that the migration of workers due to conditions in labour
markets should take plac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official agencies for
employment or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in particular those permitting free circulation of work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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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선언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초로 되어 있는 기본원칙 중에서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와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숭고한 의무가 “고용을 포함한 노동의 이전”을 통하여
특히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964년의 국제노동기구 고용 프로그램 및 고용정책협약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간적 결과로 인하여 과도하고 통제되지 않거나 또한 보조가
없는 이민근로자의 이동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개발과 구조적인 만성 실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가 근로자의 이동
보다는, 근로자의 출신국과 취업국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요구와
요청에 부합하는, 자본과 기술이전을 고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대로
고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라도 출국하거나 또는 입국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민근로자 모집, 소개 및 취업알선에 대한 규칙, 이민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민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여행중의 그리고 도착시의 최저조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및 국제협력 채택등을 다룬 1949년의 취업
이민협약 및 권고(개정), 1955년의 이민근로자(개발도상국) 보호 권고, 1964년의
고용정책협약 및 권고, 1948년의 직업안정조직협약 및 권고, 1949년의 유료직업
소개소협약(개정)에 명시된 제규정들을 상기하고,
근로시장의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이주가 공식취업기관의 관장하에 또는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특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는 협정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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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illicit and clandestine trafficking in
labour calls for further standards specifically aimed at eliminating these
abuses,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 which require ratifying Members to apply to immigrants
lawfully within their territory treatm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y apply to their nationals in respect of a variety of matters which it
enumerates, in so far as these are reg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or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Recalling that the definition of the term "discrimination" in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does not mandatorily
include distinctions on the basis of nationality, and
Considering that further standards, covering also social security, are
desirable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nd, with regard to matters reg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or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ensure
treatment at least equal to that of nationals, and
Noting that, for the full success of action regarding the very varied
problems of migrant workers, it is essential that there b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specialised agencies, and
Noting that, in the framing of the following standards, account has been
taken of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other specialised agencies
and that, with a view to avoiding duplication and to ensuring appropriate
co-ordination, there will be continuing co-operation in promoting and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igrant worker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upplementing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 and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570 ❙ILO

Conventions

제143호 이주근로자(보충규정) 협약(1975년)

불법적이고 은밀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1949년의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개정)이 각 회원국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민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사항이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
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한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1958년의 고용 및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차별대우”
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민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어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까지 포함하는 보다 높은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민근로자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룰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국제연합과 기타 다른 전문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제연합과 기타 다른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중복을 피하고 적절한 협조를 보장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을
추진 및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본 회기의 의사일정의 다섯번째 의제인 이민근로자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1949년의 이민근로자 협약(개정)과 1958년의 차별대우
(고용 및 취업)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5년의 이주근로자(보충규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5년 6월 24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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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rticle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resp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rticle 2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systematically
seek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illegally employed migrant
workers on its territory and whether there depart from, pass through
or arrive in its territory any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in which the migrants are subjected during their journey, on arrival or
during their period of residence and employment to conditions
contravening relevant international multilateral or bilateral instruments
or agreements, or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fully consulted and enabled to furnish any information in their
possession on this subject.
Article 3
Each Member shall adopt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both within its jurisdiction an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s-(a) to suppress clandestine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and
illegal employment of migrants, and
(b) against the organisers of illicit or clandestine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departing from, passing through or
arriving in its territory, and against those who employ workers
who have immigrated in illegal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and to eliminate the abuse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Article 4
In particular, Member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at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level, for systematic contact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with other States,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rticle 5
One of the purposes of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s 3 and 4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hat the authors of manpower trafficking can be
prosecuted whatever the country from which they exercise thei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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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악용되는 조건에서의 이주
제1조
본 협약이 시행되는 각 회원국은 모든 이민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1. 본 협약이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근로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자국의 영토를 출발, 경유 및 입국시 취업
이민대상자의 행동이 또는 거주 및 취업기간동안의 행위가 해당 쌍무,
다자간 협정이나 제도 또는 국내법 및 규칙에 위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2. 노사 대표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하에 본
협약의 제2조에 언급된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
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업을 위한 은밀한 이주 및 불법취업을 금지한다.
㈏ 이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에서의 출발, 경유, 입국등 취업을 위한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이민자 고용을 금지한다.

제4조
회원국은 특히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대표와의 협의하에 이민근로자에
관하여 국가적인 그리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인 연락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협약의 제3조와 4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행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불법 취업
이민알선업자를, 그들의 활동무대가 어느 국가이건 간을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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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Provision shall be made under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detection of the illegal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and
for the definition and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civil and
penal sanctions, which include imprisonment in their range, in respect
of the illegal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respect of the
organisation of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defined as
involving the abuse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and
in respect of knowing assistance to such movements,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2. Where an employer is prosecuted by virtue of the provision made in
pursuance of this Article, he shall have the right to furnish proof of
his good faith.
Article 7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nd designed to prevent and eliminate
the abuses referred to above,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taking
initiatives for this purpose shall be recognised.
Article 8
1. On condition that he has resided legally in the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the migrant worker shall not be regarded as
in an illegal or irregular situation by the mere fact of the loss of his
employment, which shall not in itself imply the withdrawal of his
authorisation of residence or, as the case may be, work permit.
2. Accordingly, he shall enjoy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in
respect in particular of guarantees of security of employment,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employment, relief work and retraining.
Article 9
1. Without prejudice to measures designed to control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by ensuring that migrant workers enter
national territory and are admitted to employment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migrant worker shall, in cases
in which these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respected and in
which his position cannot be regularised, enjoy equality of treatment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 respect of rights arising out of past
employment as regards remuneration, social security and other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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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 불법취업 이민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본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악용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된 이민 근로자의 불법취업, 이민취업을 위한
알선행위, 이윤을 위하여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민을 알면
서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인 제재 조치를 적용
및 정의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거 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이 조를 시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을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위에서 언급된 악용사례를 방지 및 제거하고 본 협약에서 언급된 법령 및 기타
조치에 관하여 대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두 단체 대표가 주도권을 잡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안다.
제8조
1. 이민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회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해당 이민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불법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취업
상실 자체가 해당 이민근로자의 거주권 박탈을 의미하여서는 안된다.
2. 따라서 이민근로자는 특히 고용안정보장, 대체고용제공, 실업구제사업 및
재훈련 등에 관하여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9조
1. 이민근로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회원국의 영토내에 입국하고 취업이 인가
되도록 함으로써 취업이민을 통제하는 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이민근로자는
이러한 법령이 존중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경우, 보수, 사회보장 및 기타 급여는 과거 취업에 기인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ILO 주요협약❙ 575

C143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2. In case of dispute about the right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worker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his case
to a competent body, either himself or through a representative.
3. In case of expulsion of the worker or his family, the cost shall not be
borne by them.
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Members from giving
persons who are illegally residing or working within the country the
right to stay and to take up legal employment.

PART II.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Article 10
Each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declare
and pursue a national policy designed to promote and to guarantee,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of
social security, of trade union and cultural rights and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freedoms for persons who as migrant workers or as members
of their families are lawfully within its territory.
Article 11
1. For the purpose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the term migrant
worker means a person who migrates or who has migra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ith a view to being employed otherwise than on
his own account and includes any person regularly admitted as a
migrant worker.
2.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a) frontier workers;
(b) artistes and members of the liberal professions who have entered
the country on a short-term basis;
(c) seamen;
(d) persons coming specifically for purposes of training or education;
(e) employees of organisations or undertakings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who have been admitted temporarily to that
country at the request of their employer to undertake specific
duties or assignments, for a limited and defined period of time,
and who are required to leave that country on the completion of
their duties or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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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 제1항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자신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민근로자 또는 가족이 추방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그들이 부담해서는
아니된다.
4.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비합법적으로 거주
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할 권리와 합법적인 취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

제Ⅱ부 동등한 기회 및 대우
제10조
이 협약을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국내 상황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써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고용 및 취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및 문화적인 권리와 개인의 자유 및 집단
적인 자유에 관한 동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선언하고 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1. 본 협약의 제Ⅱ부의 목적상, “이민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이 아닌 기타형태의
고용을 목적으로 자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자
로서 정기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를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경근로자
㈏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예술가로서 단기간 입국한 자
㈐ 해원
㈑ 훈련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운영되는 조직이나 기업의 고용인으로서 특수한
임무 또는 업무를 맡기 위하여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
한정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로써 해당 임무의 완료와
함께 출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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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Each Member shall,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a) seek the co-operation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nd
other appropriate bodies in promoting the acceptance and observance
of the policy provided for in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b) enact such legislation and promote such educational programmes as
may be calculated to secure the acceptance and observance of the
policy;
(c) take measures, encourage educational programmes and develop
other activities aimed at acquainting migrant workers as fully as
possible with the policy,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nd with
activities designed to give effective assistance to migrant worker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for their protection;
(d) repeal any statutory provisions and modify any administrative
instructions or practic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e)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formulate and apply a social policy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which enabl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share in advantages enjoyed by its nationals
while taking account, without adversely affec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such special needs as
they may have until they are adapted to the society of the country
of employment;
(f) take all steps to assist and encourage the effor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preserve their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and
their cultural ties with their country of origin, including the possibility
for children to be given some knowledge of their mother tongue;
(g) guarantee equality of treatment, with regard to working
conditions, for all migrant workers who perform the same activity
whatever might be the particula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Article 13
1. A Member ma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which fall within its
competence and collaborate with other Members to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of the families of all migrant workers legally residing in
its territory.
2. The members of the family of the migrant worker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are the spouse and dependent children, father and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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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각 회원국은 국내상황 및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10조에 기술된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그리고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 그러한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령을 입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촉진시켜야 한다.
㈐ 이민근로자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에 대하여 이민근로자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즉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활동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잇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기타 다른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책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적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나 관행을
수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인 단체와의 협의하에 이민근로자가 취업국의
사회생활에 적응될 때까지 필요한 특수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내국인이 누리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회정책을
고안하고 적용시켜야 한다.
㈓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이 자신의 국적과 민족성 및 고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그 자녀가 모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원조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민근로자가, 그들의 취업조건이 아무리 특수
하던간에,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민근로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이민근로자의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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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A Member may-(a) make the free choice of employment, while assuring migrant
workers the right to geographical mobility, subject to the
conditions that the migrant worker has resided lawfully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for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or, if its laws or regulations provide for
contracts for a fixed term of less than two years, that the worker
has completed his first work contract;
(b) after appropriate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make regulations concerning recognition
of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cquired outside its territory,
including certificates and diplomas;
(c) restrict access to limited categories of employment or functions
where this is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the State.

PART III. FINAL PROVISIONS
Article 15
This Convention does not prevent Members from concluding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with a view to resolving problems arising from
its application.
Article 16
1. Any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exclude either Part I or Part II from its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2. Any Member which has made such a declaration may at any time
cancel that declaration by a subsequent declaration.
3. Every Member for which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in force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up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e Part excluded from its acceptance,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said provision and the reasons for which it has not yet included
them in its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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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국은,
㈎ 이민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정된 기간동안 취업을 목적
으로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서, 또는 법령이
2년 이하의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자가 첫번째 고용계약을 완료하였다는 조건하에서, 이민근로자에게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반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대표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쳐 자국 영토
밖에서 습득한 자격증 및 학위증을 포함한 취업상의 자격요건을 인정
하는 데 관한 규정을 만든다.
㈐ 당해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주의 직업이나 기능에
대하여는 취업이민을 제한한다.

제Ⅲ부 최 종 규 정
제15조
본 협약은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적용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또는 쌍무간 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Ⅰ부
또는 제Ⅱ부를 그 비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그와 같은 선언을 한 회원국은 그 선언을 추후 새로운 선언에 의하여 언제
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본 건의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이 시행중인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비준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한 국내법과 관행의 현황,
효력이 발생한 범위, 또는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제안
되었는지와 본 협약 수락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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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te Consultati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Convention,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first Session on 2 June 1976, and
Recall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in particular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and the Consultation (Industrial
and National Levels) Recommendation, 1960--which affirm the right of
employers and workers to establish free and independent organisations and
call for measures to promote effective consultation at the national level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s
well as the provisions of numerous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which provide for the consultation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on measures to give effect there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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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협약

삼자협의(국제노동기준) 협약(1976년)
효력발생：1978년 5월 16일 (125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정부ㆍ사용자ㆍ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사일정중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제안된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에 의거 협약 및 권고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보고서
- 미비준 협약 및 권고에 대한 재검토
-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할 보고서에 관한 제반
문제
- 비준된 협약의 폐기 제안
이러한 절차의 성격과 형식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협의 후에 국내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든 권한 있는 기관 내에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절차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6월 2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당국과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현행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60년 협의
(산업별 및 국가단위) 권고의 조건들을 상기하고, 그러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협의를 규정하는 많은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조항들을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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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considered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which is
entitled "Establishment of tripartite machinery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tripartite consultation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rst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Tripartite Consultati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Convention, 1976:
Article 1
In this Convention the term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means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enjoying the right
of freedom of association.
Article 2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operate procedures which ensure
effective consultation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et out in Article 5,
paragraph 1, below,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employers and of workers.
2. The nature and form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determined in each countr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and such procedure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Article 3
1. The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be freely chosen by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2.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represented on an equal footing on
any bodies through which consultations are undertaken.
Article 4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Appropriate arrangements shall be mad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for the financing of any necessary training of participants in
thes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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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체 설립”이라는 제목의 본
회의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를 고찰한 뒤,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와 관련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의 3자 협의(국제노동기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에서 “대표적인 단체”라는 용어는 결사의 자유권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를 의미한다.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아래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국제
노동기구 활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간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2. 본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절차의 특성과 형식은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고
그러한 절차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내 관행에 부합하도록 회원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3조
1. 본 협약에서 규정된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단체에 의해 자유로이 선정
되어야 한다.
2. 협의가 행해지는 어떠한 기구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응하게 대표
되어야 한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져야한다.
2. 이러한 절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 단체와 권한 있는 기관 간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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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1. The purpos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ultations on-(a) government replies to questionnaires concerning items on the
agenda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nd government
comments on proposed texts to be discussed by the Conference;
(b) the proposals to be mad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submiss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 the re-examination at appropriate intervals of unratified Conventions
and of Recommendations to which effect has not yet been given,
to consider what measures might be taken to promote their
implementation and ratification as appropriate;
(d) questions arising out of reports to be made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 proposals for the denunciation of ratified Conventions.
2. In order to ensure adequate consideration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ultation shall be undertaken at
appropriate intervals fixed by agreement, but at least once a year.
Article 6
When this is considered appropri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issue an annual report on the working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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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사일정의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제안된 안건에 대한 정부 의견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에 의거한 협약 및 권고 제출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제안
㈐ 비준되지 않은 협약 및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권고에 대하여 이러한 협약
및 권고의 이행 및 비준을 적절하게 촉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간격을 둔 재검토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할 보고서에
관한 질의
㈒ 비준된 협약의 폐기를 위한 제안
2.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간격을 두고, 다만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적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규정한 절차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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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of Employment (Seafarers)
Convention,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second Session on 13 October
1976, and
Having noted the terms of Part IV (Regularity of Employment and Income) of
the Employment of Seafarers (Technical Developments) Recommendation, 1970,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continuity of employment of seafarer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eigh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Continuity of Employment (Seafarers) Convention, 1976: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persons who are regularly available for
work as seafarers and who depend on their work as such for their
main annual incom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eafarers means persons
defined as such by national law or practice or by collective agreement
who are normally employed as crew members on board a sea-going
ship other than-(a) a ship of war;
(b) a ship engaged in fishing or in operation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or in whaling or in similar pursuits.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when ships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ship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4.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be
consulted on or otherwise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definitions in pursuance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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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협약

고용계속(선원) 협약(1976)
효력발생：1979년 5월 3일 (17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1970년의 선원고용(기술적 발전) 권고 제Ⅳ부(고용 및 수입의 규칙성)의 규정에
유의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의 고용계속(선원)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8일 채택
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선원으로서 항상 근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간 주된 수입을 선원
으로서의 근로에 의하여 얻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선원”이라 함은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하여 선원으로 정의되는 사람으로 다음 선박이외의 해양항행
선박에 통상적으로 승무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군함
㈏ 어로 혹은 이에 관련하는 작업 또는 포경,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3. 이 협약의 적용상 선박이 어떠한 경우에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 가는
국내법 또는 규칙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4.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2와 3에서 규정하는 정의 설정 및 개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또는 그 정의의 인정과 개정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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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In each member State which has a maritime industry it shall be
national policy to encourage all concerned to provide continuous or
regular employment for qualified seafarers in so far as this is
practicable and, in so doing, to provide shipowners with a stable and
competent workforce.
2. Every effort shall be made for seafarers to be assured minimum
periods of employment, or either a minimum income or a monetary
allowance, in a manner and to an extent depend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Article 3
Measures to achieve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might include-(a) contracts or agreements providing for continuous or regular employment
with a shipping undertaking or an association of shipowners; or
(b) arrangements for the regularisation of employment by means of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gisters or lists, by categories,
of qualified seafarers.
Article 4
1. Where the continuity of employment of seafarers is assured solely by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gisters or lists, these shall include
all occupational categories of seafarers in a manner determined by
national law or practice or by collective agreement.
2. Seafarers on such a register or list shall have priority of engagement
for seafaring.
3. Seafarers on such a register or list shall be required to be available
for work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 or practice or
by collective agreement.
Article 5
1. To the extent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permit, the strength of
registers or lists of seafarers shall be periodically reviewed so as to
achieve levels adapted to the needs of the maritime industry.
2. When a reduction in the strength of such a register or list becomes
necessary, all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or
minimise detrimental effects on seafarers, account being taken of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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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해운업을 갖고있는 각 회원국에서는, 실시할 수 있는 한, 자격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고용 계속 또는 상시 고용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선박
소유자에게 안정적이고 또한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권장하는 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한다.
2. 선원에 대하여 그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사정에 알맞게 최저의 고용기간
또는 최저의 수입 혹은 금전적 수당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제3조
앞 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해운회사 또는 선박소유자협회의 사이에 고용계속 또는 상시고용을 규정
하는 계약 또는 협약
㈏ 자격을 갖춘 선원의 직종별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함으로써
고용의 상시화를 위한 조치
제4조
1. 선원의 고용계속이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
되는 경우에는, 이들 등록부 또는 명부에는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모든 직종의 선원을 포함시킨다.
2.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3.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국내법, 국내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음이 요구된다.

제5조
1.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정수는 국내법 또는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해운업의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 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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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Each member State shall ensure that appropriate safety, health, welfare
and vocational training provisions apply to seafarers.
Article 7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except in so far as they are
otherwise made effective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in such other manner as may be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be given effect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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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회원국은 안전, 건강, 복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다.
제7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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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arers' Annual Leave with Pay Convention,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second Session on 13 October
1976,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revision of the Paid Vacations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1), in the light of, but not necessarily restricted to, the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1970 (No. 132), which is the second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nin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eafarers' Annual Leave with Pay Convention, 1976:
Article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they are not otherwise
made effective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court decisions, statutory wage-fixing machinery, or in such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given effect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ersons who are employed as seafarers.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eafarer means a person who
is employ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registered in a
territory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other than-(a) a ship of war;
(b) a ship engaged in fishing or in operation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or in whaling or similar pur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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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호 협약

어선원의 유급연차휴가 협약(1976년)
효력발생：1979년 6월 13일 (17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의 두번째 의제인 1949년 유급휴가(선원)협약(개정)(제91호)을
1970년 유급휴가협약(개정)(제132호)(다만, 반드시 이 협약에만 한정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개정하는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1976년 선원연차유급휴가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판결, 법정 임금결정제도 기타 국내사정으로
보아 국내관행에도 합치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는 한, 국내법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선원으로 고용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선원”이라 함은 자격에 관계없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 등록되어 있는 해양항행선박에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선박은 제외한다.
㈎ 군함
㈏ 어로나 직접 이에 관련있는 작업 또는 포경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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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which ships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ship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tend its application, with the modifications rendered
necessary by the conditions of the industry, to the person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seafarers by paragraph 2, subparagraph (b), of
this Article, or to certain categories thereof.
5. Each Member which exten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
pursuance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t the time of ratifying it
shall specify in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the categories
to which the application is extended and the modifications, if any,
rendered necessary.
6.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further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y a
declaration, that it exten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categories beyond those, if any, specified at the time of ratification.
7. In so far as necessary, measures may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a countr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to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limited categories of persons employed on board sea-going
ships.
8.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categories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s
3 and 7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he categories ex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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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상 어떤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을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 협의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노사 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의
협의로 2(나)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람 또는 그중
일정한 종류의 것에 대하여 그 산업의 상태에 따른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5. 이 협약의 비준에 있어서 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에 즈음하여 붙이는 선언에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종류의
것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그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에 즈음하여 선언에 명시한 종류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이 협약 적용
범위 확대를 통고할 수 있다.
7. 어느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관련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들 단체와 협의
하여 해상항행선박에 고용되어 있는 특정한 종류의 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3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한 종류의 자를 그 제외 이유를 부기하여 명시하고, 그 이후 보고에
있어서 제외한 종류의 자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아울러 이
협약이 그들 종류에 대하여 실시되는 정도 및 향후 실시 예정여부를 기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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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Every seafarer to whom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entitled to
annual leave with pay of a specified minimum length.
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specify the length
of the annual leave in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3. The leave shall in no case be less than 30 calendar days for one year
of service.
4.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y a
further declaration, that it specifies annual leave longer than that
specified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rticle 4
1. A seafarer whose length of service in any year is less than that
required for the full entitlement prescribed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entitled in respect of that year to annual leave with pay
proportionate to his length of service during that year.
2. The expression year in this Convention shall mean the calendar year
or any other period of the same length.
Article 5
1. The manner in which the length of service is calculated for the
purpose of leave entitle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2. Under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service off articles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of service.
3. Under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absence from
work to attend an approved maritime vocational training course or
for such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seafarer concerned as
illness, injury or maternity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of
service.
Article 6
The following shall not be counted as part of the minimum annual
leave with pay pr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3, of this Convention:
(a) public and customary holidays recognised as such in the country
of the flag, whether or not they fall during the annual leave with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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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원은 소정의 최소한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에 즈음하여 붙이는 선언에 연차
휴가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휴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일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이후 선언
으로 비준에 즈음하여 명시한 연차휴가보다 긴 연차휴가를 정하는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4조
1. 어느 해의 근무기간이 앞 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완전하게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미달하는 선원은 그 해에 대하여는 그
해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의 “연”이란 역년 또는 기타 이와 동일한 길이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
1. 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근무기간의 산정방법은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이를 정한다.
2. 계약외의 근무는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서 계산된다.
3. 인정된 해사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결근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 그 선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은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 인정된다.

제6조
다음 사항은 제3조 3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인정되
어서는 아니된다.
㈎ 연차유급휴가 기간과의 중복여부를 불문하고 각 국에서 인정되어
있는 공식적․관습적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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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eriods of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illness, injury or
maternity, under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c) temporary shore leave granted to a seafarer while on articles;
(d) compensatory leave of any kind, under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Article 7
1. Every seafarer taking the annual leave envisaged in this Convention
shall receive in respect of the full period of that leave at least his
normal remuneration (including the cash equivalent of any part of
that remuneration which is paid in kind), calculate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2. The amounts due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aid
to the seafarer concerned in advance of the leave,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in an agreement applicable
to him and the employer.
3. A seafarer who leaves or is discharged from the service of his
employer before he has taken annual leave due to him shall receive
in respect of such leave due to him the remune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8
1. The division of the annual leave with pay into parts, or the
accumulation of such annual leave due in respect of one year together
with a subsequent period of leave, may be author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n agreement applicable to the employer and the seafarer concerned,
the annual leave with pay prescribed by this Convention shall consist
of an uninterrupted period.
Article 9
In exceptional cases, provision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for the substitution
for annual leave due in virtue of this Convention of a cash payment at
least equivalent to the remun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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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질병과,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불가능 기간
㈐ 계약기간중 선원에게 주어지는 일시 상륙중의 휴가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모든
종류의 보상휴가

제7조
1. 이 협약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모든 선원은 그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현물지급되는 부분의 현금상당액을 포한한다)을 받는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은 국내법령이나 규칙 또는 그 선원 및 사용자
에게 적용되는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에 앞서서 그 선원에게
지불한다.
3. 자기에게 주어질 연차휴가를 받기 전에 퇴직하거나 또는 해고된 선원은
그 연차휴가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제8조
1.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또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주어질 연차유급휴가와 다음해 휴가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와 관련 사용자와 선원에 적용될 협약에 규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중단되지 아니
하는 기간으로 구성된다.

제9조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적절한 기관은 예외적으로 이 협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적어도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보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지급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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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1. The time at which the leave is to be taken shall, unless it is fixed by
regulation, collective agreement, arbitration award or other mean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be determined by the employer after
consultation and, as far as possible, in agreement with the seafarer
concerned or his representatives.
2. No seafarer shall be required without his consent to take annual
leave due to him at a place other than that where he was engaged or
recruited, whichever is nearer his home, except under the provisions
of a collective agreement or of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3. If a seafarer is required to take his annual leave from a place other
than that permitte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he shall be
entitled to free transportation to the place where he was engaged or
recruited, whichever is nearer his home, and subsistence and other
costs directly involved in his return there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employer; the travel time involved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annual leave with pay due to the seafarer.
Article 11
Any agreement to relinquish the right to the minimum annual leave with
pay pr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3, or--except as provided,
exceptionally, in pursuance of Article 9 of this Convention--to forgo such
leave, shall be null and void.
Article 12
A seafarer taking annual leave shall be recalled only in cases of extreme
emergency, with due notice.
Article 13
Effective measures appropriate to the manner in which effect is given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proper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or provisions concerning
annual leave with pay, by means of adequate inspection or otherwise.
Article 14
This Convention revises the Paid Vacations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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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 휴가를 받는 시기는 규칙,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의 관습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해당 선원 또는 그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어떤 선원도 단체협약,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연차휴가를 받을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선원이 연차휴가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외의 장소에서 받을
것을 요구받는 경우 그 선원은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까지의 교통비 및 그 장소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선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제3조 3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약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연차유급휴가중의 선원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적절한 통지에 의하여
송환될 수 있다.
제13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의 적절한 적용 및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실시방법에 적합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제14조
이 협약은 1949년 유급휴가(선원)협약(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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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7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second Session on 13 October 1976,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Seafarers' Engagement (Foreign Vessels)
Recommendation, 1958, and of the Social Conditions and Safety (Seafarers)
Recommendation, 1958,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ubstandard vessels, particularly those registered under flags of convenience,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nin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Article 1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cargo or passengers for the purpose of
trade or is employed for any other commercial purpose.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when ships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ship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3. This Convention applies to sea-going tugs.
4.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a) ships primarily propelled by sail, whether or not they are fitted
with auxiliary engines;
(b) ships engaged in fishing or in whaling or in similar pursuits;
(c) small vessels and vessels such as oil rigs and drilling platforms
when not engaged in navigation, the decision as to which vessels
are covered by this subparagraph to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country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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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호 협약

상선(최저기준) 협약(1976년)
효력발생：1981년 11월 28일 (56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6년 10월 13일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1958년 선원고용(외국선박) 권고와 아울러 1958년 사회적 조건 및 안전(선원)
권고의 규정을 상기하며,
이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기준이하의 선박 특히 편의치적선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며,
1976년 상선(최저수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76년 10월 29일 채택
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이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유에 관계없이
영리를 위한 화물․여객의 운송 또는 다른 상업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항행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의 선박이 해양항행선박으로
인정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해양을 항해하는 예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조기관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로 돛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
㈏ 어로, 포경 또는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 각 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가장 대표적인 선박
소유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이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으로 결정되는 소형선박 및 굴착 또는 석유채취용의 플랫포옴등 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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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Conventions referred to in the Appendix to this Convention or of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ticle 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a) to have laws or regulations laying down, for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i) safety standards, including standards of competency, hours of work
and manning, so as to ensure the safety of life on board ship;
(ii) appropriate social security measures; and
(iii) shipboard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shipboard living
arrangements, in so far as these, in the opinion of the Member,
are not covered by collective agreements or laid down by
competent courts in a manner equally binding on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concerned;
and to satisfy itself that the provisions of such laws and
regulation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Conventions or
Articles of Conventions referred to in the Appendix to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the Member is not otherwise bound to
give effect to the Conventions in question;
(b) to exercise effective jurisdiction or control over ships which are
registered in its territory in respect of-(i) safety standards, including standards of competency, hours of work
and manning,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i) social security measure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ii) shipboard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shipboard living
arrangement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laid
down by competent courts in a manner equally binding on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concerned;
(c) to satisfy itself that measures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other
shipboard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living arrangements,
where it has no effective jurisdiction, are agreed between shipowners
or their organisations and seafarers' organisations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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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협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의 적용범위 확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 다음의 ⑴부터 ⑶까지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과 자국이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협약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법령이 그들 조약 또는 협약의
특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⑴ 선박 내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승무원의 능력, 근무
시간 및 인원배치 기준등의 안전기준
⑵ 적절한 사회보장조치
⑶ 선박 내에 있어서 고용조건 및 생활조건. 다만, 단체협약이 이들
조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공평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이들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원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할 것.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과
규제를 유효하게 행사해야 한다.
⑴ 승무원의 능력, 근로시간 및 인원배치에 관한 기준등의 안전기준으로
국내법령에 규정
⑵ 국내법령에 규정하는 사회보장제도
⑶ 국내법령에 규정하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을 공평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관할법원이 정하는 선박내의 고용 및 생활조건
㈐ 선박내의 다른 고용 및 생활조건(자국의 유효한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한 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단체와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과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에 따라 섭립된 선원단체와의 사이에서 합의
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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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o ensure that-(i) adequate procedures--subject to over-all supervi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tripartite consultation amongst that
authority and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where appropriate--exist for the engagement of seafarers
on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and for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rising in that connection;
(ii) adequate procedures--subject to over-all supervi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tripartite consultation amongst that
authority and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where appropriate--exist for the investigation of any
complaint made in connection with and, if possible, at the time
of the engagement in its territory of seafarers of its own
nationality on ships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and that such
complaint as well as any complaint made in connection with and,
if possible, at the time of the engagement in its territory of foreign
seafarers on ships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is promptly
reported by its competent authorit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hip is registered, with a copy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e) to ensure that seafarers employed on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are properly qualified or trained for the duties for which
they are engaged, due regard being had to the Vocational Training
(Seafarers) Recommendation, 1970;
(f) to verify by inspection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at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compl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in force which it has ratified,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quired by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and,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law, with applicable
collective agreements;
(g) to hold an official inquiry into any serious marine casualty
involving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injury and/or loss of life, the final report of such
inquiry normally to be mad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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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⑴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있어 선원의 고용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평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을 것. 다만,
이 절차에 적당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3자 사이에서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⑵ 외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있어서의 자국선원의 자국 영역내
고용에 관한 불평불만을 가급적 고용시에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과
대표적인 선박소유자단체, 그리고 선원단체 사이의 3자회담을 거친 뒤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권한있는
기관은 그 불평불만 및 외국의 영역에도 등록된 선박에서의 외국인
선원의 자국 영역내에서 고용에 관한 불평불만을 가능하면 빨리
고용시 그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그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70년 직업훈련(선원)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고용되는 선원이 그 직무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고 또한 그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이 자국이 비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의
국제노동협약㈎에서 말하는 법규 또는 국내법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노동협약에 적절한 것을 감독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자국의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에 관계되는 중대한 해난, 부상, 사망이
따르는 중대한 재난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통상 이 조사의
최종보고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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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Any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in so far as
practicable, advise its nationals on the possible problems of signing on a
ship registered in a State which has not ratified the Convention, until it
is satisfied that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fixed by this Convention
are being applied. Measures taken by the ratifying State to this effect
shall not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workers stipulated by the treaties to which the two States concerned
may be parties.
Article 4
1. If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in whose port a
ship calls in the normal course of its business or for operational
reasons receives a complaint or obtains evidence that the ship does
not conform to the standards of this Convention, after it has come
into force, it may prepare a report addressed to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hip is registered, with a copy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ctify any conditions on board which are
clearly hazardous to safety or health.
2. In taking such measures, the Member shall forthwith notify the
nearest maritime, consular or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flag
State and shall, if possible, have such representative present. It shall
not unreasonably detain or delay the ship.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complaint means information submitted
by a member of the crew, a professional body, an association, a trade
union or, generally, any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e safety of the
ship, including an interest in safety or health hazards to its crew.
Article 5
1. This Convention is open to the ratification of Members which-(a) ar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60,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or any Convention subsequently revising these Conventions; and
(b) ar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or
any Convention subsequently revising that Conven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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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등록되는
선박들의 고용에 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이 협약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까지 가능한 한 자국의 국민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는 해당국가가
체약국이 되는 협약에 규정하는 근로자의 이동자유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항구에 예정된 항로에 따라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기항한 선박이 이 협약의 효력발생 이후에 이 협약의 기준에 합치
하지 아니한다는 불평불만을 그 회원국이 받거나 또는 증거를 잡은 때에는
그 회원국은 그 선박이 등록된 정부에 통보하고 또한 그 사본을 국제노동
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동시에 안전 또는 건강에 분명한 위험이 있는
선박내의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1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즉시 귀국의 가장 가까운 해사
기관의 대표자, 또는 영사상 또는 외교상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 가능하면
그 대표자가 입회토록 하여 그 선박을 불합리하게 억류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불평불만”이라 함은 승무원, 직원단체,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승무원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에 관한
이해와 같이 선박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출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
1. 이 협약은 다음 ㈎에서 ㈐ 까지의 모든 협약의 체결국인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혹은 1974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또는 이들 협약의 개정협약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또는 그 개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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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re parties to, or have implemented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of 1960, or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or any
Convention subsequently revising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2. This Convention is further open to the ratification of any Member
which, on ratification, undertakes to fulfil the requirements to
which ratification is made subject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which are not yet satisfied.
3.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6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re
have been registered ratifications by at least ten Members with a total
share in world shipping gross tonnage of 25 per cent.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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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 혹은 1972년 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교서의 개정
협약
2. 이 협약은 또한 1에서 규정하는 비준을 위한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하였
더라도 이 협약을 비준할 때에 이 요건을 충족할 것을 약속하는 회원국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3. 이 협약의 정식비준은 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을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
한다.
2. 이 협약은 총톤수로 세계 선박량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10개 이상의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느 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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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PPENDIX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or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No. 58), or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No. 7);
Shipowners' Liability (Sick and Injured Seamen) Convention, 1936 (No. 55), or
Sickness Insurance (Sea) Convention, 1936 (No. 56), or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No. 130);
Medical Examination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3);
Prevention of Accidents (Seafarers) Convention, 1970 (No. 134)(Articles 4
and 7);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2);
Food and Catering (Ships' Crews) Convention, 1946 (No. 68) (Article 5);
Officers' Competency Certificates Convention, 1936 (No. 53) (Articles 3
and 4) ;
(Note: In cases where the established licensing system or certification
structure of a State would be prejudiced by problems arising from strict
adherence to the relevant standards of the Officers' Competency Certificates
Convention, 1936,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equivalence shall be applied
so that there will be no conflict with that State's established arrangements
for certification.)
Seamen's Articles of Agreement Convention, 1926 (No. 22);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No. 23);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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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1973년 최저연령협약(제138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개정협약(58호) 또는,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제7호)
1936년 선박소유자책임(상병해원) 협약(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 협약(제56호) 또는
1969년 의료 및 질병급부에 관한 협약(제130호)
1946년 건강검사(선원) 협약(제73호),
1970년 화재방지(선원) 협약 (제134호) (제4조 및 제7조)
1949년 선원설비협약(개정) (제92호), 1946년 식량 및 조리(선박승무원) 협약
(제68조)(제5조), 1936년 직원해기사면허증(제53조)(제3조 및 제4조)
1926년 해원의 고용계약협약(제22호),
1926년 해원송환협약(제23호),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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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8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197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third Session on 1 June 1977, and
Not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which are relevant and,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Recommendation, 1953,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ecommendation,
1959, the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0,
the Guarding of Machinery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3,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the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4, the Benzen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1, and the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4,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working environment: atmospheric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ie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1977: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2.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such exist,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in respect of which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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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호 협약

근로환경(대기오염, 소음과 진동) 협약(1977년)
효력발생：1979년 7월 11일 (4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7년 6월
1일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국제노동기구협약 및 권고, 특히 1953년 근로자 건강보호 권고, 1959년 직업
건강업무 권고, 1960년 방사선 보호협약 및 권고, 1963년 기계방호 협약 및 권고,
1964년 업무상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 급부협약, 1964년 위생(상업 및 사무소) 협약
및 권고,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작업상 암협약 및 권고의 제조건에
주목하여,
본 회기 의사일정의 네번째 의제인 공해, 소음 및 진동등의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77년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7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본 협약은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인 중대한 성질의 특별한 문제에 관한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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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branches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he branches ex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branches.
Article 2
1.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such exist, may accept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separately in respect of-(a) air pollution;
(b) noise; and
(c) vibration.
2. A Member which does not accept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hazards shall specify
this in its ratification and shall give reasons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t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he category or categories of hazards ex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each such category of hazards.
3. Each Member which has not on ratification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all the categories of
hazards shall subsequently, when it is satisfied that conditions permit
this,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a
category or categories previously excluded.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air pollution covers all air contaminated by substances,
whatever their physical state, which are harmful to health or
otherwise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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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본 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제외된 분야 및 제외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된
분야에 관한 자국법과 관행의 입장 및 그와 같은 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되는지 또는 제안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조
1.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별개로 수락할 수 있다.
㈎ 공해
㈏ 소음 및
㈐ 진동
2. 위의 하나 이상의 위험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비준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협약 적용에 관한 최초보고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후속 보고에서 제외된 위험 항목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의 입장과 그와 같은 위험 항목에 관하여 본 협약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또는 제안되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3. 비준시 모든 위험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추후 여건이 허락하여 그러한 의무를 수락하고자 하면, 이전에 제외된 항목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것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협약에서
㈎ “공해”란 물질적(physical) 상태가 여하하던 간에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에 의해 오염된 모든 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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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term noise covers all sound which can result in hearing
impairment or be harmful to health or otherwise dangerous;
(c) the term vibration covers any vibration which is transmitted to the
human body through solid structures and is harmful to health or
otherwise dangerous.

PART 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4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escribe that measures be take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hazards in the working environment du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2. Provisions concern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so
prescribed may be adopted through technical standards, codes of
practice and other appropriate methods.
Article 5
1. In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ct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2.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associated with the
elabora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prescribed in pursuance of Article 4.
3.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s close a collaboration as possible at all
level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n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escribed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4.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 and representatives of the workers of
the undertaking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accompany inspectors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escribed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inspectors consider, in the light of the
general instru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this may be
prejudicial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6
1. Employers shall be made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prescrib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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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이란 청각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모든 소리를 말한다.
㈐ “진동”이란 단단한 구조물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에 전파되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모든 진동을 말한다.

제2절 일 반 규 정
제4조
1. 국내법령은 공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 및 통제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그와 같이 규정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은 기술수준, 실행법령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5조
1. 본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관계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노사대표는 제4조에 의거 규정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 이행시 적용되는 규정은 모든 계층의 사용자
및 근로자들과 될 수 있는 한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4. 사업의 노사대표는 본 협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관계당국의 일반적인 지시에 비추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저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감독관을 통한 감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1. 사용자는 규정된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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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ever two or more employers undertake activities simultaneously
at one workplace, they shall have the duty to collaborat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measures,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y
of each employer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his employee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general procedures for this collaboration.
Article 7
1. Workers sha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safety procedur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hazards du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2.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proposals, to obtain information and training and to appeal to appropriate
bodies so as to ensure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hazards du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PART III.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
Article 8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hazards of exposur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here appropriate, shall specify exposure
limits on the basis of these criteria.
2. In the elaboration of the criteria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exposure
limit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opinion of
technically competent persons designated by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3. The criteria and exposure limits shall be established, supplemented
and revised regularly in the light of cur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knowledge and data, taking into account as far as possible any increase
in occupational hazards resulting from simultaneous exposure to
several harmful factors at the workplace.
Article 9
As far as possible, the working environment shall be kept free from any
hazard due to air pollution, noise or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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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동시에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이들은
언제나 각기 다른 사업주에 속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 사업주의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규정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1. 근로자들은 공해, 소음,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통제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사 대표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직업상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방안을 제안하고, 정보 및 훈련을
받고 또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절 예방 및 보호조치
제8조
1. 관계 당국은 작업환경내의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는 위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노출한계를 규정
하여야 한다.
2.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한계를 결정할 때 관계 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가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준 및 노출한계는 사업장내의 여러가지 해로운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업상의 위험 증가를 최대한 고려하고, 현재의 국가적․
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설정,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제9조
될 수 있는 한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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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 technical measures applied to new plant or processes in design
or installation, or added to existing plant or processes; or, where
this is not possible,
(b) by supplementary organisational measures.
Article 10
Where the measures taken in pursuance of Article 9 do not bring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pursuance of Article 8, the employer shall provide
and maintain suitabl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e employer shall
not require a worker to work without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rovided in pursuance of this Article.
Article 11
1. There shall be supervision at suitable intervals, on conditions and in
circumstance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health of
workers exposed or liable to be exposed to occupational hazards due
to air pollution, noise or vibr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supervision shall include a pre-assignment medical examination and
periodical examina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2. The supervis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free of cost to the worker concerned.
3. Where continued assignment to work involving exposure to air pollution,
noise or vibration is found to be medically inadvisable, every effort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to
provide the worker concerned with suitable alternative employment
or to maintain his income through social security measures or otherwise.
4. In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the rights of workers under social
security or social insurance legislation shall not be adversely affected.
Article 12
The use of processes, substances, machinery and equipment, to be
spec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involve exposure of workers
to occupational hazards in the working environment due to air pollution,
noise or vibr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as appropriate, may authorise the use on prescribed
conditions or prohibi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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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장 또는 공정의 설계 또는 설치시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의 공정에 적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에는,
㈏ 보충적인 조직 측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가 공해, 소음 및 진동을 제8조에 명시한 한도
이내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개인방호장비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방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1.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작업상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관계당국이 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2. 본 조의 앞 제1항에 명시된 검사는 관련 근로자에게 무료로 행하여져야 한다.
3. 공해․소음 또는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에 계속하여 할당근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관련 근로자를 적절하게 다른
직장으로 전직시켜 주던가 또는 사회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소득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국내관행과 여건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본 협약 시행에 있어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법령하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관계 당국이 규정하는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
근로자가 직업상 위험에 노출되는 공정, 물질, 기계 또는 시설물의 사용은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규정된 여건하에서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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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All persons concerned shall be adequately and suitably-(a) informed of potential occupational hazards in the working environment
du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and
(b) instructed in the measures availabl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protection against, those hazards.
Article 14
Measures taking account of national conditions and resources shall be
taken to promote research in the field of prevention and control of
hazards in the working environment due to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PART IV. MEASURES OF APPLICATION
Article 15
On conditions and in circumstance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employer shall be required to appoint a competent
person, or use a competent outside service or service common to several
undertakings, to deal with matters pertaining to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Article 16
Each Member shall-(a) by laws or regulations or any other method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take such step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penalti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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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든 관련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직업상의
위험
㈏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통제, 또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
제14조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통제하기
위하여 국내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이 분야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절 조치 및 적용
제15조
관계 당국이 정한 조건 및 상황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을 방지․통제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또는
여러 사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문 외부 용역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회원국은,
㈎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본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업무 제공, 또는 적절한
감독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최 종 규 정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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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Personnel Convention, 197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third Session on 1
June 1977, and
Recognising the vital role played by nursing personnel, together with other
workers in the field of health, in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population, and
Recognising that the public sector as an employer of nursing personnel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work of nursing personnel, and
Noting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nursing personnel in many countries,
in which there is a shortage of qualified persons and existing staff are not
always utilised to best effect, i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health services, and
Recalling that nursing personnel are covered by many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laying down general standards concerning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work, such as instruments on discriminat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on volunta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n hours of work, holidays with pay and paid
educational leave, on social security and welfare facilities, and on maternity
protection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and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conditions in which nursing is carried out
make it desirable to supplement the above-mentioned general standards by
standards specific to nursing personnel, designed to enable them to enjoy a
status corresponding to their role in the field of health and acceptable to
them, and
Noting that the following standards have been framed in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that there will be continuing co-operation
with that Organisation in promoting and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work and life of nursing personnel, which
is the six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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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호 협약

간호인력 협약(1977년)
효력발생：1979년 7월 11일 (38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7년 6월 1일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인과 건강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간호인 사용자로써 간호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의 간호인 현황이, 자격을 갖춘 간호인이 부족하고 기존의 간호인도 항상
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효율적인 건강사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간호인이 차별대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임의 알선 및 사표, 작업시간,
유급휴가 및 유급교육휴가, 사회보장 및 사회시설, 출산보호 및 근로자건강보험
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시한 많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간호가 수행되는 특수한 여건이 간호인이 건강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에 부응하여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위에서 언급한 일반기준에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음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하에 마련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계속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본 회기 의사일정 여섯번째 의제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활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ILO 주요협약❙ 629

C149 Nursing Personnel Convention, 1977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rst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Nursing Personnel Convention, 1977.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nursing personnel includes
all categories of persons providing nursing care and nursing services.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nursing personnel, wherever they
work.
3.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establish special rules concerning nursing personnel who give
nursing care and services on a voluntary basis; these rules shall not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2 (a), Article 3,
Article 4 and Article 7 of this Convention.
Article 2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adopt and apply,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 policy concerning
nursing services and nursing personnel designed, within the framework
of a general health programme, where such a programme exists, and
within the resources available for health care as a whole, to provid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nursing care necessary for attaining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health for the population.
2. In particular, i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vide nursing
personnel with-(a) education and training appropriate to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and
(b)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career prospects
and remuneration,
which are likely to attract persons to the profession and retain them in it.
3. The policy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formulated
in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here such organisations exist.
4. This policy shall be co-ordinated with policies relating to other
aspects of health care and to other workers in the field of health, in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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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7년의 간호인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7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조
1. 본 협약에서 “간호인”이란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을 말한다.
2. 본 협약은 간호인의 근로 장소가 어디이건 간에 모든 간호인에게 적용된다.
3.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에
관한 특별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단, 그와 같은 규칙이 본 협약의 제2조
2항⑴호, 제3조, 제4조 및 제7조의 제 시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내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높은 수준의
충분한 간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간호업무와 간호인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 특히, 간호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간호인이 계속 이 직종에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간호인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간호인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
㈏ 직업전망 및 보수를 포함한 고용 및 근로조건
3. 위 1 항에서 언급된 정책은, 관련된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
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4. 이 정책은 관련된 노사단체의 협의를 거쳐 건강사업의 다른 측면과 고용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관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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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The basic requirements regarding nurs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supervision of such education and training shall be laid down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professional bodies, empowered by such laws or regulations to do so.
2. Nursing education and training shall be co-ordinated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other workers in the field of health.
Article 4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the
practice of nursing and limit that practice to persons who meet these
requirements.
Article 5
1.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nursing
personnel in the planning of nursing services and consultation with
such personnel on decisions concerning them,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2. The determin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work shall
preferably be made by negotiation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3.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hall be sought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or, in such a manner as to ensure
the confidence of the parties involved, through independent and impartial
machinery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nd voluntary arbitration.
Article 6
Nursing personnel shall enjoy condition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of
other workers in the country concerned in the following fields:
(a) hours of work, including regulation and compensation of overtime,
inconvenient hours and shift work;
(b) weekly rest;
(c) paid annual holidays;
(d) educational leave;
(e) maternity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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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국내법령, 또는 그와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관계 당국 또는 전문기관은
간호교육, 훈련 및 그와 같은 교육 및 훈련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간호교육 및 훈련은 건강분야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연계
되어야 한다.
제4조
국내법령은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간호업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
1. 간호인이 간호업무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내상황에 부합하는 방법
으로 그들에 관한 의사결정에 간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될 수 있는 한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용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중재, 임의알선
등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간호인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해당국의 다른 분야 근로자들과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근로시간외 작업, 난이한 시간대작업, 교대작업에 대한 규정 및
보상을 포함한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교육휴가
㈒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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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ick leave;
(g) social security.
Article 7
Each Member shall, if necessary, endeavour to improv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by adapting them to
the special nature of nursing work and of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carried out.
Article 8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they are not otherwise
made effective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works rules, arbitration
awards, court decisions, or in such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given
effect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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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휴가
㈔ 사회보장

제7조
각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간호업무 및 간호업무현황이라는 특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직업상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을 개선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은 단체 협약, 취업규칙, 중재재정, 법원의 판결, 또는 국내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국내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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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197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fourth Session on 7 June 1978, and
Recall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the Labour
Inspection (Agriculture) Convention, 1969, and the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which call for the exercise of particular labour administration
activities, and
Considering it desirable to adopt instruments establishing guidelines regarding
the over-all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and
Recalling the terms of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and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1975; recalling also the goal of
the creation of full and adequately remunerated employment and affirming
the need for programmes of labour administration to work towards this
goal and to give effect to the objectives of the said Conven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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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호 협약

노동행정 협약(1978년)
효력발생：1980년 10월 11일 (70개국 비준)

주요내용
협약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ㆍ협력ㆍ협상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이 협약은 노동행정의 기능(국가노동정책의 준비, 행정적 조치, 조정, 검토와 법령의
준비와 시행, 국가고용 정책 및 근로조건 등 관련업무, 근로자 및 사용자와 그 단체에
대한 서비스와 조언,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 입장의 대표)을 규정
노동행정시스템의 담당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위ㆍ물적수단ㆍ재원이 제공
되어야 함
노동행정서비스는 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64차 회의에서,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의 실시를 요하는 현존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7년 근로감독 협약, 1969년 근로감독(농업) 협약 및 1948년 고용서비스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행정 제도에 관한 지침을 확립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1964년 고용정책 협약 및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고; 적절한
보수가 제공되는 완전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상기하며, 노동행정 계획이 이
목표를 향해 일하고 상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필요함을 확인하고,

ILO 주요협약❙ 637

C150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1978

Recognising the necessity of fully respecting the autonomy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recalling in this connection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uaranteeing rights
of association, organis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and particularly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which forbid any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ies which would restrict
these rights or impede the lawful exercise thereof, and considering that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have essential roles in attaining the
objective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gres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labour
administration: role, functions and organisation,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1978: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labour administration means public administ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national labour policy;
(b) the term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covers all public
administration bodies responsible for and/or engaged in labour
administration--whether they are ministerial departments or public
agencies, including parastatal and regional or local agencies or any
other form of decentralised administration --and any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co-ordination of the activities of such bodies
and for consultation with and participation by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organisations.
Article 2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delegate or entrust
certain activities of labour administration t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particularly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or--where appropriate--to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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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의 자치를 완전히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결사․단결․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것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공공당국에 의한 간섭을 금지하는 현존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며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에 주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이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
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8년 노동행정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노동행정’이라는 용어는 국가 노동정책 분야에서의 공공행정 활동을 의미
한다.
㈏ ‘노동행정제도’라는 용어는 준국가, 지방 또는 지역 정부기관을 포함한
부처 또는 정부기관인지, 다른 형태의 분권화된 행정기관인지에 관계
없이 노동행정의 책임이 있거나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모든 행정기관
및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그 단체와 협의
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서 노동행정의
일정한 활동을 비정부단체 특히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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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regard particular
activities in the field of its national labour policy as being matters
which,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are regulated by having recourse to direct negotiation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rticle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ensure the organisation and effective operation in
its territory of a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which are properly co-ordinated.
Article 5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make arrangement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to secure, within the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consultation, co-oper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public authorities and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or--where appropriate--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2.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national practice, such arrangements shall be made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s well as at the level of the different sectors
of economic activity.
Article 6
1. The competent bodies within the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shall,
as appropriate, be responsible for or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administration, co-ordination, checking and review of national labour
policy, and be the instrument within the ambit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giving effect thereto.
2. In particular, these bodies, taking into accoun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shall-(a)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administration, co-ordination, checking
and review of national employment polic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nat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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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노동정책분야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해 규제되는 사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영역 내에서 국내여건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정된 노동행정 제도 및 기능, 책임이 조직되고 효과적으로 운영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동행정 제도 내에서 공공당국과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사이 또는 적절한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간의 협의․협력․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여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및 관행과 양립하는 한 이러한 조치는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지역 차원에서도 취해져야 한다.

제6조
1. 노동행정 제도 내에서 권한 있는 단체는 적절하게 국가노동정책의 준비,
시행, 조정, 감독 및 재검토의 책임을 지거나 이러한 것들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행정 영역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행하는 법규정의 준비
및 시행 도구가 되어야 한다.
2. 특히 이러한 단체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 및 관행에 따라 국내고용정책을 준비, 시행, 조정, 감독 및
재검토 하는 일에 참가할 것

ILO 주요협약❙ 641

C150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1978

(b) study and keep under review the situation of employed,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persons,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national practice concerning
conditions of work and working life and terms of employment,
draw attention to defects and abuses in such conditions and terms
and submit proposals on means to overcome them;
(c) make their services available to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with a view to
the promotion--a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s well as at
the level of the different sectors of economic activity --of effectiv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and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s well as
between such organisations;
(d) make technical advice available to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on their request.
Article 7
When national conditions so require, with a view to meeting the needs
of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workers, and in so far as such
activities are not already covered,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promote the extension, by gradual stages if necessary,
of the functions of the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to include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other competent bodies,
relating to the conditions of work and working life of appropriate
categories of workers who are not, in law, employed persons, such as-(a) tenants who do not engage outside help, sharecroppers and similar
categories of agricultural workers;
(b) self-employed workers who do not engage outside help, occupied
in the informal sector as understood in national practice;
(c) members of co-operatives and worker-managed undertakings;
(d) persons working under systems established by communal customs
or traditions.
Article 8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national practice, the competent bodies within the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policy
concerning international labour affairs, participate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State with respect to such affairs and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with respect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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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과 근로생활, 고용조건에 관한 국내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여
취업자, 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상황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검토
할 것. 이들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의 결함과 폐해에 주의를 환기하고
그것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안할 것
㈐ 전국․지역․지방 차원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활동 분야의 차원에서 공공
당국 및 공공단체와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사이, 그리고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간 효과적인 협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들의 단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들의 단체가 기술적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가능한 제일 많은 수의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사정상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아래의 활동이 이미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노동행정 제도의 기능이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적절한 범주의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및 고용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활동이 다른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력 하에 수행되도록
노동행정 제도의 기능 확대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않는 차지농(借地農), 소작농, 기타 유사한 범주의
농업근로자
㈏ 국내 관행상 비공식 부문이라고 이해되는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서
제3자의 조력을 받지 않는 사람
㈐ 협동조합 및 근로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기업의 구성원
㈑ 공동체의 관행 또는 전통에 의해 확립된 제도하에서 근로하는 사람

제8조
노동행정 제도 내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국내법령 및 관행과 양립하는 한, 국제
노동문제에 관한 국가정책 준비에 기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대표로 참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국가 차원에서 취해질
조치를 준비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643

C150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1978

Article 9
With a view to the proper co-ordination of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ystem of labour administration, in a manner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a
ministry of labour or another comparable body shall have the means to
ascertain whether any parastatal agencies which may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labour administration activities, and any regional or local
agencies to which particular labour administration activities may have
been delegated, are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are adhering to the objectives assigned to them.
Article 10
1. The staff of the labour administration system shall be composed of
persons who are suitably qualified for the activities to which they are
assigned, who have access to training necessary for such activities and
who are independent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2. Such staff shall have the status, the material mean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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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동행정 제도의 기능 및 책임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하여,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위하여 결정된 방법에 따라 노동부 또는 다른 유사 기관은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에 책임을 지는 준국가기관과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이 위임되어
있는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이 국내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들 기관에
부여된 목적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0조
1. 노동행정기관의 직원은 맡겨진 활동 수행을 위한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부당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1항의 직원은 그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 물질적 수단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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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1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197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fourth Session on 7 June 1978, and
Noting the term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and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1, and
Recalling that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does not cover certain categories of public employees and that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1, apply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and
Noting the considerable expansion of public-service activities in many
countries and the need for sound labour relations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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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협약

노사관계(공공서비스) 협약(1978년)
효력발생：1981년 2월 25일 (44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의 내용은 제98호 협약과 유사한 것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노조 차별행위
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는 단체 설립ㆍ기능ㆍ행정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아야 한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다른 부문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를 통상적으로
행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민권ㆍ정치권을 누려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
공인받은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의 대표들이 그 역할을 근로시간내․ 외에 관련 행정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동시에 방해받지 않으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내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를 위한
협상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쟁해결 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은 각 주체들의 협상을 통하여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4차
회의에서,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및 1971년 근로자대표권고의 규정에 유의하고,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특정 종류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및 권고가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 활동의 광범위한 확대에 유의하고, 공공기관과 공공근로자
단체 사이의 건전한 근로관계의 필요성에 유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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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regard to the great diversity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mong member States and the differences in practice among them
(e.g. as to the respective func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
federal, state and provincial authorities, and of state-owned undertakings
and various types of autonomous or semi-autonomous public bodies, as
well as to the nature of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problems arising as to the scope of, and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owing to the
differences in many countri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employment, as
well as the difficulties of interpretation which have arisen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o public servants, and the observations of the
supervisory bodies of the ILO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some
governments have applied these provisions in a manner which excludes large
groups of public employees from coverage by that Convention,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v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1978: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ersons employed by public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more favourable provisions in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m.
2. The extent to which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high-level employees whose functions are normally
considered as policy-making or managerial, or to employees whose
duties are of a highly confidential nature,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3. The extent to which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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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상의 다양성 및 회원국간의 관행상의 차이
(예컨대 중앙, 지방, 연방 정부, 주, 군 등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치단체, 준자치단체 등의 각각의 기능 및 고용관계의 성격에 관한
차이)를 고려하고,
많은 국가에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관련 규정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발생
하는 해석상의 곤란, 그리고 몇몇 정부가 다수의 공공부문 근로자의 집단을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감독기관이 종종 표명한
의견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공공부문에서의 결사의 자유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8년 근로관계(공공부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7일
채택한다.

제 1 절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다른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한 공공기관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 간주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근로자 또는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에서
정한다.
3. 군대와 경찰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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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ublic employee means
any person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thereof.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 means any organisation, however composed, the purpose of
which is to further and defend the interests of public employees.

PART II.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rticle 4
1. Public employee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2. Such protection shall apply more particularly in respect of acts
calculated to-(a) make the employment of public employee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y shall not join or shall relinquish membership of a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
(b) cause the dismissal of or otherwise prejudice a public employee
by reason of membership of a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 or because
of participation in the normal activities of such an organisation.
Article 5
1.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shall enjoy complete independence
from public authorities.
2.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ny acts of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in their establishment,
functioning or administration.
3. In particular, acts which are design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under the domination of a public
authority, or to support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by financial
or other means, with the object of placing such organisations under
the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cts of
interfer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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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 협약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라 함은 제1조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라 함은 구성 여하를 막론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4조
1. 공공부문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보호는 특히 다음 각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
되어야 한다.
㈎ 근로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부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제5조
1.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그 설립․활동․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간섭
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를 공공기관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배를 받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꾀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
원조 기타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러한 의미에서 간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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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Article 6
1. Such facilities shall be afforded to the representatives of
recognised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as may be appropriate in
order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functions promptly and
efficiently, both during and outside their hours of work.
2. The granting of such facilities shall not impai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or service concerned.
3. The nature and scope of these facilitie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referred to in Article 7 of this
Convention, or by other appropriate means.

PART IV. PROCEDURES FOR DETERMINING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ticle 7
Measure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ull development and utilisation
of machinery for negoti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etween the public authorities concerned and public employees' organisations,
or of such other methods as will allow representatives of public
employees to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of these matters.

PART V.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8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hall be sought, as may be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independent and impartial machinery,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established in such a manner as to ensure
the confidence of the parti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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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에 제공되는 편의
제6조
1. 승인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가 근무시간중이나 근무시간외에
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한다.
2. 1항의 편의의 제공은 관련 관공서 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1항의 편의제공의 성질 및 범위는 제7조에서 규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
제7조
관련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근로자단체 사이의 고용조건의 교섭을 위한 절차
또는 고용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공부문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타 방법의 충분한 개발 및 이용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절 분쟁의 해결
제8조
고용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알선․
조정․중재 등 관련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된 절차를
통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이 도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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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9
Public employees shall have, as other workers,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normal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subject only to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ir status
and the nature of their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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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제9조
공공부문 근로자는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의 정상적 행사에
필수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그 신분 및 직무의 성질에서 기인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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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ck Work)
Convention, 197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fifth Session on 6 June 1979, and
Noting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which are relevant and, in particular, the Marking of Weight (Packages
Transported by Vessels) Convention, 1929, the Guarding of Machinery
Convention, 1963, and the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1977,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Dockers) Convention (Revised),
1932 (No. 32),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Considering that these proposals must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ck Work) Convention, 1979: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dock work covers all and
any part of the work of loading or unloading any ship as well as any
work incidental thereto; the definition of such work shall be established
by national law or practice.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be consulted on or otherwise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is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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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협약

산업안전과 보건(부두근로) 협약(1979년)
효력발생：1981년 12월 5일 (26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9년 6월 6일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관련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들, 특히 1929년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포괄장화물의 중량표시에 관한 협약,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77년 공해․소음․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에 나타나는 의미에 유의하고,
이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1932년 선박의 적하 또는 불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제32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몇몇
사항들을 채택키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일종의 국제협약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79년
6월 25일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와 정의
제1조
이 협약에서 부두작업이란 어떠한 선박이든지 선박에 짐을 싣거나 그것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일과 그것에 부수되는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그러한
일에 대한 정의는 국가의 법이나 관행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 해당 노사단체는
이러한 정의의 설정이나 수정에 있어 협의하거나 그 설정․수정에 직접 참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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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A Member may grant exemptions from or permit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dock work at any place
where the traffic is irregular and confined to small ships, as well as
in respect of dock work in relation to fishing vessels or specified
categories thereof, on condition that-(a) safe working conditions are maintained; and
(b)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is satisfied that it is
reason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be such exemptions
or exceptions.
2. Particular requirements of Part III of this Convention may be vari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s satisfi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hat the
variations provide corresponding advantages and that the over-all
protection afforded is not inferior to that which would result from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Any exemptions or exceptions mad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any significant variations made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s well as the reasons therefor, shall be indicated in the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in pursuance of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worker means any person engaged in dock work;
(b) the term competent person means a person possess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a specific duty or
duties and acceptable as such to the competent authority;
(c) the term responsible person means a person appointed by the
employer, the master of the ship or the owner of the gear, as the
case may be, to be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a specific
duty or duties and who has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he requisite authority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duty
o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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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회원국은 선박의 왕래가 불규칙적이고 소형 선박에 국한되는 어떠한 곳의
부두작업뿐 아니라, 어선 혹은 특별히 명시된 범주의 부두작업에 대해선
이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시키는 데에 있어 아래의 조건들을 설정하여
면허 또는 제외시킬 수 있다.
㈎ 안전한 작업조건들이 지켜져야 하고,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관련 노사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면허 또는 제외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상황으로 보아 합리
적인 것으로 느껴야 한다.
2. 이 협약 제3부에서 특정된 필요조건들은, 권한있는 기관이 관련 노사
대표단체들과 협의한 후 그 조건들의 변경에 상응하는 실익이 높다고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취해진 전반적인 보호조치의 효과가 이 협약의
규정들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보호효과에 상당하다고
여길 경우 변경․적용할 수 있다.
3. 1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면허나 제외 및 2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중대
변경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유들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근로자”란 부두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 “적격한 사람”이란 어떤 특정한 업무나 또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 “책임자”란 사용자, 즉 선박의 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동장치
(gear)의 소유자에 의해 어떤 특정업무 수행을 총책임지도록 임명되고
그 업무나 업무들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필요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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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term authorised person means a person authorised by the
employer, the master of the ship or a responsible person to
undertake a specific task or tasks and possessing the necessary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e) the term lifting appliance covers all stationary or mobile
cargo-handling appliances, including shore-based power-operated
ramps, used on shore or on board ship for suspending, raising or
lowering loads or moving them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while suspended or supported;
(f) the term loose gear covers any gear by means of which a load can
be attached to a lifting appliance but which does not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ppliance or load;
(g) the term access includes egress;
(h) the term ship covers any kind of ship, vessel, barge, lighter or
hovercraft, excluding ships of war.

PART 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4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escribe that measures complying
with Part III of this Convention be taken as regards dock work with
a view to-(a) providing and maintaining workplaces, equipment and methods of
work that are safe and without risk of injury to health;
(b) providing and maintaining safe means of access to any workplace;
(c) providing the informa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necessary to
ensure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risks of accident or injury
to health arising out of or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d) providing workers with an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and any life-saving appliances reasonably
required where adequate protection against risks of accident or
injury to health cannot be provided by other means;
(e) providing and maintaining suitable and adequate first-aid and
rescue facilities;
(f) developing and establishing proper procedures to deal with any
emergency situations which may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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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자”란 사용자, 즉 선박의 주인이나 책임자에 의해 어떤 특정
업무나 업무들을 부여받도록 인가받고 또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 “들어올리는 장치”란 연안에 설치된 동력기계장치인 램프(ramp)같은
것으로, 연안 또는 선상에서 화물을 공중에 정지시키거나, 들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혹은 그것들을 매달거나 지탱된 상태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모든 하역
처리장치를 말한다.
㈓ “느슨한 기어(gear)”란 들어올리는 장치에 짐을 부착시킬 수는 있으나
그 장치나 화물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않는 모든 기어를 말한다.
㈔ “접근”이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한다.
㈕ “선박”이란 전함을 제외한 어떠한 종류의 선박, 베슬(vessel), 바지
(barge), 라이터(lighter) 혹은 호우버크라프트(hovercraft)를 말한다.

제2절 일 반 규 정
제4조
1.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제3부와 일치하는 조치들이 부두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취해져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 안전하고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작업장, 설비 그리고 작업방법을 제공
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어떠한 작업장이든 안전하게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근로자들을 그들의 고용으로 인해 혹은 고용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건강의 침해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훈련 그리고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또한,
㈑ 고용침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다른
수단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개인용
방호장비와 방호복 그리고 구명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또한,
㈒ 적절하고도 충분한 구급 및 구조 시설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한,
㈓ 발생가능한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상당한 절차들을 강구하고
수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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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asures to be taken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shall
cover-(a) general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equipping and
maintenance of dock structures and other places at which dock
work is carried out;
(b)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and protection;
(c) safe means of access to ships, holds, staging, equipment and lifting
appliances;
(d) transport of workers;
(e) opening and closing of hatches, protection of hatchways and work
in holds;
(f)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use of lifting and other cargo-handling
appliances;
(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use of staging;
(h) rigging and use of ship's derricks;
(i) testing, examination,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s appropriate, of
lifting appliances, of loose gear, including chains and ropes, and of
slings and other lifting device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load;
(j) handling of different types of cargo;
(k) stacking and storage of goods;
(l) dangerous substances and other hazards in the working environment;
(m)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n) sanitary and washing facilities and welfare amenities;
(o) medical supervision;
(p) first-aid and rescue facilities;
(q) safety and health organisation;
(r) training of workers;
(s) no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3.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nsured or assisted
by technical standards or codes of practic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other appropriate method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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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들은
㈎ 부두작업이 수행되는 부두 건축물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건설, 조치, 유지와
관련되는 모든 필요조건들
㈏ 화재와 폭발방지 그리고 방호
㈐ 선박, 선창, 발판, 설비와 리프트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
㈑ 근로자의 수송
㈒ 수문의 개․폐, 수문로의 보호, 그리고 선창에서의 작업
㈓ 리프트 장치와 다른 선적조종장치의 설치, 유지 및 사용
㈔ 비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사용
㈕ 선박데릭의 설치와 사용
㈖ 리프트 장치, 고리와 밧줄을 포함한 느슨한 기어(gear), 그리고 선적
총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여타의 리프트
장치에 대한 시험, 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
㈗ 다른 유형의 선적의 취급
㈘ 물건들을 쌓고 보관하는 것
㈙ 작업 환경안에서의 위험한 물체와 다른 위험 요소
㈚ 개인방호 장비와 방호복
㈛ 공중 변소와 수도 시설 그리고 후생복지의 편의시설
(거) 의료관리
(너) 구급 및 구조시설
(더) 안전 및 보건기구
(러) 근로자의 훈련
(머) 직업사고나 직업병의 고시 및 연구등을 다루어야 한다.
3. 1항에 따라 규정된 필요조건들의 실제적 관행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실제에 있어서의 기술적 척도와 규칙에 의해, 특수규범이나 실무규칙 또는
국가가 실정한 여타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장되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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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make appropriate persons, whether
employers, owners, masters or other persons, as the case may be,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2. Whenever two or more employers undertake activities simultaneously at
one workplace, they shall have the duty to collaborat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measures,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y of each employer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his
employee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general procedures for this collaboration.
Article 6
1. There shall be arrangements under which workers-(a) are required neither to interfere without due cause with the
operation of, nor to misuse, any safety device or appliance
provided for their own protection or the protection of others;
(b) take reasonable care for their own safety and that of other persons
who may be affected by their acts or omissions at work;
(c) report forthwith to their immediate supervisor any situation which
they have reason to believe could present a risk and which they
cannot correct themselves, so that corrective measures can be
taken.
2. Workers shall have a right at any workplace to participate in
ensuring safe working to the extent of their control over the
equipment and methods of work and to express views on the
working procedures adopted as they affect safety. In so far as
appropriate under national law and practice, where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have been for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is
Convention, this right shall be exercised through these committees.
Article 7
1. In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appropriate method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ct in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2. Provision shall be made for close collaboration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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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제4조1항에 언급된 조치의 준수에 관해 사용자든,
소유자이든, 경우에 따라 선장 혹은 다른 사람이든, 적절한 사람이 책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둘 또는 다수의 사용자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착수한 때마다,
규정된 조치들은 따르기 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각 사용자의
책임에 편견을 두지말고 공동 협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권한있는 기관은 이 공동협력을 위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근로자들이
㈎ 그들 자신이나 여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오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 작업중 행동이나 태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직근상관에게 곧바로 보고함으로써 수정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근로자들은 어느 작업장에서든지, 설비와 작업방법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로,
안전한 작업의 보장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 안전에 관련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이미 채택된 작업 절차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내법규하에 적절한 한, 이 협약의 제37조에 따라 안전과 보건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이러한 권리는 이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제7조
1. 국내법령이나 국내의 실제여건에 맞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 협약의
규정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노사
단체와의 협의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 노사 혹은 노사대표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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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TECHNICAL MEASURES
Article 8
Any time that a workplace has become unsafe or there is a risk of
injury to health, effective measures shall be taken (by fencing, flagging or
other suitable means including, where necessary, cessation of work) to
protect the workers until the place has been made safe again.
Article 9
1. All places where dock work is being carried out and any approaches
thereto shall be suitably and adequately lighted.
2. Any obstacle liable to be dangerous to the movement of a lifting
appliance, vehicle or person shall, if it cannot be removed for
practical reasons, be suitably and conspicuously marked and, where
necessary, adequately lighted.
Article 10
1. All surfaces used for vehicle traffic or for the stacking of goods or
materials shall be suitable for the purpose and properly maintained.
2. Where goods or materials are stacked, stowed, unstacked or
unstowed, the work shall be done in a safe and orderly manner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goods or materials and their
packing.
Article 11
1. Passageways of adequate width shall be left to permit the safe use of
vehicles and cargo-handling appliances.
2. Separate passageways for pedestrian use shall be provided where
necessary and practicable; such passageways shall be of adequate width
and, as far as is practicable, separated from passageways used by
vehicles.
Article 12
Suitable and adequate means for fighting fire shall be provided and kept
available for use where dock work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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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적인 조치
제8조
작업장이 안전치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다시
안전하게 될 때까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울타리를 친다든가, 깃발을 세운다든가, 때로는 작업중단까지도 포함한 여타의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9조
1. 부두작업을 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조명되어야 한다.
2. 리프트 장치, 기구, 또는 인간의 동작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해물은,
그것들을 제거시키지 못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면, 적절하고도 뚜렷이
표시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제10조
1. 기구가 이동하는 데에 그리고 재료와 제품을 쌓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바닥표면은 목적상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2. 제품과 재료의 보관 및 입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다루어지는 작업은
제품과 재료 또는 그것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질서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
1. 충분한 넓이의 통행로가 기구나 화물조절장치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2. 도보를 위한 통로가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통행로는 충분히 넓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기구에 의해 사용되는
통로와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조
재해 진압을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두작업이
행해지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ILO 주요협약❙ 667

C15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ck Work) Convention, 1979

Article 13
1. All dangerous parts of machinery shall be effectively guarded, unless
they are in such a position or of such a construction as to be as safe
as they would be if effectively guarded.
2. Effective measures shall be provided for promptly cutting off the
power to any machinery in respect of which this is necessary, in an
emergency.
3. When any cleaning, maintenance or repair work that would expose
any person to danger has to be undertaken on machinery, the
machinery shall be stopped before this work is begun and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machinery cannot be
restarted until the work has been completed: Provided that a responsible
person may restart the machinery for the purpose of any testing or
adjustment which cannot be carried out while the machinery is at rest.
4. Only an authorised person shall be permitted to-(a) remove any guard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the
work being carried out;
(b) remove a safety device or make it inoperative for the purpose of
cleaning, adjustment or repair.
5. If any guard is removed, adequate precautions shall be taken, and the
guard shall be replaced as soon as practicable.
6. If any safety device is removed or made inoperative, the device shall
be replaced or its operation restored as soon as practicable and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relevant equipment cannot
be used or inadvertently started until the safety device has been
replaced or its operation restored.
7.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machinery includes any
lifting appliance, mechanised hatch cover or power-driven equipment.
Article 14
All electrical equipment and installations shall be so constructed, installed,
operated and maintained as to prevent danger and shall conform to
such standards as have been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15
When a ship is being loaded or unloaded alongside a quay or another
ship, adequate and safe means of access to the ship, properly installed
and secured, shall be provided and kep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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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1. 기계장치의 모든 위험한 부분은, 만일 그것이 효과적으로 방호되었다면
안전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2. 비상사태시 필요한 경우 어떤 기계장치로의 효력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어느 개인이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정화, 유지 또는 보수작업이 기계장치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 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계장치의 작동이
멈춰져야만 하고, 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기계장치가 재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오직 허가된 사람에게만
㈎ 작업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방호장치를
제거시키는 것과
㈏ 안전장치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정화, 조정, 또는 보수를 위해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5. 만일 어느 방호물이 제거될 경우, 충분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용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방호물은 복귀되어야 한다.
6. 만일 어느 안전장치가 제거되었거나 작동이 중지된 경우, 그 장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체되거나, 복구되어야만 하고, 그때까지 관련설비가 사용
되거나, 부주의하게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7.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용어인 기계장치란 모든 리프트 장치, 기계화된
승강구 커버기, 혹은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를 말한다.

제14조
모든 전기 설비나 장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건설, 가설, 작동, 유지되어야만
하고,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규격에 적합해야만 한다.
제15조
포구에서 또는 다른 선박옆에서, 어느 선박에의 적하 또는 그것으로부터 하역
작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 선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가설되고
확보되어진 충분하고 안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효한 상태가 유지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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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1. When workers have to be transported to or from a ship or other
place by water,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ir safe
embarking, transport and disembarking; the conditions to be complied
with by the vessels used for this purpose shall be specified.
2. When workers have to be transported to or from a workplace on
land,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employer shall be safe.
Article 17
1. Access to a ship's hold or cargo deck shall be by means of-(a) a fixed stairway or, where this is not practicable, a fixed ladder or
cleats or cups of suitable dimensions, of adequate strength and
proper construction; or
(b) by other means accept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2.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means of access specified in
this Article shall be separate from the hatchway opening.
3. Workers shall not use, or be required to use, any other means of
access to a ship's hold or cargo deck than those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18
1. No hatch cover or beam shall be used unless it is of sound
construction, of adequate strength for the use to which it is to be put
and properly maintained.
2. Hatch covers handled with the aid of a lifting appliance shall be
fitted with readily accessible and suitable attachments for securing the
slings or other lifting gear.
3. Where hatch covers and beams are not interchangeable, they shall be
kept plainly marked to indicate the hatch to which they belong and
their position therein.
4. Only an authorised person (whenever practicable a member of the
ship's crew) shall be permitted to open or close power-operated hatch
covers; the hatch covers shall not be opened or closed while any
person is liable to be injured by the operation of the cover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ower-operated ship's equipment such as a door in the
hull of a ship, a ramp, a retractable car deck or simila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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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 해로로 근로자들이 선박이나 다른 장소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이동 할 때,
안전한 승선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베슬(vessel)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할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벽지의 작업장으로, 또는 그곳으로부터 근로자가 이동하여야 할 때, 이동
수단이 사용자에 의해 안전하게 강구되어야만 한다.
제17조
1. 선창이나 뱃짐갑판에로의 접근은
㈎ 튼튼하고 알맞게 만들어진 고정계단 또는 이것이 실용적이지 못한
곳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고정 사다리나 클리트(cleat) 또는 받침, 또는
㈏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합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조에 명시된 접근수단은 개시된 승강로
(hatchway)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이 조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선창 또는 뱃짐바닥에로의 다른 어떤
접근수단을 사용해서도, 사용이 강요되어서도 안된다.

제18조
1. 만약 사용상 튼튼히 건축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힘이 없다면 설치․유지되는
어떠한 승강구 커버(hatch cover)나 가로들보(beam)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리프트 장치의 도움으로 조정되는 승강구에는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안전을 위해 즉시 접근이 가능하고 적절한 부속물이 있어야 한다.
3. 승강구 커버나 가로들보가 교체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 속에있는 승강구와
당해장소에서 위치가 나타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오직 허가받은 사람만이(실행가능할 때에 언제나 그 선박 승무원 중 일원이)
동력에 의해 동작되는 승강구 커버를 개․폐할 수 있다. 또한, 그
승강구 커버의 작동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개․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이 협약 제4항의 규정은 선박선체내, 문․램프(ramp), 차량갑판(cardeck)
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등의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장치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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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1.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tect any opening in or on a
deck where workers are required to work, through which opening
workers or vehicles are liable to fall.
2. Every hatchway not fitted with a coaming of adequate height and
strength shall be closed or its guard replaced when the hatchway is
no longer in use, except during short interruptions of work, and a
responsible person shall be charged with ensuring that these
measures are carried out.
Article 20
1. All necessary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required to be in the hold or on a cargo deck of a ship when power
vehicles operate in that hold or loading or unloading operations are
taking place with the aid of power-operated appliances.
2. Hatch covers and beams shall not be removed or replaced
while work is in progress in the hold under the hatchway. Before
loading or unloading takes place, any hatch cover or beam that is not
adequately secured against displacement shall be removed.
3. Adequate ventilation shall be provided in the hold or on a cargo
deck by the circulation of fresh air to prevent risks of injury to health
arising from the fumes emitted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s or
from other sources.
4. Adequate arrangements, including safe means of escape, shall be
made for the safety of persons when dry bulk cargo is being loaded
or unloaded in any hold or 'tween deck or when a worker is
required to work in a bin or hopper on board ship.
Article 21
Every lifting appliance, every item of loose gear and every sling or
lifting device forming an integral part of a load shall be-(a) of good design and construction, of adequate strength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is used, maintained in good repair and working
order and, in the case of a lifting appliance in respect of which
this is necessary, properly installed;
(b) used in a safe and proper manner and, in particular, shall not be
loaded beyond its safe working load or loads, except for testing
purposes as specified and under the direction of a competen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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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 근로자들이 일해야 하는 갑판안이나 위에 있는 어떤 구멍으로 인해 근로자들
이나 기구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충분한 높이와 힘을 가진 테두리판(coaming)이 설치되지 않은 모든 승강로
(hatchway)는,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을
닫혀져 있어야 하거나 그것의 방호장치는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책임있는 사람이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20조
1. 동력기구가 선창에서 작동되고 동력장치에 의한 화물의 상․하역 작업이
행하여질 때, 선창안이나 혹은 뱃짐바닥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승강로(hatchway) 아래 선창안에서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승강구 커버
(hatch cover)나 가로들보(beam)가 이동․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적하작업
또는 불하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확실하게 제 위치에 고정될 수 없는 승강구
뚜껑(hatch cover)이나 가로들보(beam)는 그 어느 것이든 제거되어야 한다.
3. 내부연소엔진이나 다른 원인으로 배출된 가스에 의해 보건을 해칠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충분한 통풍기구가 선창
이나 뱃짐바닥에 마련되어야만 한다.
4. 딱딱한 뱃짐을 어떤 선창이나 갑판에서 상․하역중일 때, 또는 근로자가
선박의 빈(bin)이나 호퍼(hopper)에서 일해야 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탈출 수단을 포함한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적하물의 총체적부분을 이루는 모든 리프트 장치, 느슨한 기어(gear)의 모든
부품, 모든 달아올리는 기계(sling)와 리프트 기계는
㈎ 좋은 디자인과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용될 목적에 맞는 충분한
힘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보수작업절차를 밟아 유지되어야
하고, 또 리프트 장치의 경우 특히 적절한 가설이 요구된다.
㈏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 명시된 실험목적의
경우나 혹은 적절한 사람이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작업
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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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1. Every lifting appliance and every item of loose gear shall be tes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y a competent person
before being put into use for the first time and after any substantial
alteration or repair to any part liable to affect its safety.
2. Lifting appliances forming part of a ship's equipment shall be
retested at least once in every five years.
3. Shore-based lifting appliances shall be retested at such times as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4. Upon the completion of every test of a lifting appliance or item of
loose gear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appliance or
gear shall be thoroughly examined and certified by the person
carrying out the test.
Article 23
1.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every lifting appliance
and every item of loose gear shall be periodically thoroughly examined
and certified by a competent person. Such examinations shall take
place at least once in every 12 months.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4 of Article 22 and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thorough examination means a detailed visual examination
by a competent person,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suitable
means or measures in order to arrive at a reliable conclusion as to the
safety of the appliance or item of loose gear examined.
Article 24
1. Every item of loose gear shall be inspected regularly before use.
Expendable or disposable slings shall not be reused. In the case of
pre-slung cargoes, the slings shall be inspected as frequently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inspection
means a visual inspection by a responsible person carried out to
decide whether, so far as can be ascertained in such manner, the gear
or sling is safe for continue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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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1.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은, 그것의 최초사용전과
그것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실질적 경우 혹은 보수 후에,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국내법규에 따라 검사되어야만 한다.
2. 어떤 선박설비의 일부분을 이루는 리프트 장치는 적어도 5년에 한번씩
재검사되어야만 한다.
3. 연안에 설치된 리프트 장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시기에
재검사되어야만 한다.
4. 이 조에 따라 실시된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모든 검사가
완료될 때, 그 장치와 기어는 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철저
하게 조사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제23조
1. 22조의 요건들 이외에도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은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되고 증명받아야 한다.
그러한 조사는 적어도 12개월에 한번 실시되어야 한다.
2. 22조제4항과 이 조의 1항의 목적상, 밀접 조사란 적격한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세부적이고 시각적인 검사를 의미하고, 검사받은 장치와 느슨한
기어 부품의 안전에 관한 믿을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다면 기타의
적절한 수단과 조치들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24조
1.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은 사용전에 검사해야 한다. 처분해야 될 달아
올리는 기계들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미리 달아 올려진 하물의 경우,
그 달아올리는 기계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자주 검사해야 한다.
2. 1항의 목적을 위한 검사란,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한, 그
기어나 달아올리는 기계(sling)의 계속사용 안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책임있는 사람에 의한 시각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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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1. Such duly authenticated records as will provid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safe condition of the lifting appliances and items of loose gear
concerned shall be kept, on shore or on the ship as the case may be;
they shall specify the safe working load and the dates and results of
the tests, thorough examinations and inspec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22, 23 and 24 of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spe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4 of this Convention,
a record need only be made where the inspection discloses a defect.
2. A register of the lifting appliances and items of loose gear shall be
kept in a form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ccount being
taken of the model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3. The register shall comprise certificates granted or recognised as vali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ertified true copies of the said
certificates, in a form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ccount
being taken of the model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respect of the testing, thorough examination and inspection,
as the case may be, of lifting appliances and items of loose gear.
Article 26
1. With a view to ensur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arrangements
made by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for the testing,
thorough examination,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lifting appliances
and items of loose gear forming part of a ship's equipment and of
the records relating thereto-(a)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e
Convention shall appoint or otherwise recognise competent persons
or national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carry out tests and/or
thorough examinations and related functions, under conditions that
ensure that the continuance of appointment or recognition depends
upon satisfactory performance;
(b)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shall accept or
recognise those appointed or otherwise recognis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or shall enter into reciprocal
arrangements with regard to such acceptance or recognition; in
either case, acceptance or recognition shall be under conditions
that make their continuance dependent upon satisfactory performance.
2. No lifting appliance, loose gear or other cargo-handling appliances shall
be use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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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1. 관련된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안전상태에 대해 일견 증거를 제공해줄
정식으로 인증된 기록물들은 연안 혹은 경우에 따라 선박에 보존돼야 한다.
또한 그 기록들은 안전작업하중, 검정의 일자와 결과, 그리고 이 협약의
제22조, 제23조, 그리고 제24조에 언급된 정밀조사와 검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의 제24조제1항에 언급된 검사의 경우 기록물은 검사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곳에서만 만들어져야 한다.
2.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기록부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추천된 형식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형식으로 보존돼야
한다.
3. 기록부는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의 검정,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와 검사에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추천한 형식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한 형식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한 증명서 또는 상술한 증명서의 확인된 복사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26조
1. 선박 설비의 일부를 형성하는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의 부품에 대한
검정, 정밀조사 및 검사 그리고 증명을 위해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책 및 거기에 관한 기록에 대한 상호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지명이나 승인
행위의 영속성은 만족스러운 임무수행에 달려있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서,
검정이나 정밀조사 및 관련기능을 수행할 적격한 사람이나 국내 또는
국제기구를 지명․승인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항의 ㈎호에 준해 지명․승인된 자들을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그런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상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경우든, 수락 또는 승인의 영구성은 만족스러운 임무수행에
달려 있어야 한다.
2. 어떠한 리프트 장치, 느슨한 기어, 혹은 기타 하역조정장치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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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mpetent authority is not satisfied by reference to a certificate
of test or examination or to an authenticated record, as the case
may be, that the necessary test, examination or inspec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b) in the view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appliance or gear is
not safe for use.
3.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so applied as to cause delay
in loading or unloading a ship where equipment satisfactory to the
competent authority is used.
Article 27
1. Every lifting appliance (other than a ship's derrick) having a single
safe working load and every item of loose gear shall be clearly
marked with its safe working load by stamping or, where this is
impracticable, by other suitable means.
2. Every lifting appliance (other than a ship's derrick) having more than
one safe working load shall be fitted with effective means of enabling
the driver to determine the safe working load under each condition of
use.
3. Every ship's derrick (other than a derrick crane) shall be clearly
marked with the safe working loads applying when the derrick is
used-(a) in single purchase;
(b) with a lower cargo block;
(c) in union purchase in all possible block positions.
Article 28
Every ship shall carry rigging plan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necessary to permit the safe rigging of its derricks and accessory gear.
Article 29
Pallets and similar devices for containing or supporting loads shall be of
sound construction, of adequate strength and free from visible defects
liable to affect their safe use.
Article 30
Loads shall not be raised or lowered unless slung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lifting appliance in a saf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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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검정이나 조사 또는 검사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검정 및 조사 증명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된 기록부에 관해 권한
있는 기관이 만족하지 않을 때
㈏ 권한있는 기관의 관점에서, 장치나 기어(gear)가 사용에 안전치 않을 때
3. 2항은 권한있는 기관에 만족스러운 설비가 사용되는 선박에서 하적 또는
하역작업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적용되어질 수 없다.

제27조
1. 선박의 데릭(derrick)이외의 단순안전작업하중을 가진 모든 리프트
장치와 느슨한 기어(gear)의 모든 부품은 스템프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의 안전작업하중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선박의 데릭(derrick)이외의 복합안전작업하중을 가진 모든 리프트
장치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각각의 사용상태에 따라 안전작업하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
3. 데릭크레인(derrick crane) 등 모든 리프트 장치는 그 데릭(derrick)이,
㈎ 단독 지레작용으로,
㈏ 아래의 하물고패와 같이,
㈐ 어느 위치에서의 고패와 함께 연합지레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적용
되는 안전작업하중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모든 선박은 그것의 데릭(derrick)과 부속기어가 안전한 한 그것의 의장을 허가
하는데 필요한 의장계획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9조
하물을 담거나 지탱하기 위한 하물깔판이나 이에 유사한 기구는 튼튼한 건축물
이어야 하고, 충분한 힘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눈으로 보아 그것들의 안전한
사용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안전한 방법으로 리프트 장치에 매달리거나 부착되지 않은 하물을 올리거나
내려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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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1. Every freight container terminal shall be so laid out and operated as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safety of the workers.
2. In the case of ships carrying containers, means shall be provided for
ensuring the safety of workers lashing or unlashing the containers.
Article 32
1. Any dangerous cargo shall be packed, marked and labelled, handled,
stored and stow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pplying to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water and those dealing specifically with the handling of dangerous
goods in ports.
2. Dangerous substances shall not be handled, stored or stowed unless
they are packed and marked and labelle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such substances.
3. If receptacles or containers of dangerous substances are broken or
damaged to a dangerous extent, dock work, other than that necessary
to eliminate danger, shall be stopped in the area concerned and the
workers removed to a safe place until the danger has been eliminated.
4.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exposure of workers to
toxic or harmful substances or agents, or oxygen-deficient or flammable
atmospheres.
5. Where workers are required to enter any confined space in which
toxic or harmful substances are liable to be present or in which there
is liable to be an oxygen deficiency,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accidents or injury to health.
Article 33
Suitable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protect workers against the
harmful effects of excessive noise at the workplace.
Article 34
1. Where adequate protection against risks of accident or injury to
health cannot be ensured by other means, workers shall be provided
with and shall be required to make proper use of such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as is reasonably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2. Workers shall be required to take care of tha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3.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by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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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1. 모든 하물콘테이너 종착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2. 선박이 콘테이너를 운반할 경우 콘테이너를 묶고 푸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2조
1. 위험한 하물은 어느 것이든, 해로를 통한 위험한 상품 수송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 혹은 특히 입항이나 정박중의 위험한 상품을 다루는 협약의 요구에
따라 포장․표시, 레이블 부착, 취급․보관 그리고 선적되어야 한다.
2. 위험한 물질은, 그러한 것의 수송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그것들
포장․표시되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취급․보관․선적
되어서는 안된다.
3. 만일 위험한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나 콘테이너가 부러지거나 해를 입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필요작업 이외에 관련
지역에서의 부두작업은 중단되어야만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4. 유독․유해한 물질이나 작용제, 혹은 산소 부족이나 가연성 있는 대기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5. 유독․유해한 품질이 존재하거나 혹은 산소부족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밀폐된 장소로 근로자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사고나 보건침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33조
작업장의 과다한 소음에 따른 유해한 영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34조
1. 사고 위험이나 보건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수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개인방어
장비나, 방호복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러한 것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은 그 개인방호장비와 방호복을 살펴야 한다.
3. 개인방호장비나 방호복은 사용자가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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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In case of accident, adequate facilities, including trained personnel, shall
be readily available for the rescue of any person in danger, for the
provision of first-aid and for the removal of injured persons in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without further endangering them.
Article 36
1. Each Member shall determin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appropriate method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a) for which risks inherent in the work there is to be an initial
medical examination or a periodical medical examination, or both;
(b) with due regard to the nature and degree of the risks and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maximum intervals at which
periodical medical examinations are to be carried out;
(c) in the case of workers exposed to special occupational health
hazards, the range of special investigations deemed necessary;
(d)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rovision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r workers.
2. All medical examinations and investigations carried out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free of cost to the worker.
3. The records of the medical examinations and the investigations shall be
confidential.
Article 37
1.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including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shall be formed at every port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number of workers. Such committees shall also be formed
at other ports as necessary.
2. The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such 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appropriate
method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nd in the light of local circumstances.
Article 38
1. No worker shall be employed in dock work unless he has been given
adequate instruction or training as to the potential risks attaching to
his work and the main precautions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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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위한 구급대책 및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부상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훈련된
요원을 포함한 충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6조
1. 각 회원국은 국내법규나 국가의 실제여건에 일치하는 적절한 다른 방법에
의해, 그리고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 작업에 내재해 있는 위험에 대비해 초기의료조사 또는 정기의료조사 또는
그 두가지 모두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또한
㈏ 위험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적절히 주목하여 정기의료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최대간격, 또한
㈐ 근로자들이 특별한 직업상의 보건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별조사의 범위, 또한
㈑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절한 대책들을 결정
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모든 의료조사와 연구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의료조사와 연구기록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7조
1. 상당수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항구에는 노사 대표들을 포함한 안전․보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다른 항구에서도
역시 구성되어야 한다.
2. 그 위원회의 설립, 구성 및 기능은 국내법규나 국가의 실정에 일치하는
적절한 다른 수단에 의해,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38조
1. 작업에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를 위하여 취할 주요예방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어떤 근로자도 부두 작업에 고용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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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lifting appliance or other cargo-handling appliance shall be operated
only by a person who is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who possesses
the necessary aptitudes and experience or a person under training
who is properly supervised.
Article 39
To assist in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y are repor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d, where necessary, investigated.
Article 40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a
sufficient number of adequate and suitable sanitary and washing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and properly maintained at each dock,
wherever practicable within a reasonable distance of the workplace.

PART IV. IMPLEMENTATION
Article 4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a) specify the duties in respec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persons and bodies concerned with dock work;
(b)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penalties,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to supervise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to be taken in pursuance of the
Convention, or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Article 42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escribe the time-limits within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in respect of-(a) the construction or equipping of a ship;
(b) the construction or equipping of any shore-based lifting appliance
or other cargo-handling appliance;
(c) the construction of any item of loose gear.
2. The time-limits prescrib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exceed four years from the date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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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프트 장치와 여타의 하물조정장치는 적어도 18세 이상인 자나 필요한
소질과 경험을 소유한 자, 또는 적절한 통제하에서 교습중인 자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야 한다.
제39조
직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을 위해서 그것들이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되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40조
국내법령이나 국가의 실정에 따라, 각 부두에는 적절하고 양호한 기능을 갖춘
충분한 보건소와 급수시설이 가능할 경우 작업장내 어느 곳이든지 합리적
거리내에 마련되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제4절 이 행 규 정
제41조
이 협약을 추진한 각 회원국은,
㈎ 부두 작업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들의 보건 및 직업안전에 관한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 협약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조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협약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사업무를
규정하거나 적절한 감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
1. 국내법규는 아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규정들이,
㈎ 선박의 건조와 장비, 또한
㈏ 연안기지에 설치된 리프트 기구나 여타의 하물조정기구의 건설이나
장비, 또한
㈐ 느슨한 기어의 모든 부품의 설치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규정된 시한은 이 협약의 비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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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This Convention revises the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Dockers)
Convention. 1929, and the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Dockers)
Convention (Revised),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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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최종규정
제43조
이 협약은 1929년 선박의 적하 또는 적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32년 개정 선박의 적하 또는 적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
제4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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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8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seventh Session on
3 June 1981, and Reaffirming the provision of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recognising "the solemn oblig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further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programmes which
will achieve ...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noting that this principle is "fully applicable to all people
everywhere", and
Having regard to the key importance of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ntained i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1951, the
Volunta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Recommendation, 1951, the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8, and the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8, and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make greater effort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se standards and, particularly, the general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 4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and in Paragraph 1 of the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195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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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협약

단체교섭 협약(1981년)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38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에서는 단체협약의 용어 정의, 협약내용의 전 경제활동 분야에의 적용, 단체
협상 촉진을 위한 국내여건에 적합한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상이 중재 및 조정기구
내에 발생하고, 단체협상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사관계의 운영을 배제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내용로 인하여 단체
교섭의 자유가 방해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이 단체협약․중재재정 및 기타 국내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행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계획을 촉진하는 국제노동
기구의 엄숙한 의무를 인정한 필라델피아선언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이 원칙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51년 단체협약 권고, 1951년 임의조정 및 임의중재 권고, 1978년 근로관계(공공
부문) 협약 및 권고와 1978년 노동행정 협약 및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
기준의 결정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 기준들과 특히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4조와 1951년 단체교섭
권고 제1조에서 선언한 일반원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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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accordingly that these standards should be complemented by
appropriate measures based on them and aimed at promoting free and
voluntary collective bargaining,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e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81: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2. The extent to which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pply to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may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3. As regards the public service, special modalities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be fix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national
practice.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ollective bargaining
extends to all negotiations which take place between an employer, a
group of employers or one or more employers' organisations, on the one
hand, and one or more workers' organisations, on the other, for-(a)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and terms of employment; and/or
(b) regulating relation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nd/or
(c) regulating relations between employers or their organisations
and a workers' organisation or workers' organisations.
Article 3
1. Where national law or practice recognises the existence of workers'
representatives as defined in Article 3, subparagraph (b),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national law or practice
ma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term collective bargaining
shall also extend,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o negotiations
with these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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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기준이 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을 촉진
하는 데 목적을 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단체교섭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조건들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적용범위는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공부문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한 특별한 형식을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단체교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별사용자, 다수의 사용자로 이루어진 그룹, 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용자
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를 다른
당사자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을 말한다.
㈎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결정
㈏ 노사간의 관계 규제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하나의 근로자단체 또는 복수의 근로자단체
간의 관계 규제
제3조
1. 국내법규 또는 관행으로 1971년 근로자대표에 관한 협약 제3조 ㈏호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존재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상 단체교섭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대표와의 교섭에 확대적용되도록 국내법령이나 관행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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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term collective
bargaining also includes negotiations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wherever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existence of these representatives
is not used to undermine the position of the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PART II. METHODS OF APPLICATION
Article 4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in so far as they are not
otherwise made effective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in such other manner as may be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be given effect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PART III.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rticle 5
1. Measures adapted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taken to promote
collective bargaining.
2. The aims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the following:
(a)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made possible for all employers
and all groups of workers in the branches of activity covered by
this Convention;
(b)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progressively extended to all
matters covered by subparagraphs (a), (b) and (c)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c) the establishment of rules of procedure agreed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should be encouraged;
(d)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not be hampered by the absence of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 to be used or by the inadequacy or
inappropriateness of such rules;
(e) bodies and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labour disputes should
be so conceived a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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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이라는 용어가 제1항에 의거하여 제1항에 언급된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까지도 포함한 경우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존재가 관련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저해하는 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적 용 방 법
제4조
이 협약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 국내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 한, 국내법령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 3 절 단체교섭의 촉진
제5조
1.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조치의 목적은 다음 각호에 두어야 한다.
㈎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경제활동분야의 모든 노사단체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이 협약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문제에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노사단체간 또는 근로자단체간에 합의된 절차규정의 확립이 장려되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의 부재 또는 그러한 규정의 불충분성
이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기구 또는 절차는 단체교섭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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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do not preclude the oper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 which collective bargaining takes place
within the framework of conciliation and/or arbitration machinery or
institutions, in which machinery or institutions the parties to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voluntarily participate.
Article 7
Measures taken by public authoriti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shall be the subject of prior consultation
and, whenever possible, agreement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rticle 8
The measures taken with a view to promoting collective bargaining shall
not be so conceived or applied as to hamper the freedom of collective
bargaining.

PART IV. FINAL PROVISIONS
Article 9
This Convention does not revise any existing Convention or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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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협약의 조항들은 단체교섭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제
또는 기구인 조정 그리고/또는 중재의 틀 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노사관계 제도의 운영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 7조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당국이 취하는 조치는 사전협의와,
가능한 경우 공공당국과 노사단체간 합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제 8조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단체교섭의 자유를 방해하도록 계획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4절 최 종 규 정
제9조
이 협약은 기존의 협약 및 권고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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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5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seventh Session on 3 June 1981,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which is the six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2.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exclude from its application, in part or in whole,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such as maritime shipping or
fishing, in respect of which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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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호 협약

산업안전 보건 협약(1981년)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56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비준국은
국내 여건 및 관행에 맞게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와 관계된 사고ㆍ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이 협약은 작업에 필요한 기계ㆍ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및 방호장비의 제공
등을 규정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67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 여섯번째 의제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
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2일 채택
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 부문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해상운송 또는 어업 등 그 성질상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특정 경제활동부문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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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branches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and describing
the measures taken to give adequate protection to workers in
excluded branches, and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reports any
progress towards wider application.
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workers in the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covered.
2.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exclude from its application, in part or in
whole, limited categories of workers in respect of which there are
particular difficulties.
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limited categories of workers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and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reports any progress
towards wider application.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covers all branches in
which workers are employed,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b) the term workers covers all employed persons, including public employees;
(c) the term workplace covers all places where workers need to be
or to go by reason of their work and which are under the direct
or indirect control of the employer;
(d) the term regulations covers all provisions given force of law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e) the term health , in relation to work, indicates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it also includes the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affecting health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safety and hygiene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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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본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부문 및 제외사유와 제외된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기재하고, 후속 보고에서
적용 확대를 위한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적용되는 경제활동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본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 및 제외사유를 기재하고, 후속
보고에서 적용 확대를 위한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 “경제활동부문”이라는 용어는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 “근로자”라는 용어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있어야 하거나 가야 하는
모든 장소로서, 사용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를 받는 장소를 포함
한다.
㈑ “규칙”이라는 용어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된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 “보건”이라는 용어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업상 안전 및 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요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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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Article 4
1. Each Member shall, in the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formulate, implement and periodically review
a coherent national policy on occupational safety, occupational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2. The aim of the policy shall be to prevent accidents and injury to
health arising out of, linked with or occurring in the course of work,
by minimising,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causes of
hazards inher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
Article 5
Th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shall take account
of the following main spheres of action in so far as they affe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a) design, testing, choice, substitution, installation, arrangement, use
and maintenance of the material elements of work (workplaces,
working environment, tools, machinery and equipment,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substances and agents, work processes);
(b) relationships between the material elements of work and the
persons who carry out or supervise the work, and adaptation of
machinery, equipment, working time, organisation of work and
work processes to the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of the
workers;
(c) training, including necessary further training, qualifications and
motivations of persons involved, in one capacity or another, in the
achievement of adequate levels of safety and health;
(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t the levels of the working
group and the undertaking and at all other appropriate levels up to
and including the national level;
(e) the protection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from
disciplinary measures as a result of actions properly taken by
them in conformity with th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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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가정책의 원칙
제4조
1. 회원국은 국내여건 및 관행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에 기인하거나 작업과 관련되거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제5조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은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음의 주요 활동 부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물질적인 작업요소(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및 설비, 화학적․
물리적․생물학적 물질 및 인자, 작업공정)의 설계, 검사, 선택, 대체,
설치, 배치, 사용 및 유지
㈏ 물질적인 작업요소와 작업을 수행 또는 감독하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기계 및 설비, 작업시간, 작업구조 및 작업공정을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맞게 조절
㈐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보건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특정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해서 관계자를 훈련(재훈련 포함)시키고 자격 및 동기를 부여
하는 것
㈑ 작업그룹 및 기업단위, 국가단위를 포함하여 국가 단위까지의 기타
모든 적절한 단위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
㈒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에 따라 그들이 적절하게 취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를 보호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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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The formulation of th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shall indicate the respectiv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respec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of public
authorities, employers, workers and others, taking account both of the
complementary character of such responsibilities and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rticle 7
The situation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hall be reviewed at appropriate intervals, either over-all or
in respect of particular areas, with a view to identifying major problems,
evolving effective methods for dealing with them and priorities of action,
and evaluating results.

PART III. ACTION AT THE NATIONAL LEVEL
Article 8
Each Member shall, by laws or regulations or
consistent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Convention.

any other method
in consultation with
workers concerned,
to Article 4 of this

Article 9
1. The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hall be secured by
an adequate and appropriate system of inspection.
2. The enforcement system shall provide for adequ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0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vide guidance to employers and workers
so as to help them to comply with legal obligations.
Article 11
To give effect to th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the following
functions are progressively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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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4조에서 언급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공당국, 사용자, 근로자 등이 가지는
책임의 상호보완성과 국내 여건 및 관행을 고려하여, 이들이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기능 및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상황은 주요 문제점 파악,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 및 행동의 우선순위 개선, 결과 평가를 위하여 전반적
으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주기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절 국가차원의 조치
제8조
회원국은 관련된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법령이나 국내
여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4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령은 적절하고 적합한 감독 시스템에
의해 그 집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이 집행 시스템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이행하기 위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정부당국은
다음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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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determination, where the nature and degree of hazards so
require, of conditions governing the design, construction and layout
of undertakings, the commencement of their operations, major
alterations affecting them and changes in their purposes, the safety
of technical equipment used at work,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procedures def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 the determination of work processes and of substances and agents
the exposure to which is to be prohibited, limited or made subject
to authorisation or control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health hazards due to the simultaneous exposure to several substances
or agent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c)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procedures for the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by employers and, when
appropriate, insurance institutions and others directly concerned,
and the production of annual statistics on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d) the holding of inquiries, where cases of occupational accidents,
occupational diseases or any other injuries to health which arise
in the course of or in connection with work appear to reflect
situations which are serious;
(e) the publication, annually, of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in
pursuance of th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and on occupational accidents, occupational diseases and other injuries
to health which arise in the course of or in connection with work;
(f) the introduction or extension of systems,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to examine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agents in respect of the risk to the health of
workers.
Article 12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ose who design, manufacture, import,
provide or transfer machinery, equipment or substances for occupational use-(a) satisfy themselves that,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machinery, equipment or substance does not entail danger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those using it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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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설계, 건축 및
과업배치를 좌우하는 조건의 결정, 사업장 가동의 시작, 사업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 및 목적의 변경, 작업에 사용되는 기술장비의 안전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절차의 적용
㈏ 노출이 금지․제한되어 있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또는 통제에
따라야 하는 작업과정과 물질 및 인자의 결정; 몇 가지의 물질 및 인자에
동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고려
㈐ 사용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보험기관 및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을 통보하는 절차를 수립․적용,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에 관한 연간통계 작성
㈑ 작업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상해, 직업병 또는 기타
건강에 대한 상해의 사례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조사를 실시
㈒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와 작업과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상해, 직업병 및 건강에 대한 상해에
관한 정보를 매년 출판
㈓ 국내여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과 관련한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를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 또는 확대

제12조
직무상의 용도를 가진 기계, 설비 또는 물질을 설계․제작․수입․공급 또는
운반하는 사람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또는 물질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이를 올바르게 사용
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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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ke avail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rrect installation and use
of machinery and equipment and the correct use of substances,
and information on hazards of machinery and equipment and
dangerous properties of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nd
biological agents or products, as well as instructions on how
known hazards are to be avoided;
(c) undertake studies and research or otherwise keep abreas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necessary to comply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Article.
Article 13
A worker who has removed himself from a work situation which he has
reasonable justification to believe presents an imminent and serious
danger to his life or health shall be protected from undue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rticle 14
Measures shall be taken with a view to promoting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the inclusion of ques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at all
level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higher technical, med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in a manner meeting the training needs of all
workers.
Article 15
1. With a view to ensuring the coherence of th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and of measures for its application, each
Member shall, after consult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nd with
other bodies as appropriate, make arrangement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to ensure the necessary co-ordination
between various authorities and bodies called upon to give effect to
Parts II and III of this Convention.
2. Whenever circumstances so require and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permit, these arrangements shal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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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과 물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
알려진 위험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기계․설비의
위험성 및 화학물질과 물리적․생물학적 인자 또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
㈐ 이 조 ㈎호 및 ㈏호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관해서
연구․조사를 실시하거나 최근 상황을 알고 있을 것

제13조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근로자는 국내여건과 관행에 따라
부당한 결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14조
국내여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문제를 모든
근로자의 훈련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기술적, 의학적, 전문적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1. 회원국은 제4조에 언급된 정책과 그 적용을 위한 조치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사용자 단체 및 기타
적절한 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제2절 및 제3절을 이행하는데 요구
되는 여러 정부당국과 단체간 필요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여건 및
관행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여건상 필요하고 국내여건 및 관행이 허락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에 중앙
기구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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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ACTION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Article 16
1.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workplaces, machinery, equipment and processes
under their control are safe and without risk to health.
2.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substances and
agents under their control are without risk to health when the
appropriate measures of protection are taken.
3.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where necessary, adequate
protective clothing and protective equipment to prevent, so far is
reasonably practicable, risk of accidents or of adverse effects on health.
Article 17
Whenever two or more undertakings engage in activities simultaneously
at one workplace, they shall collaborate in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8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where necessary, for measures
to deal with emergencies and accidents, including adequate first-aid
arrangements.
Article 19
There shall be arrangements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under
which-(a) worker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work, co-operate in the
fulfilment by their employer of the obligations placed upon him;
(b) representatives of workers in the undertaking co-operate with the
employer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 representatives of workers in an undertaking are given adequate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by the employer to secur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may consult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about such information provided they do not disclose
commercial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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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업 차원의 조치
제16조
1.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작업장, 기계류, 장비, 작업공정이 확실히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보장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물질 및 인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보장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고의 위험
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호복과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제17조
둘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항상 이 협약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포함하여 긴급사태 및 사고에 대응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제19조
사업장 차원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무를 완수하는 데 협력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사용자와 협력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대표단체와 그러한 정보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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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are given
appropriate train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as the case may be,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in an undertaking,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e enabled to enquire into, and are
consulted by the employer on, all asp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ed with their work; for this purpose technical
advisers may, by mutual agreement, be brought in from outside
the undertaking;
(f) a worker reports forthwith to his immediate supervisor any
situation which he has reasonable justification to believe presents
an imminent and serious danger to his life or health; until the
employer has taken remedial action, if necessary, the employer
cannot require workers to return to a work situation where there
is continuing imminent and serious danger to life or health.
Article 20
Co-operation between management and workers and/or their representatives
within the undertaking shall be an essential element of organisational
and other measures taken in pursuance of Articles 16 to 19 of this
Convention.
Article 2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shall not involve any expenditure
for the workers.

PART V. FINAL PROVISIONS
Article 22
This Convention does not revise any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or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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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받는다.
㈒ 근로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단체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업과 연관된 산업안전보건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장 외부에서 기술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을 자신의 직속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사용자가 개선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필요한 경우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 상황에 근로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간의 협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취해진 조직상의 조치 또는 기타 조치의 본질적 요소이다.

제21조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제5절 최 종 규 정
제22조
이 협약은 어떠한 국제노동협약 또는 권고도 개정하지 않는다.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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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6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 198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seventh Session on 3 June 1981, and
Noting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ecognises that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race, creed or sex, have the right to pursue their
material well-being and their spiritual development in conditions of freedom
and dignity, of economic security and equal opportunity", and
Noting the terms of the Declaration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s and of the resolution concerning a plan of
action with a view to promot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n 1975,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imed at ensur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men and
women workers, namely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51,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58, and Part VIII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ommendation, 1975, and
Recalling that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does not expressly cover distinctions made on the basis of family
responsibilities, and considering that supplementary standards are necessary
in this respe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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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호 협약

가족부양의무 근로자 협약(1981년)
효력발생：1983년 8월 11일 (40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피부양 아동이나 직계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게 적용
비준국은 이들 근로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가능한 한 직업과 부양
책임 사이의 갈등이 없도록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이 협약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균등원칙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에 관하여 규정
가족부양책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67차 회기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신념, 성별에 관계 없이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에 있어서의

자유 및 존엄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안녕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에 유의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1975년 채택된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선언과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계획에 관한 결의의
내용에 인식하고,
남녀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을 보장할 목적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즉 1951년 동일임금 협약 및 권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및 권고,
1975년 인적자원 개발 권고의 제3절 규정들을 인지하고,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이 명시적으로 가족부양책임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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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terms of the Employment (Women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Recommendation, 1965, and considering the changes which have taken
place since its adoption, and
Noting that instruments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men
and women have also be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specialised agencies, and recalling, in particular, the fourteenth paragraph of
the Preambl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to the effect that States
Parties are " aware that a change in the traditional role of men as well as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and in the family is needed to achieve ful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Recognising that the problems of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are
aspects of wider issues regarding the family and society which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national policies, and
Recognising the need to create 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as between men and women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and
between such workers and other workers, and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problems facing all workers are aggravated
in the case of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and recognising the nee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the latter both by measures responding to
their special needs and by measures designe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workers in general,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workers: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 1981: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men and women workers with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ir dependent children, where such responsibilities
restrict their possibilities of preparing for, entering, participating in or
advancing in econo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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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고용(가족부양의무가 있는 여성) 권고의 조항들을 인지하고, 권고 채택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고려하고,
남성과 여성의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기제가 국제연합 및 기타 전문기구에
의해서 이미 채택된 바 있음을 유의하며, 특히 모든 국제연합의 당사국들은
“남녀간 완전한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내에서의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전문의 열네번째 문단을 상기하며,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문제는 국가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가정 및
사회에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 측면임을 인식하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간 그리고 그러한 근로자와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간 기회 및 대우의 효과적인 평등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는 조치와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치를 통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처우 균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고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피부양 아동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 이
활동에의 진입, 참여 또는 증진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남녀근로자에게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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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lso be applied to men and
women workers with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other members of
their immediate family who clearly need their care or support, where
such responsibilities restrict their possibilities of preparing for, entering,
participating in or advancing in economic activity.
3.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s dependent child and
other member of the immediate family who clearly needs care or
support mean persons defined as such in each country by one of the
means referred to in Article 9 of this Convention.
4. The workers covered by virtue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
Article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nd all
categories of workers.
Article 3
1. With a view to creating 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men and women workers, each Member shall make it an aim of
national policy to enable person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who
are engaged or wish to engage in employment to exercise their
right to do so without being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to the
extent possible, without conflict between their employment and family
responsibilities.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term discrimination
mean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as defined by
Articles 1 and 5 of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Article 4
With a view to creating 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workers, all measures compatible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shall be taken-(a) to enable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to
right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and
(b) to take account of their needs in terms and conditions
and in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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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의 규정은 보호 및 부양의 필요성이 명백한 다른 직계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 이 활동에의 진입, 참여 또는 증진의
가능성이 제한하는 남녀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피부양 아동과 보호 및 부양의 필요성이 명백한
다른 직계가족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9조에 언급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정의한 사람을 의미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이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과 모든 범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1. 남녀근로자를 위하여 기회 및 대우의 효과적인 평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원국은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고자 하는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고용과 가족부양 책임 사이의 충돌
없이 그들의 고용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상 목적을 위하여, 차별이라는 용어는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의 제1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의미한다.

제4조
남녀근로자를 위한 기회 및 대우의 효과적인 평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음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여건 및 가능성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근로조건 및 상태, 그리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들의 요구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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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All measures compatibl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shall
further be taken-(a) to take account of the needs of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in community planning; and
(b) to develop or promote community services, public or private, such
as child-care and family services and facilities.
Article 6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bodies in each countr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information and education which
engender broader public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men and women workers and of the
problems of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as well as a climate of
opinion conducive to overcoming these problems.
Article 7
All measures compatibl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including measures in the field of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shall
be taken to enable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to become and
remain integrated in the labour force, as well as to re-enter the labour
force after an absence due to those responsibilities.
Article 8
Family responsibilities shall not, as such, constitute a valid reason for
termination of employment.
Article 9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applied by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works rules, arbitration awards, court
decisions or a combination of these method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which may be appropriate, account
being taken of national conditions.
Article 10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applied by stages if
necessary, account being taken of national condition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of implementation as are taken shall apply in any case
to all the workers covered by Article 1,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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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음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여건과 가능성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역계획에 있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할 것
㈏ 육아․가족 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같은 공공 또는 민간 지역서비스를
개발․촉진시킬 것
제6조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단체는 남녀근로자를 위한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원칙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이러한 문제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여론을 일으키는 정보 및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력에 통합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과
그들의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및 훈련 분야에서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가 상황과 가능성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8조
가족부양 책임이 고용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이 협약의 규정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재판정, 법원판결 및 이러한
수단의 결합이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필요한 경우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이행 조치는 제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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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indicate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what respect, if any, it intends to make use of the faculty given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that respect.
Article 11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in devising
and applying measures designed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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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이 조 제1항에 의해 부여된 수단을 어떠한
측면에서 원용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보고에서는 이
측면에서 이 협약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할 것인가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는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여건과 관행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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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7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Convention, 198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eighth Session on 2
June 1982, and
Recalling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1962, which relate not only to equality of treatment but also to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and
Considering it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and of acquired rights
in respect of all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maintenance of migrant workers' rights in social security (revision of
Convention No. 48),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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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호 협약

사회보장 권리 유지 협약(1982년)
효력발생：1986년 9월 11일 (3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국외에서 근로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의료급여, 출산급여,
상병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에 관한 권한 유지를
위한 국제규정이다.
비준시 적용되는 조항과 양국, 혹은 다자간 협약의 형태로 적용되는 의무 이행사이에
차이를 인정하여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 국간 특별협정이나 비준시 체결되는 보충
조약으로 본 협약의 특정부문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협약은 비준국내에 월급근로자들뿐 아니라 자영업자, 해당 근로자의 가족들도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목적에 나열된 9개의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며 각각 적절한 상황에 맞게 급여가
지불된다.
본 협약은 권리습득 과정에서의 권리유지 계획에 따라 보험기간ㆍ고용ㆍ직업 활동ㆍ
거주에 관한 조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해당국가가 발효한 협약관련 법령과 관계된 다양한 급여에 관한 습득된
권리 유지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 비준국은 상병ㆍ노령ㆍ유족자 현금급여, 업무상 상해 및 사망급여를 협약
체결국의 국민ㆍ난민ㆍ무국적자 등의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또한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혹은 행정지원을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2년 6월 2일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균등처우 및 취득한 권리 및 취득 중에 있는 권리의 보전에 대한 1962년 균등처우
협약(사회보장)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를 상기하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중에
있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의 보전원칙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이민근로자의 사회보장권리(협약 제48호 개정)
보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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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rst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two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Convention, 1982: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Member means an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at is bound by the Convention;
(b)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c) the term competent Member means the Member under whose
legislation the person concerned can claim benefit;
(d) the term institution means the body or authority directly
responsible for applying all or part of the legislation of a Member;
(e) the term refuge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in paragraph 2 of Article 1 of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31 January 1967;
(f) the term stateless person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28 September 1954;
(g) the term members of the family means persons defined or recognised
as such or as members of the household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benefits are awarded or provided, as appropriate, or person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where persons are defined or recognised as members of the family
or as members of the household under the relevant legislation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living with the person concerned,
this condition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in respect of persons
who obtain their main support from the pers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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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2년 사회보장권리의 유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2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조
본 협약에서,
㈎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말한다.
㈏ 법령이라 함은 법률, 규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관할국이라 함은 관련된 자가 그 법령에 따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 기구라 함은 한 국가의 모든 법령 또는 일부 법령을 적용시키는데 직접
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호 및
1967년 1월 31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 가족이라 함은 급여지불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한 가정의 구성원
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거나 또는 관련된 회원국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이 관련된 자와 거주를 하는
조건하에만 가족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는 경우 관련된 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는 사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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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he term survivors means persons defined or recognised as such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benefits are awarded; where
persons are defined or recognised as survivors under the relevant
legislation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y were living with the
deceased, this condition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in respect
of persons who obtained their main support from the deceased;
(i) the term residence means ordinary residence;
(j) the term temporary residence means a temporary stay;
(k) the term periods of insurance means periods of contribution,
employment, occupational activity or residence which are defined
or recognised as periods of insurance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they were completed, and such other periods as are
regarded by that legislation as equivalent to periods of insurance;
(l) the terms periods of employment and periods of occupational
activity mean periods defined or recognised as such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they were completed and such other
periods as are regarded by that legislation as equivalent to periods
of employment or periods of occupational activity respectively;
(m) the term periods of residence means periods of residence defined
or recognised as such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they were
completed;
(n) the term non-contributory applies to benefits the award of which
does not depend on direct financial participation by the persons
protected or by their employer, or on a qualifying period of
occupational activity, and to any scheme which exclusively
awards such benefits;
(o) the term benefits awarded under transitional arrangements covers
benefits awarded to persons who are over a given age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as well as benefits
awarded, as a transitional measure, in consideration of events that
have occurred or periods that have been completed outside the
current frontiers of the territory of a Member.
Article 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of paragraph 3,
subparagraph (a), of Article 4, this Convention applies to those of the
following branches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a Member has
legislation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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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이라 함은 급부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간주된
사람을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이 사망자와 동거를 하였다는 조건
하에서만 유족으로 정의 또는 간주되는 경우 사망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았던 사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거주라 함은 정상적인 거주를 말한다.
㈗ 임시거주라 함은 일시적인 체류를 말한다.
㈘ 보험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기간으로 정의 또는 인정된 지출,
고용, 직업활동 또는 거주기간과 법령에 의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간을 말한다.
㈙ 고용기간 및 직업활동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인정된
기간과 법령에 의해 고용기간 또는 직업활동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되는 기타 기간을 말한다.
㈚ 거주기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의 또는 인정된 거주기간을 말한다.
㈛ 기여금 납부에 의하지 않은 방식(non-contributory)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참여나 일정기간의 직업활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급여, 그러한 급여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제도에 적용
된다.
(거) 잠정적인 조치하의 급여 부여란 적용가능한 법령 및 부여된 급여의
발효일에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잠정적인 조치로서 회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완료한 기간들을 고려한 후 급여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 제4조 제1항 및 제2항 ㈎호의 제규정에 따라 본 협약은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 시행중인 다음의 사회보장분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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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cal care;
(b) sickness benefit;
(c) maternity benefit;
(d) invalidity benefit;
(e) old-age benefit;
(f) survivors' benefit;
(g) employment injury benefit, namely benefit in respect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h) unemployment benefit; and
(i) family benefit.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rehabilitation benefits provided by
legislation concerning any of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general and special social security
schemes, both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as well as to
schemes consisting of obligations imposed on employers by legislation
in respect of any branch of social secu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pecial schemes for civil servants,
to special schemes for war victims or to social or medical assistance
schemes.
Article 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3,
subparagraph (b), of Article 4 and of paragraph 1 of Article 9, this
Convention applies to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r more Members, as well as to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o their survivors, in all cases in which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established by this
Convention requires that account be taken of the legislation of a
Member other than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s
concerned are resident or temporarily resident.
2. This Convention does not require any Member to apply its provisions
to persons who, by virtue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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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료
㈏ 의료급여
㈐ 출산급여
㈑ 노령급여
㈒ 유족급여
㈓ 업무상 상해급여, 즉 직업성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급du
㈔ 실업급여
㈕ 가족급여
2. 본 협약은 본조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활급부에도 적용된다.
3. 본 협약은 기여금 납부(contributory) 및 기여금 납부를 토대로 하지 않은
방식(non-contributory)을 포함하는 모든 일반적이고 특정한 사회보장제도
및 본조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업무제도에 적용된다.

4. 본 협약은 공무원 및 전쟁희생자를 위한 특수한 제도 및 사회 또는 의료지원
제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제4조의 제1항 및 3항 제㈏호 및 제9조 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 본 협약은
본협약에서 정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기구가, 관련된 자가 현재 그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든 경우 하나 이상의 회원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2. 본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에 대하여도 당해국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국제기관의 힘을 빌어 본 협약의 제규정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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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1. Members may give effect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terms of Parts
II to VI of this Convention b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struments giving
effect to these obligations, under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7, of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8, of paragraphs 1 and 4 of Article 9, of Article 11, of Article
12, of Article 14 and of paragraph 3 of Article 18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mmediately applied by each Member a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Member.
3.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specify
in particular(a)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to which they apply, having
regard to the requirement of reciprocity referred to in Articles 6
and 10 of this Convention; these branches shall, where the
Members concerned have legislation covering them, comprise at
least invalidity benefits, old-age benefits, survivors' benefits and
pension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ies, including death grants,
as well a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s, maternity
benefits and benefit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ies, other
than pensions and death grants;
(b) the categories of persons to which they are applicable; these
categories shall comprise at least employees (including, as
appropriate, frontier workers and seasonal workers),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ir survivors, who are
nationals of one of the Members concerned or who are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se
Members;
(c) the arrangement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benefits provided
and other costs borne by the institution of one Member on behalf
of the institution of another Member unless it has been agreed that
there shall be no reimbursement;
(d) the rules to avoid undue plurality of contributions or other
liabilities or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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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2부부터 제4부의 제조항에 따른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된 국가들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제7조 제4항, 제8조의 제2항
및 3항, 제9조의 1항 및 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
제3항은 각 회원국에서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해당국에
의하여 즉시 적용된다.
3. 본협약의 제1항에서 언급된 기구는 특히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의 제6조 및 제10조에서 언급된 호혜적 요구를 고려한 후, 그
기구에 의하여 적용될 사회보장분야는 관련된 회원국들이 그러한 분야를
포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의 제10조 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
적어도 장애급부, 노령급부, 유족급부 및 업무상 상해 연금 및 의료,
질병급부, 출산급부 및 업무상 상해의 경우 연금 및 사망급부 이외의
기타 급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그러한 기구가 적용가능한 사람의 범주는 적어도 근로자(적절한 경우,
국경근로자와 계절적 근로자를 포함한) 및 그 가족 및 유족으로서
관련된 국가중 한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국가 중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난민 또는 무국적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한 국가의 기구가 다른 국가의 기구를 위하여 지불한 급부 및 기타 경비에
대한 변상을 위한 조치. 단, 관계국간에 변상하지 않는다는 협정이
없어야 한다.
㈑ 기여금(contribution) 또는 다른 의무나 급부의 부당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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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5
1. The legislation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persons covered by this
Co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with a view to avoiding conflicts of laws and
the undesirable consequences that might ensue for those concerned
either through lack of protection, or as a result of undue plurality of
contributions or other liabilities or of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ules:
(a) employees who are normally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even if
they are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or if the
undertaking which employs them has its registered office, or their
employer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b) self-employed persons who normally engage in their occupation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even if they are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c)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rsons sailing on board a ship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even if they are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or if the undertaking which employs them has its registered
office, or their employer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d) persons who are not part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y are resident, in so far as they are not protected in
virtue of subparagraphs (a) to (c) of this paragraph.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to (c)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embers concerned may agree that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in particular self-employed person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y are resident.
3. Members concerned may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other
exceptions to the rule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the
interest of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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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용가능한 법령
제5조
1. 본 협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령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보호의 부족 또는 기여금(contribution)이나 기타 의무 또는 급부의 부당한
중복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률간의 불일치 및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회원국의
거주인 또는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사용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등록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라도 고용된 국가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들이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 한 회원국의 국적하의 배에 승선하여 항해중인 근로자 또는 자영인은
이들이 배의 국적과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 또는 이들의 사용자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사업
등록을 했거나 거주한다 하더라도 배의 국적이 속한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
㈑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본 항의 제㈎부터 ㈐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2. 본조의 제1항의 제㈎호부터 ㈐호까지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회원국들은 일정한 범주의 사람, 특히 자영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관련된 회원국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조의 제1항에 명시된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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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Article 6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subparagraph (a), of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with every other Member concerned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as regards each branch of social secu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and for which
every one of these Members has legislation in force, for the benefit of
persons who have been subject successively or alternately to the
legislation of the said Members.
Article 7
1. The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shall provide for the
adding together, to the extent necessary, of periods of insurance,
employment, occupational activity or residence, as the case may b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s concerned for the
purposes of:
(a) participation in voluntary insurance or optional continued
insurance, where appropriate;
(b) acquisition, maintenance or recovery of rights and, as the case
may be, calculation of benefits.
2. Periods completed concurrently under the legislation of two or more
Members shall be reckoned only once.
3. The Members concerned shall, where necessary,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special arrangements for adding together periods which are
different in nature and periods qualifying for right to benefits under
special schemes.
4. Where a person has completed periods under the legislation of
three or more Members which are parties to different bilateral or
multilateral instruments, each Member which is concurrently bound by
two or more of the instruments in question shall add these periods
together, to the extent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instruments, for the purposes of acquisition, maintenance or recovery
of rights to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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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
제6조
본 협약의 제4조 제3항 ㈎호의 제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2조제1항에 언급된 각 분야의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과,
이러한 회원국들이 법률을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비계속적으로 해당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에 다른 모든 관련된 회원국
들과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1.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인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는 경우에 따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하에서 완료한 보험, 취업, 직업활동 또는 거주기간
들을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합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경우, 임의보험 또는 선택적 계속보험에 가입
㈏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 및 경우에 따라 급부산정
2. 둘 이상의 회원국 법령하에서 동시에 완료된 기간은 한번으로 간주된다.
3. 관련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제도에 따른 급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간과 서로 상이한 성질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상호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쌍무간 또는 다자간 기구에 속하는 셋 이상의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 기간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두개 이상의 관련기구에 의하여 동시에
구속을 받는 각 회원국은 급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보전 또는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기구의 제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기간들을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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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1. The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shall determine the
formula of awarding:
(a)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and
(b) pensions, in respect of occupational diseases,
as well as the apportionment, where appropriate, of the costs
involved.
2. In the cas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7 of this Convention,
each Member which is concurrently bound by two or more of the
instruments in question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ese instrument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benefits to which there is a right under
its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s added together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s concerned.
3. Where in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Member would have to award benefits of the same nature to the
same person in pursuance of two or more bilateral or multilateral
instruments, that Member shall be required to award only the benefit
most favourable to the person concerned as determined on the initial
award of these benefit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Members concerned may, where necessary, agree on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s specified in that
paragraph.

PART IV.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PROVISION OF BENEFITS ABROAD
Article 9
1. Each Member shall guarantee the provision of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cash benefits, pension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ies
and death grants, to which a right is acquired under its legislation, to
beneficiaries who are nationals of a Member or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irrespective of their place of residence, subject to measures
for this purpose to be taken, where necessary, by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or with the stat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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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인 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는 다음의
급부를 부여하는 방식 및 적절한 경우, 관련된 비용의 해당방식도 정하여야
한다.
㈎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 및
㈏ 취업상 사망의 경우 연금
2. 본 협약의 제7조 4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경우 두 개 이상의 관련기구에
의하여 동시에 구속을 받는 각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들의 법령에 따라 합산한
기간들을 고려하여, 자국법령에 적용되어 받을 권리가 발생한 급여를 산정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구들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제2항의 제규정 적용시 회원국이 두개 이상의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에 따라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국은 이러한 급여의 최초 부여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급여만을 부여하도록 요청된다.
4. 본 협약 제2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국들은 제2항
에서 규정된 급여산정을 위한 추가규정에 협의할 수 있다.

제 4 절 취득한 권리보전 및 국외급여의 제공
제9조
1. 각 회원국은 한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 난민 또는 무국적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획득한 권리인 장애, 노령 및 현금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시의 연금 및 사망급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이들의 거주장소와
관계없이 이들 수급권자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위에 언급한 급여의 지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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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Members concerned which participate in the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may agree to guarantee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referred to in the said paragraph to beneficiarie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3. In addi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the case of non-contributory benefits, the Members concerned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vision of these benefits shall be guaranteed to beneficiarie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need not be
applied to:
(a) special non-contributory benefits awarded as a form of assistance
or in cases of need;
(b) benefits awarded under transitional schemes.
Article 10
1. Members concerned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acquired under their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t III of this Convention, as regards each
of the following branches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each of these
Members has legislation in force: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maternity benefit and benefit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ies, other
than pensions and death grants. These schemes shall guarantee such
benefits to persons resident or tempor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se Members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under
conditions and within limits to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2. When not assured by existing legislation, the reciprocity requir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assured by measures taken by a
Member to guarantee benefits corresponding to the benefits provided
under the legislation of another Member,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a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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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제6조의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에 참여하는 관련 회원국들은 본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언급된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국 이외의 영토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본조 제6조에서 언급된 급여제공을 보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그 외에도, 1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에 토대를 두지 않은 급여
(non-contributory benefit)에 대하여는, 관계 회원국들은 이와같은
급여제공이 관할국 이외의 영토에서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제1항, 2항 및 3항의 제규정은 다음의 항목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 보조의 형식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특별한 기여금에 토대를
둔 급여(special contributory benefit)
㈏ 잠정적인 제도하에서 제공되는 급여

제10조
1. 관련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각 사회
보장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 제3부의 제규정을 제고한 후 각국의 법령에 의거
하여 획득한 권리보전(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및 업무상 상해에 관한
연금 및 사망급여 이외의 연금)을 위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는 관리국이외의 회원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련된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정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법령하에서 제공되는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상대
국과의 협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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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bers concerned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acquired under their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t III of this Convention, as regards each
of the following branches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each of these
Members has legislation in force: unemployment benefit, family
benefit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of this Convention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habilitation
benefit. These schemes shall guarantee such benefits to person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se Members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under conditions and within limits to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Article 11
The rules for the adjustment of benefits provided for under the
legislation of a Member shall be applicable to the benefits payable
under that legislatio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ART V.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ASSISTANCE TO PERSON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12
1. The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Members shall afford one another
assistance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2. In principle, the administrative assistance given by these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to one another shall be free of charge. Members may
agree to reimburse certain expenses.
3. The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jurisdictions of one Member may not
reject claims or other documents submitted to them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y are written in an official language of another Member.
Article 13
1. Where a claimant i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he may present his claim validly to the
institution of his place of residence, which shall forward it to the
institution or institutions referred to in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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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음의 각 사회
보장분야에 관하여 본 협약 제3부의 제규정을 고려한 후 각 국의 법령에
의거 획득한 권리보전(실업급여, 가족급여 및 본 협약의 제9조 제1항과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활급여)을 위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는 관할국 이외의 회원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임시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련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한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조정을 위한 규칙은 본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그 법령하에서 지급가능한 급여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절 행정적 지원 및 본 협약에 의하여
포함되는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1.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본 협약과 해당국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관할기관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무상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일정한 경비에 대하여는 변제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3. 한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및 사법기관은 다른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작성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제출된 청구서와 문서들을 거절할 수 없다.

제13조
1. 청구자가 당해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 청구자는
거주장소의 해당기관에 청구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청구서에 언급된 기관으로 그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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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claim, declaration or appeal that should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Member, within a specified time to an
authority, institution or jurisdiction of that Member, shall be admissible
if it is submitted within that time-limit to an authority, institution or
jurisdiction of another Member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claimant
is resident. In such event, the authority, institution or jurisdiction
receiving the claim, declaration or appeal shall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institution or jurisdiction of the first
Member. The date on which any claim, declaration or appeal was
submitted to an authority, institution or jurisdiction of the second
Member sha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authority, institution or jurisdiction competent to deal with it.
3. Benefits to be provided by a Member to a beneficiary resident or
tempor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may be
provided either directly by the institution liable for the payment, or
through the intermediary of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latter
Member, at the place where the beneficiary is resident or temporarily
resident,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Members concerned.
Article 14
Each Member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to
assist persons covered by this Convention, particularly migrant workers,
in their dealings with the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jurisdiction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award and receipt of benefits to which
they are entitled and the exercise of their right of appeal, as well as in
order to promote their personal and family welfare.

PART V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5
Except for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and benefits in
respect of occupational disease, the costs of which are apportioned
among two or more Members, this Convention shall not confer or
maintain a right to several benefits of the same nature based on the
same period of compulsory insurance, employment, occupational activity
or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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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한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 선언 또는 청원은 이것들이 규정된
시간내에 청구자가 거주하는 영토내에 있는 다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된 경우 접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구,
선언 또는 청원을 접수한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이들 서류를
지체함이 없이 첫번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두번째 회원국의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청구,
선언, 또는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가 이들 서류를 실제 처리할 관리청,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되어야 한다.
3.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 또는 일시 거주하는 수급권자
에게 제공하는 급부는 관련 회원국들간의 협정에 따라 급여의 책임을 가진
기관이 직접 수급권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상대편 회원국이 지정한
중개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가 거주 또는 임시 거주하는 장소에서 지불
될 수 있다.

제14조
각 회원국은 본 협약에 포함된 사람들, 특히 이민근로자들이 받을 권리를 가진
급부의 취득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리청, 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또한 그들의 개인 및 가족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타 규정
제15조
비용부담을 둘 이상의 회원국이 분담하는 장애, 노령 및 가족급여, 직업상의
질병에 관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동일한 기간의 의무 보험, 고용,
직업상의 활동 또는 거주에 근거한 동일한 성질의 여러 급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유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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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1. The benefits provided and other costs borne by an institution of a
Member on behalf of an institution of another Member shall be
reim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mong these Members, unless they have agreed that there
shall be no reimbursement.
2. Transfers of su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ffected, if nee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at the date of transfe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s, the necessary arrangements shall be
agreed between them.
Article 17
1. Members may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special
arrang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ilateral or multilateral
instruments concluded amongst two or more of them, on condition
that they do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ther Members
and settle the maintenance of rights on terms which, in the aggregate,
are at least as favourable as those of this Convention.
2. A Member shall be deemed to satisf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and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a) if it guarantees at the date of its ratification the provision of the
relevant benefits in a substantial amount prescribed under its
legislation, to all beneficiar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irrespective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b) if it gives eff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and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ilateral or multilateral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3. Each Member which has taken 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that its reasons for doing so subsist;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mentioned paragraph of this Article as from a stated date.

744 ❙ILO

Conventions

제157호 사회보장 권리 유지 협약(1982년)

제16조
1. 한 회원국의 기구가 다른 회원국의 기구를 위하여 제공한 급여 및 기타
경비는 이들 국가들이 변제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의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형식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으로 산출된 금액이전은 필요한 경우 관련된 회원국들간
발효중인 협정에 따라 이전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협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들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둘 이상의 회원국 사이에서 종결된 쌍무 또는 다자간 기관의
테두리안에서의 특별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협약을 적용시킬 때 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제권리의 보전을 정하는 경우 그와 같은 특별 조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본 협약은 제9조 1항 및 제9조의 제규정을 만족
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날짜로부터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규정된
상당한 금액의 해당급여 제공을 모든 수급권자에게 그들의 국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보장하는 경우
㈏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제4조 1항에 언급된 쌍무 또는 다자간 기구의
테두리안에서 본 협약의 제9조 1항 및 제11조의 제규정에 효력을 발생
시키는 경우
3. 본 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는
㈏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명시한 날짜 이후 폐기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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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I.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18
1. This Convention does not confer any right to benefit in respect of a
period prior to its coming into force for the Members concerned.
2.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ll periods of
insurance, employment, occupational activity or reside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Member before the date on which a scheme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rights arise under that scheme a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subject to specific provisions to be agreed upon, if necessary,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3. Any benef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9 of this
Convention, which has not been awarded or which has been
suspended on account of the residence of the claimant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shall be awarded or
resumed,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a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latter Member or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for the Member of which he is a
national, whichever is the later, unless the person concerned has
previously obtained a lumpsum settlement in place of this benefit.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the competent Member concerning the
extinction of rights shall not be invoked against the person concerned
if he submits his request within two years following this date or the
date of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9, as the case may be.
4. Members concerned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extent
to which a scheme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applies to a
contingency arising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cheme for thes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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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18조
1. 본 협약은 관련 국가에서 본 협약이 효력발생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시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가 해당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그 국가의 법령하에서 완료된
모든 보험, 취업, 직업상의 활동 및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와같은 권리보전제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제도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관할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본 협약의 제9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급부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 이와 같은 중지된 급부는 관련된 자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청구인
에게 거주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또는 청구인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효력을 발행하는 날짜중 보다 늦은 날짜로부터 지급이 시작되거나 또는 재개
되어야 한다. 단, 청구인에게 그 이전에 급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소멸에 관한 관할국의 법령은, 청구인이 경우에 따라
제9조 1항에 명시된 조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청구인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져서는 아니된다.
4. 관련 회원국들은 상호협정에 따라 본 협약의 제6조에서 언급된 취득중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를 이러한 국가에서 그러한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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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1. Th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by a Member shall not affect the
Member'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contingencies arising before the
date on which denunciation has taken effect.
2.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which are maintained by virtue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lapse by reason of its denunciation by a Member;
their further maintenance during the period subsequent to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eased to be in for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bilateral or multilateral social security instruments concluded by
the Member, or, in the absence of such instruments, by the legislation of
the said Member.
Article 20
1. This Convention, revises, on the terms set forth in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the Maintenance of Migrants' Pension
Rights Convention, 1935.
2.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any Member bound by
the obligations of the Maintenance of Migrants' Pension Rights
Convention, 1935, shall not,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at Convention.
3. The Maintenance of Migrants' Pension Rights Convention, 1935,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the relations between any Members parties
thereto as and when a scheme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in pursuance of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has
become applicable in thes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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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 회원국에 의한 본협약의 폐기는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우발적사건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에 의하여 보전되는 취득중의 권리는 회원국의 폐기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이 효력이 중지된 이후의 그들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는 관련
회원국이 결정한 쌍무 또는 다자간 사회보장기구에 따라 결정하거나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
1. 본 협약은 본조의 다음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을 개정한다.
2.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의 의무를 구속받는 모든 회원국
에서의 본 협약의 효력발생이 1935년 협약의 즉각 폐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3. 1935년 이민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보전협약은, 당사국들에 있어서
본협약 제6조에 따라 취득중인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가 적용 가능한 날짜로
부터, 당사국에서 효력을 중지하게 된다.

제2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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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9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Convention, 1983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ixty-ninth Session on 1 June 1983, and
No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ntained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Disabled) Recommendation, 1955, and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ommendation, 1975, and
Noting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Disabled)
Recommendation, 1955, significant developments have occurred in the understanding
of rehabilitation needs, the scope and organis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law and practice of many Members on the questions covered by
that Recommenda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year 1981 was declar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with the theme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and that a comprehensiv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is to provide effective meas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for the realisation of the goals of “ful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rsons in social life and development, and of
“equality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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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호 협약

직업재활과 고용(장애인) 협약(1983년)
효력발생：1985년 6월 20일 (82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국내여건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든 계층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 관련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정책수행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권한 있는 기관은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3년 6월 1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69차 회기에서,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 및 1975년 인적자원개발 권고에 포함된 현행
국제노동기준에 주목하고,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재활
서비스의 범위 및 조직, 협약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많은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1981년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되었고,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세계행동강령이 사회생활과 발전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에서의 고용과 사회로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기회와 처우의 균등보장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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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these developments have made it appropriate to adopt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subject which take account, in
particular, of the need to ensur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to
all categories of disabled persons, in both rural and urban areas, for
employment and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ie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thre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Convention,
1983:

PART I. DEFINITION AND SCOPE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disabled person means
an individual whose prospects of securing, retaining and advancing in
suitable employment are substantially reduced as a result of a duly
recognised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ach Member shall consider the
purpos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s being to enable a disabled
person to secure, retain and advance in suitable employment and
thereby to further such person's integration or reintegration into
society.
3.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ed by each Member
through measures which are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4.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categories of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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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의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대한 특히 기회 및 처우 균등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함이 적절해졌음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직업재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3년 직업재활 및 고용(장애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3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절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정식으로 인정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인해 적합한 고용을 확보․유지․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된 사람을 의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유지․증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에
통합 또는 재통합되는 것을 촉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회원국에 의해 국내여건에 적합하고 국내 관행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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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PRINCIPL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Article 2
Each Member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practice and
possibilities, formulate, implement and periodically review a national policy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rticle 3
The said policy shall aim at ensuring that appropri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measures are made available to all categories of disabled
persons, and at promo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rsons in the open labour market.
Article 4
The said policy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between disabled workers and workers generall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disabled men and women workers shall be respected.
Special positive measures aimed at effectiv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between disabled workers and other workers shall not be
regarded as discriminating against other workers.
Article 5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consult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id policy, including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omo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bodies engaged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ivities.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and for disabled persons
shall also be consu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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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의 원칙

제2조
회원국은 국내여건, 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상기 정책은 적절한 직업재활 조치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
하고 개방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상기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남녀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평등이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직업재활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기관과 사설기관간의 협력 및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상기 정책의 이행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적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 및 그들을 위한
대표단체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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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ACTION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Article 6
Each Member shall, by laws or regulations or by any other method
consistent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Articles 2, 3, 4 and 5 of this Convention.
Article 7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measures with a view to providing
and evaluating vocational guidance, vocational training, placement, employment
and other related services to enable disabled persons to secure, retain and
advance in employment; existing services for workers generally shall,
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be used with necessary adaptations.
Article 8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n rural areas and remote communities.
Article 9
Each Member shall aim at ensuring the training and availability of
rehabilitation counsellors and other suitably qualified staff responsible
for the vocational guidance, vocational training, placement and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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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
제6조
회원국은 법령 또는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권한 있는 기관은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수립․평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고용
서비스가 필요에 따른 적절한 개조를 거쳐 사용되어야 한다.

제8조
농촌 및 벽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수립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고용을 담당하는 재활
상담사 및 다른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훈련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제4절 최종규정
제1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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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0

Labour Statistics Convention, 198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irst Session on 7 June 1985,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ages and Hours of
Work, 1938 (No. 63),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Considering that these proposals should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Statistics Convention, 1985: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hat it will
regularly collect, compile and publish basic labour statistics, which shall
be progressively expanded in accordance with its resources to cover the
following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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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호 협약

노동통계 협약(1985년)
효력발생：1988년 4월 24일 (48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노동비용, 소비자 물가지수, 노동쟁의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집계ㆍ출판하여야 함
통계를 수집ㆍ집계ㆍ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ㆍ정의ㆍ방법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후원 아래 수립된 최신의 기준 및 지침을 고려
통계를 수집ㆍ집계ㆍ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ㆍ정의ㆍ방법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함
이 협약에 따라 집계․출판된 통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ILO에 제출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 다섯번째 의제인 1938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 협약(제63호)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고려 하에,
1985년 노동통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집계․
출판하여야 하며, 이 기본통계는 아래의 주제를 포함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ILO 주요협약❙ 759

C160 Labour Statistics Convention, 1985

(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where relevant unemployment,
and where possible visible underemployment;
(b)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or detailed analysis and to serve as benchmark data;
(c) average earnings and hours of work (hours actually worked or
hours paid for) and, where appropriate, time rates of wages and
normal hours of work;
(d) wage structure and distribution;
(e) labour cost;
(f) consumer price indices;
(g) household expenditure or, where appropriate, family expenditure and,
where possible, household income or, where appropriate, family
income;
(h) occupational injuries and, as far as possible, occupational diseases; and
(i) industrial disputes.
Article 2
In designing or revising the concepts, definitions and methodology used in
the collection,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statistics required under
this Convention, Member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atest standards
and guideline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3
In designing or revising the concepts, definitions and methodology used in
the collection,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statistics required
under this Convention,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they exist, shall be consulted with a view to
taking into account their needs and to ensuring their co-operation.
Article 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impose an obligation to publish or
reveal data which could result in the disclosure in any way of
information relating to an individual statistical unit, such as a person, a
household, an establishment or an enterprise.
Article 5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communicate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s soon as practicable, the published
statistics compiled in pursuance of the Convention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publication,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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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인구, 고용, 관련 있는 경우에는 실업, 가능한 경우 가시적인 불완전
고용
㈏ 세부적인 분석과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률과 통상근로시간
㈑ 임금구조 및 분포
㈒ 노동비용
㈓ 소비자 물가지수
㈔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지출,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수입
㈕ 업무상 재해 및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직업병
㈖ 노동쟁의

제2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집계․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정의․
방법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후원 아래 수립된
최신의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집계․출판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정의․
방법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 가계, 사업장 또는 기업과
같은 개별 통계단위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료를
출판 또는 누설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집계․출판된 통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출판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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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eference information appropriate to the means of dissemination
used (titles and reference numbers in the case of printed publications
and the equivalent descriptions in the case of data disseminated in
other forms); and
(b) the most recent dates or periods for which the different types of
statistics are available, and the dates of their publication or release.
Article 6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sources, concepts, definitions and methodology
used in collecting and compiling statistics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shall be(a) produced and updated to reflect significant changes;
(b)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s soon as
practicable; and
(c) published by the competent national body.

II. BASIC LABOUR STATISTICS
Article 7
Current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where relevant unemployment, and where possible visible underemployment,
shall be compile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Article 8
Statistics of the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hall be compile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for detailed analysis and to serve as benchmark
data.
Article 9
1. Current statistics of average earnings and hours of work (hours
actually worked or hours paid for) shall be compiled covering all
important categories of employees and all important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n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2. Where appropriate, statistics of time rates of wages and normal hours
of work shall be compiled covering important occupations or groups
of occupations in important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n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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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배포수단에 따라 적절한 관련 정보(인쇄된 출판물의 경우 제목
및 참조번호, 다른 형태로 배포된 자료의 경우 그에 상당한 설명)
㈏ 가장 최근 자료 또는 서로 다른 유형의 통계가 나와 있는 기간, 그리고
출판일자 또는 발행일자

제6조
이 협약에 따라 통계를 수집․집계하는 데 사용된 출처, 개념, 정의 및 방법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 주된 변화를 반영하도록 작성․갱신될 것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될 것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출판될 것

제 2 절 기본적인 노동통계
제7조
경제활동인구, 고용, 관련 있는 경우에는 실업, 가능한 경우 가시적인 불완전
고용에 관한 현재 통계는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
되어야 한다.
제8조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세부적인 분석과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제9조
1.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관한 현재 통계는
모든 주요 범주의 근로자와 모든 주요 경제활동 부문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률과 통상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활동
부문에 있어서의 주요 직업 및 직종을 포괄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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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Statistics of wage structure and distribution shall be compiled covering
employees in important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rticle 11
Statistics of labour cost shall be compiled covering important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Where possible, these statistics shall be consistent with
data on employment and hours of work (hours actually worked or
hours paid for) of the same scope.
Article 12
Consumer price indices shall be computed in order to measure
variations over time in the prices of items representative of the
consumption patterns of significant population groups or of the total
population.
Article 13
Statistics of household expenditure or, where appropriate, family expenditure
and, where possible, household income or, where appropriate, family
income shall be compiled covering all types and sizes of private
households or families, an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Article 14
1. Stat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shall be compile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covering, where
possible,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2. As far as possible, statistics of occupational diseases shall be compiled
covering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n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Article 15
Statistics of industrial disputes shall be compiled in such a way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covering, where possible,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III. ACCEPTANCE OF OBLIGATIONS
Article 16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in pursuance of
the general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t I, accept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f the Articles of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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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금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활동 부문에 있어서의 근로자를 포괄
하여 집계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비용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활동 부문을 포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동일한 범위의 고용 및 근로시간(실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요 인구층 또는 전체 인구의 소비유형을 대표하는 품목의
가격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제13조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지출,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수입에 관한 통계는 모든 유형과 규모의 민간 가계 및 가족을 포괄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제14조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경우 모든 경제활동 부문을 포괄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2. 직업병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 부문을 포괄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제15조
노동쟁의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 부문을 포괄하여 해당 국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제 3 절 의무의 수락
제1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절에서 언급한 일반의무에 따라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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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shall specify in its ratification the Article or Articles of
Part II in respect of which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3.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f
the Articles of Part II which were not already specified in its
ratification. These notifications shall have the force of ratification as
from the date of their communication.
4.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stat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on the subjects covered by the
Articles of Part II in respect of which it has not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is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subjects.
Article 17
1. A Member may limit initially the scope of the statistics referred to in
the Article or Articles of Part II in respect of which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to specified categories of workers,
sectors of the economy,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geographical
areas.
2. Each Member which limits the scope of the statistics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dicate in its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Article or
Articles of Part II to which the limitation applies, stating the nature
of and reasons for such limitation,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extent to which it has been possible or it is proposed to extend
the scope to other categories of workers, sectors of the economy,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geographic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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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은 제2절의 조항 중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하는 조항을 비준시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이미 명시하지 않았던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관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다고 국제노
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전달되는 날
부터 비준의 효력을 갖는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해당 국가가 관련한 협약상 의무
준수를 수락하지 않았던 제2절의 조항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협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최초에 관련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 협약 제2절의 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항과 관계있는 통계의 범위를 특정 범주의
근로자, 경제부문, 경제활동 분야 또는 지역에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계의 범위를 제한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러한 제한이 적용
되는 이 협약 제2절의 조항 및 그 제한의 성질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보고에서 다른 범주의 근로자, 경제부문, 경제활동 분야 또는 지역
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해졌으며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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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 Member may, by a declaration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the month
following each anniversary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troduce subsequent limitations on the technical scope of the statistics
covered by the Article or Articles of Part II in respect of which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Such declarations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y are registered. Each
Member which introduces such limitations shall provid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particula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18
This Convention revises the Conven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ages
and Hours of Work,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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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관련 있는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협약 효력
발생 기념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을 통해서, 해당 국가가 관련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 제2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통계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제한을 차후에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다.
이러한 제한을 도입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이 조항의 제2항에서 언급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협약은 1938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협약을 개정한다.

제4절 최 종 규 정
제1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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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1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198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irst Session on
7 June 1985, and Noting that the protection of the worker against sickness,
disease and injury arising out of his employment is one of the tasks assigned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under its Constitution,
Not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Recommendation, 1953,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ecommendation, 1959,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which establish the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and action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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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호 협약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1985년)
효력발생：1988년 2월 17일 (26개국 비준)

주요내용
일관된 국가정책틀 속에서 전체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구, 권한있는 단체에
의하여 조직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은 산업보건기구의
운영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작업환경 및 작업관행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장내의 유해 요인으로
부터의 위험과 근로자의 근로관련 건강상태를 확인ㆍ평가해야만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업무조정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정보ㆍ훈련ㆍ교육을 제공한다. 응급조치를 취하고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분석에 참여하며 직업재활 조치에 기여한다.
기업의 다른 업무분야와 보건업무 제공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보건기구의 직원들은 직업상의 전문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보건기구는 근로자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잠재적인 것 모두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야 하나 이탈의 이유 규명을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수입에 손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산업보건기구를 감독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당국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17차 회기
에서,
업무로 기인하는 상병, 질병 및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제
노동기구 헌장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에 부과된 임무 중의 하나임에 유의하고,
관련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국가정책 및 국가차원에서의 조치에
관한 원칙을 설정한 1953년 근로자 건강보호 권고, 1959년 산업보건기구 권고,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등에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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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1985:

PART I.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means services entrusted
with essentially preventive functions and responsible for advising
the employer,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on(i)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which will facilitate optim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relation to work;
(ii) the adaptation of work to the capabilities of workers in the light
of their state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b) the term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means persons
who are recognised as such under national law or practice.
Article 2
In the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they exist, each Member shall formulate, implement and periodically
review a coherent national policy o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rticle 3
1. Each Member undertakes to develop progressively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r all workers, including those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members of production co-operatives, in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and all undertakings. The provision made should be adequate
and appropriate to the specific risks of the undertakings.
2. I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annot be immediately established for all
undertakings, each Member concerned shall draw up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they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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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산업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5년 산업보건기구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 1 절 국가정책의 원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산업보건기구’라 함은 본질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업내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그 대표에게 조언을 할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⑴ 작업과 관련하여 최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용이하게 하는 안전
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수립․유지하기 위한 조건
⑵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측면에서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작업의 조정
㈏ ‘기업내의 근로자대표’라 함은 국내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국내
여건과 국내관행 측면에서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구를 부단히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실시되는 규정은 기업의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적정․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산업보건기구를 모든 사업에 대하여 즉시 설치할 수 없다면, 관련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그러한
기구의 설치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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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ch Member concerned shall indicate,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plans drawn
up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indicate in subsequent
reports any progress in their application.
Article 4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sult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where they exist, on the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ART II. FUNCTIONS
Article 5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y of each employer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workers in his employment, and with due regard to
the necessity for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matter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all have such of the
following functions as are adequate and appropriate to the occupational
risks of the undertaking:
(a)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the risks from health hazards in
the workplace;
(b) surveillance of the factor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practices which may affect workers' health, including sanitary
installations, canteens and housing where these facilities are provided
by the employer;
(c) advice on planning and organisation of work, including the design
of workplaces, on the choice, maintenance and condition of machinery
and other equipment and on substances used in work;
(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mes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practices as well as testing and evaluation of health
aspects of new equipment;
(e) advice on 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hygiene and on ergonomics
and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tective equipment;
(f) surveillance of workers' health in relation to work;
(g) promoting the adaptation of work to the worker;
(h) contribution to measur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 collaboration in providing information,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fields of occupational health and hygiene and ergonomics;
(j) organising of first aid and emergenc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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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르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에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을 표시하고 후속
보고서에 이 계획의 적용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4조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규정의
실시를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해서 그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기

능

제5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개별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업보건기구는 기업의 업무상 위험에 대해서 적정․타당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에서 보건상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파악
및 평가
㈏ 위생시설, 구내식당 및 숙소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시설을 제공하는 곳
으로, 근로자의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작업관행에
내재하는 요소의 감독
㈐ 작업장을 포함하여 작업의 계획 및 조직, 기계와 다른 설비의 상태
및 유지, 그리고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조언
㈑ 새로운 장비의 보건상의 측면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작업관행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참여
㈒ 산업안전보건 및 위생, 인체공학 그리고 개인적․집단적 방호장비에 관한
조언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있는 건강에 대한 감독
㈔ 근로자에 대한 업무조정의 개선
㈕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에 대한 기여
㈖ 산업보건, 위생 그리고 인체공학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훈련 및 교육의
제공에 대한 협력
㈗ 응급처리와 긴급조치시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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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participation in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PART III. ORGANISATION
Article 6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a) by laws or regulations; or
(b) by collective agreements or a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or
(c) in any other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rticle 7
1.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may be organised as a service for a
single undertaking or as a service common to a number of undertakings,
as appropriate.
2.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may be organised by(a) the undertakings or groups of undertakings concerned;
(b) public authorities or official services;
(c)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d) any other bodies author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 a combination of any of the above.
Article 8
The employer,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where they exist,
shall cooperate and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ganisational
and other measures relating to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on an
equitable basis.

PART IV. CONDITIONS OF OPERATION
Article 9
1.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ould be multidisciplinary. The composition of the personnel
shall be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duties to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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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분석에 대한 참여

제3절 조

직

제6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보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법령
㈏ 단체협약 또는 관련 노사가 합의한 기타의 방법
㈐ 관련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은 기타의
방법

제7조
1. 산업보건기구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기구 또한 복수의 기업에 대한 공동
기구의 어느 것이나 적정하게 구성할 수 있다.
2. 산업보건기구는 국내여건 및 국내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 관련된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
㈏ 공공당국 또는 공공기관
㈐ 사회보장기구
㈑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단체
㈒ 이상의 각 요소의 결합
제8조
노사 그리고 이들의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는 산업보건기구와 관계된
조직상 및 기타 조치의 실시에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고 참가한다.

제 4 절 운영의 조건
제9조
1.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산업보건기구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있어야
한다. 직원의 구성은 수행할 임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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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all carry out their func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other services in the undertaking.
3.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o ensure adequa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as appropriate, other bodies concerned with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Article 10
The personne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all enjoy full
professional independence from employers,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where they exist, in relation to the functions listed in Article 5.
Article 1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qualifications required for
the personne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duties to be performed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12
The surveillance of workers' health in relation to work shall involve
no loss of earnings for them, shall be free of charge and shall take
place as far as possible during working hours.
Article 13
All workers shall be informed of health hazards involved in their
work.
Article 14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all be informed by the employer and
workers of any known factors and any suspected factors in the working
environment which may affect the workers' health.
Article 15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all be informed of occurrences of ill
health amongst workers and absence from work for health reasons, in
order to be able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 between the
reasons for ill health or absence and any health hazards which may be
present at the workplace. Personne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hall not be required by the employer to verify the reasons for
absence fro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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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보건기구는 기업내의 다른 기구와 협력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보건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기타 조직과
산업보건기구의 적절한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은 제5조에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노사 및 이들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직업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책임있는 기관은 수행할 임무의 성질과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산업보건
기구의 직원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감독을 이유로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되거나
비용부담을 수반해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중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된 보건상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
노사는 근로자의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건 잠재적인 것이건 모든 요인을 산업보건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근로자가 건강을 이유로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
건강의 악화 및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인과 작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상의 위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기구는 이에 관하여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보건기구의 직원에게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인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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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GENERAL PROVISIONS
Article 16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both for supervising the operation of and for advis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once they have been established.

780 ❙ILO

Conventions

제161호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1985년)

제5절 일 반 규 정
제16조
국내법령은 산업보건기구가 설치된 후에는 그 운영의 감독과 조언의 책임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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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2

Asbestos Convention, 198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second Session
on 4 June 1986, and
Not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4, the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7,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5, the list of occupational diseases
as revised in 1980 appended to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as well as the Code of practice on safety in the use of asbesto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 1984, which establish the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and action at the national level,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afety in the use of asbesto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Asbestos Conventio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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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호 협약

석면 협약(1986년)
효력발생：1989년 6월 16일 (32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됨
국내법령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예방ㆍ통제ㆍ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
그밖에 석면 관련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ㆍ보호ㆍ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된 1986년 6월 4일 제72차
회기를 개최하고,
국가정책 및 국가차원의 행동의 원칙을 수립한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74년 작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 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 1964년 업무상 상해급여 협약에 첨부되어 있는 1980년 개정된
직업병 목록, 1984년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실천규약에
유의하고,
본 회의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석면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6년 석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6년 6월 24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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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activities involving exposure of workers
to asbestos in the course of work.
2.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nd on the basis of an assessment of the health hazards involved and
the safety measures applied, exclude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particular undertakings from the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it is satisfied that their application
to these branches or undertakings is unnecessary.
3.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deciding on the exclusion of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particular undertaking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requency, duration and level of exposure, as well as
the type of work and the conditions at the workplace.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asbestos means the fibrous form of mineral silicates
belonging to rock-forming minerals of the serpentine group, i.e.
chrysotile (white asbestos), and of the amphibole group, i.e.
actinolite, amosite (brown asbestos, cummingtonite-grunerite),
anthophyllite, crocidolite (blue asbestos), tremolite, or any mixtur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se;
(b) the term asbestos dust means airborne particles of asbestos or
settled particles of asbestos which are liable to become airborne in
the working environment;
(c) the term airborne asbestos dust means, for purposes of measurement,
dust particles measured by gravimetric assessment or other equivalent
method;
(d) the term respirable asbestos fibres means asbestos fibres having a
diameter of less than 3 micrometre and a length-to-diameter ratio
greater than 3:1. Only fibres of a length greater than 5 micromet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purposes of measurement;
(e) the term exposure to asbestos means exposure at work to airborne
respirable asbestos fibres or asbestos dust, whether originating from
asbestos or from minerals, materials or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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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석면 노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한 후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과 적용되는 안전 조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특정한 경제활동 부문 또는 특정한 사업에 이 협약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 그러한 부문과 사업을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특정 경제활동 부문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
제외를 결정할 때 작업의 유형 및 작업장 환경뿐만 아니라 노출빈도, 노출
시간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 “석면”이란 용어는 크리설라이트(백석면) 같은 사문석 계통과 엑티널
라이트, 아모싸이트(갈색석면, 커밍터나이트-구루너라이트), 엔소필
라이트, 크로우써도라이트(청석면), 트레몰라이트와 같은 각섬석 계통의
암반형성 광물질에 속하는 광물성 규산의 섬유상 형태, 또는 이것들 중
한 두 가지가 섞인 물질을 의미한다.
㈏ “석면먼지”란 용어는 공중에 떠도는 석면입자 또는 작업장에서 공중에
떠돌 가능성이 있는 침전된 입자를 의미한다.
㈐ “공중에 떠도는 석면먼지”란 용어는 계량의 목적을 위하여 측정중력계의
측정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해 계량된 먼지 입자를 의미한다.
㈑ “호흡성 석면 섬유”란 용어는 지름이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세로직경의 비율이 3：1이상인 석면섬유를 의미한다. 길이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섬유만 측정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석면에의 노출”이란 용어는 석면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석면을 포함한
광물, 물질, 또는 생산물에서 기인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작업도중 공중에
떠도는 호흡성 석면 섬유 또는 석면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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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term workers includes the members of production co-operatives;
(g) the term workers' representatives means the workers' representatives
recognised as such by national law or practice, in conformity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PART II. GENERAL PRINCIPLES
Article 3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escribe the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health hazards due to occupational exposure to asbestos.
2.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drawn up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eriodically reviewed in the light of technical
progress and advances in scientific knowledge.
3.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ermit temporary derogations from the
measures prescrib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under
conditions and within limits of time to be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4. In granting derogations in pursuanc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the necessary precautions
are taken to protect the workers' health.
Article 4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sult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on the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5
1. The enforc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pursuant to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shall be secured by an adequate and
appropriate system of inspection.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for th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appropriate penalties,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of
an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6
1. Employers shall be made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prescrib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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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이란 용어는 생산협동조합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 “근로자 대표들”이란 용어는 1971년 근로자 대표 협약에 부합하는 국내
법이나 관례에 의해 그렇게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을 의미한다.

제2절 일 반 원 칙
제3조
1. 국가의 법령은 작업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들을 규정
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내법령은 과학지식의 기술적 진보와 발전의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한 있는 기관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 협의
하여 결정한 조건 및 기간제한 하에서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적용제외를 허용한 때에 권한 있는 기관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들에 관해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법률의 집행은 적절하고 적합한 감독체계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2. 국가의 법률은 이 협약 조항의 효과적인 집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재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사용자들은 규정된 조치들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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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ever two or more employers undertake activities simultaneously at
one workplace, they shall co-operat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measures,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y of each
employer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workers he employ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the general procedures of this
co-operation when it is necessary.
3. Employers shall, in co-operation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rvices,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cerned, prepare procedures for deal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Article 7
Workers shall be required,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prescribed safety and hygiene procedur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protection against, health hazards due to
occupational exposure to asbestos.
Article 8
Employers and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co-operate as
closely as possible at all levels in the undertak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escrib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PART III. PROTECTIVE AND PREVENTIVE MEASURES
Article 9
Th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dopted pursuant to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shall provide that exposure to asbestos shall be prevented or
controll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a) making work in which exposure to asbestos may occur subject to
regulations prescribing adequate engineering controls and work
practices, including workplace hygiene;
(b) prescribing special rules and procedures, including authorisation,
for the use of asbestos or of certain types of asbestos or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or for certain work processes.
Article 10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health of workers and technically
practicabl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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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활동할 때,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각 사용자들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 규정된
조치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필요시
이러한 협력의 일반적 절차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사용자들은 관련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 한 후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자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책임한도 내에서 작업상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상
위험 요인의 예방․제어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안전․위생 절차들을 준수
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제8조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 사업내의 모든 차원에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절 보호 및 예방조치
제9조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국내 법률은 석면에 대한 노출이 다음 조치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예방․제어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장 위생을 포함하여 적절한
공학적 통제나 작업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도록 할 것
㈏ 석면 또는 특정 종류의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 또는 특정 작업
과정에 대해 허가를 포함한 특별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할 것

제10조
국내 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다음 조치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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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lacement of asbestos or of certain types of asbestos or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by other materials or products or the use of
alternative technology, scientifically evalu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harmless or less harmful, whenever this is possible;
(b) total or partial prohibition of the use of asbestos or of certain
types of asbestos or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in certain work
processes.
Article 11
1. The use of crocidolite and products containing this fibre shall be
prohibited.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empower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o permit derogations from the prohibition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n replacemen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provided that steps are taken to ensure that the health of workers is
not placed at risk.
Article 12
1. Spraying of all forms of asbestos shall be prohibited.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empower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o permit derogations from the prohibition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n alternative methods are not reasonably
practicable, provided that steps are taken to ensure that the health of
workers is not placed at risk.
Article 13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provide that employers shall notify to
the competent authority, in a manner and to the extent prescribed by it,
certain types of work involving exposure to asbestos.
Article 14
Producers and suppliers of asbestos and manufacturers and suppliers
of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shall be made responsible for adequate
labelling of the container and, where appropriate, the products, in a
language and manner easily understood by the workers and the users
concerned, as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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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언제나 석석면 또는 특정 종류의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해하거나 해가 적다고 과학적으로 평가된
다른 물질이나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평가된 다른 기술을 사용
하는 것
㈏ 특정 작업과정에서 석면 또는 특정 종류의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

제11조
1. 크로우씨더라이트나 이러한 섬유질을 함유한 제품 생산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대체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때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와 협의한 후 이 조 제1항에 포함된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단, 이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12조
1. 모든 형태의 석면은 분무가 금지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대안적 수단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때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와 협의한 후 이 조 제1항에 포함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단, 이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13조
국내 법령은 사용자가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이 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석면에 대한 노출을 수반하는 특정 종류의 작업을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석면의 생산자와 공급자,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업자와 공급자는 석면을 담는
용기나 적절한 경우 제품에 권한 있는 기관이 규정한 대로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지를 부착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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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limits for the exposure of
workers to asbestos or other exposur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2. The exposure limits or other exposure criteria shall be fixed and
periodically reviewed and updated in the light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advances in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3. In all workplaces where workers are exposed to asbestos, the
employer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or control
the release of asbestos dust into the air, to ensure that the exposure
limits or other exposure criteria are complied with and also to reduce
exposure to as low a level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4. When the measures taken in pursuanc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do not bring exposure to asbestos within the exposure limits or do
not comply with the other exposure criteria specified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employer shall provide, maintain and
replace, as necessary, at no cost to the workers, adequate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and special protective clothing as appropriate.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shall comply with standards set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be used only as a supplementary,
temporary, emergency or exceptional measure and not as an
alternative to technical control.
Article 16
Each employer shall be made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exposure of the workers he employs to asbestos and for their
protection against the hazards due to asbestos.
Article 17
1. Demolition of plants or structures containing friable asbestos insulation
materials, and removal of asbestos from buildings or structures in
which asbestos is liable to become airborne, shall be undertaken only
by employers or contractors who are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qualified to carry out such wor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who have been empowered to
undertake suc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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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한계 또는 작업환경의 측정을
위한 기타 노출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그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기준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발달과 기술적․
과학적 지식의 진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갱신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자는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
기준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고 노출을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석면먼지의 공기중 비산을 예방 또는 제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석면노출을 노출한계 내로 한정하지
못하거나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기타 노출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적합한 호흡용 방호 기구와 특수방호복을
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적절하게 제공, 유지, 교체하여야 한다. 호흡
보호구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적․
일시적․비상시 혹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되고 기술적 통제에 대한 대안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16조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통제하고
석면에 기인한 위험요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1. 부스러지기 쉬운 석면절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공장이나 구조물의 해체․
제거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기 쉬운 건물이나 구조물로부터의 석면제거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자격을
인정받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나 도급업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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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mployer or contractor shall be required before starting
demolition work to draw up a work plan specifying the measures to
be taken, including measures to(a) provide all necessary protection to the workers;
(b) limit the release of asbestos dust into the air; and
(c) provide for the disposal of waste containing asbesto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is Convention.
3. The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be consulted on the work
pla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18
1. Where workers' personal clothing may become contaminated with
asbestos dust,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s,
shall provide appropriate work clothing, which shall not be worn
outside the workplace.
2. The handling and cleaning of used work clothing and special
protective clothing shall be carried out under controlled conditions, as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prevent the release of
asbestos dust.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hibit the taking home of work
clothing and special protective clothing and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leaning, maintenance and
storage of work clothing, special protective clothing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5. The employer shall provide facilities for workers exposed to asbestos
to wash, take a bath or shower at the workplace, as appropriate.
Article 19
1.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employers shall
dispose of waste containing asbestos in a manner that does not pose
a health risk to the workers concerned, including those handling
asbestos waste, or to the population in the vicinity of the enterprise.
2.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by employers to prevent pollution of the general environment by
asbestos dust released from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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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나 도급업자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시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 조치들을 명시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를 제공할 것
㈏ 석면먼지가 비산되는 것을 제한할 것
㈐ 이 협약의 제19조에 따라,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3. 근로자나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작업계획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1. 근로자들의 옷이 석면먼지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한 후 적절한 작업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작업복은 작업장 밖에서 착용되어서는 안된다.
2. 사용된 작업복과 특수방호복의 취급 및 세척은 권한 있는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석면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통제된 환경에서 행해져야 한다.
3. 국내 법령은 작업복 및 특수방호복과 개인적 보호장비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복, 특수방호복 및 개인용 보호구의 세척․유지 및 보관을
책임져야 한다.
5.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적절한 경우 작업장에서 씻거나 목욕
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작업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1.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사용자는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련 근로자들 또는 회사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석면을 포함한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과 고용주들은 작업장에서 나오는 석면먼지에 의해 전반적인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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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SURVEILLANCE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ERS' HEALTH
Article 20
1. Where i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f workers, the
employer shall measure the concentrations of airborne asbestos dust
in workplaces, and shall monitor the exposure of workers to asbestos
at intervals and using methods spec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2. The records of the monitoring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of the
exposure of workers to asbestos shall be kept for a period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The workers concerned,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inspection
services shall have access to these records.
4. The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monitoring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o appeal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Article 21
1. Workers who are or have been exposed to asbestos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with such medical
examinations as are necessary to supervise their health in relation to
the occupational hazard, and to diagnose occupational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asbestos.
2. The monitoring of workers' health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asbestos shall not result in any loss of earnings for them. It shall be
free of charge and, as far as possible, shall take place during working
hours.
3. Workers shall be informed in an adequate and appropriate manner of
the results of their medical examinations and receive individual
advice concerning their health in relation to their work.
4. When continued assignment to work involving exposure to asbestos is
found to be medically inadvisable, every effort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to provide the
workers concerned with other means of maintaining their income.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velop a system of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caused by asb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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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작업환경과 근로자건강에 대한 감독
제20조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작업장 공기중
석면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명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석면에 대한 노출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석면에 대한 노출을 점검한 기록은 권한 있는 기관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3. 관련 근로자들과 그들의 대표자, 그리고 감독기관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4. 근로자나 그들의 대표자들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1조
1. 석면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어 왔던 근로자들은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직업상 위험에 관련된 건강을 감독하고 석면에 대한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직업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2. 석면의 사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건강 점검은 근로자 소득의 손실을 가져
와서는 안된다. 이는 무료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 중에 행해져야
한다.
3. 근로자들은 충분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진단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며
작업과 관련된 자신들의 건강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언을 받아야 한다.
4. 석면에 대한 노출이 수반되는 작업에 계속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할 만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로자에게 그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상황과 관행 부합하는 모든 노력이
행하여져야 한다.
5. 해당관청은 석면에 의해 야기된 직업병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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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INFORMATION AND EDUCATION
Article 22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in
consult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e education of all concerned with regard to health
hazards due to exposure to asbestos and to methods of prevention
and control.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employers have
established written policies and procedures on measures for the
education and periodic training of workers on asbestos hazards and
methods of prevention and control. 3. The employer shall ensure that
all workers exposed or likely to be exposed to asbestos are informed
about the health hazards related to their work, instructed in preventive
measures and correct work practices and receive continuing training
in these fields.
3. The employer shall ensure theat all workers exposed or likely to be
exposed to asbestos are informed about the health hazards related to
their work, instructed in preventive measures and correct work
practices and receive continuing training in the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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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정보와 교육
제22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 협의․
협력하여 석면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요인 및 예방․통제방법에
관한 정보 보급 및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들이 석면의 유해성과 예방 및 통제 방법에
관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정기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대하여
명시된 정책과 절차들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그들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하여 통지받고, 예방대책과
올바른 작업관행에 대하여 교육받고, 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절 최 종 규 정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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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3

Seafarers' Welfare Convention, 198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ourth Session
on 24 September 1987,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Seamen's Welfare in Ports Recommendation,
1936, and the Seafarers' Welfare Recommendation, 1970,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eafarers' welfare at sea and in port which is the second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eigh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eafarers' Welfare Convention, 1987: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a) the term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other than a ship of war;
(b) the term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means welfare, cultural,
recreational and information facilities and services.
2. Each Member shall determin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which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ships for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on board ship.
3. To the extent it deems practicabl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me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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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호 협약

선원 복지 협약(1987년)
효력발생：1990년 10월 3일 (16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36년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권고의 1970년 선원복지에 관한
권고의 제조항을 상기하고,
이 회기 두번째 의제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몇몇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 선원복지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 “선원”이란 용어는 군함이 아닌,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복지시설과 편익”이란 용어는 복지, 문화, 오락 및 안내시설과 편익을
말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주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선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자국 영토내에 등록된 어떤 선박이 선내 복지시설과 편익에
관한 이 협약 제규정의 목적상 대양항해선으로 간주될 것인지를 내국법령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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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ensure that adequate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are provided for
seafarers both in port and on board ship.
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necessary arrangements are made
for financing the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3
1. Each Member undertakes to ensure that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are provided in appropriate ports of the country for all seafarer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 social origin and irrespective of the State in which the ship on
which they are employed is registered.
2. Each Member shall determin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which ports are to be
regarded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ticle 4
Each Member undertakes to ensure that the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on every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are provided for the benefit of all
seafarers on board.
Article 5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shall be reviewed frequently to ensure that
they are appropriate in the light of changes in the needs of seafarers
resulting from technical, operational and other developments in the
shipping industry.
Article 6
Each Member undertakes(a) to co-operate with other Member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nd
(b) to ensur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engaged and interested
in promoting the welfare of seafarers at sea and i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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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각 회원국은 적절한 복지시설과 편익이 항구내에
있는 선원들과 승선중인 선원들에게 공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복지시설과 편익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복지시설과 편익을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출신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당해선원이 고용되어 있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관계없이, 당해국의 적정항구내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각 회원국은 선주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선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어떤 항구들이 이 조의 목적상 적정항구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각회원국은 자국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
상의 복지시설과 편익이 승선중인 모든 선원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복지시설과 편익은 해운산업내의 기술상, 운항상 그리고 기타 발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선원들의 필요변화에 비추어 그것들이 적절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
각 회원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이 협약의 적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할 의무, 그리고
㈏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복지증진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보장할 의무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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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eafarers)
Convention, 198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ourth Session
on 24 September 1987,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Medical Examination (Seafarers) Convention,
1946, the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Revised), 1949, the
Accommodation of Crew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0, the
Ships' Medicine Chests Recommendation, 1958, the Medical Advice at Sea
Recommendation, 1958,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Seafarer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0, and
Noting the term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regards training in
medical aid in the case of accidents or illnesses that are likely to occur on
board ship, and
Noting that for the success of action in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for seafarers, it is important that close co-operation be maintained
in their respective fields betwe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Noting that the following standards have accordingly been fram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at it is proposed to seek their continuing
co-oper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for seafarer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eigh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eafarers) Conventi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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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호 협약

건강보호와 및 의료(선원) 협약(1987년)
효력발생：1991년 1월 11일 (1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46년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1949년 선원설비에 관한 개정협약, 1970년
선원설비 한(보충규정)협약, 1958년 선내 의료함에 관한 권고, 1958년 해상의료
조언에 관한 권고 및 1970년 선원의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의 제규정을
주목하고,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대한 의료지원 방법의 훈련에
관하여, 1978년 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용어에 주목하고,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분야 활동의 성공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
기구 및 세계보건기구간에 그들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주목하고,
다음의 기준들이 그에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가 잡혀왔음과, 그리고 이들 기준의 적용에 있어 그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 회기 네번째 의제인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몇몇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선원) 건강보호 및 의료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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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any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and which is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navigation.
2. To the extent it deems practicabl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fishing-vessel owners and fisherme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3.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or not any ships are to be
regarded as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navigation or commercial
maritime fishing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seafarers and fishermen concerned.
4.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rticle 2
Effect shall be given to this Convention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works rules, arbitration awards or court decisions or
other mean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rticle 3
Each Member shall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ke shipowners
responsible for keeping ships in proper sanitary and hygienic conditions.
Article 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measures providing for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for seafarers on board ship are adopted which(a) ensure the application to seafarers of any general provisions on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relevant to the
seafaring profession, as well as of special provisions peculiar to
work on board;
(b) aim at providing seafarers with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as comparable as possible to that which is generally available to
workers ashore;
(c) guarantee seafarers the right to visit a doctor without delay in
ports of call where pract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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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되고 통상적
으로 상업적인 해양항해하는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에
적용한다.
2.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
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 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들이 이 협약의 목적상 상업적인 해양항해 또는 상업적인 해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 것인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그 문제는 당해 선주단체, 선원단체 그리고 어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란 용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양항해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작업규칙, 중재재판의 재결, 법원의 판결 또는
국내사에 적절한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시행된다.
제3조
각 회원국은 국내법령에 의해 선주로 하여금 본선을 적정한 보건․위생상태로
유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회원국은 선원들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대비하는 다음의 조치들의
채택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선원들에게 선내작업 고유의 특별조항들 뿐만 아니라 선원직업에 관련
되는 직업상의 건강보호와 의료에 관한 모든 일반적인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하는 조치
㈏ 선원들에게 육상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한
필적할만한 건강보호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
㈐ 선원들에게 실행이 가능한 경우 기항항에서 지체없이 의사를 방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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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nsure tha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medical
care and health protection while a seafarer is serving on article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seafarers;
(e) are not limited to treatment of sick or injured seafarers but include
measures of a preventive character, and devot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programmes in order that seafarers themselves may play an active
part in reducing the incidence of ill-health among their number.
Article 5
1. Every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required to
carry a medicine chest.
2. The contents of the medicine chest and the medical equipment carried
on board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the type of ship, the number of persons on
board and the nature, destination and duration of voyages.
3. In adopting or reviewing the national provisions concerning the
contents of the medicine chest and the medical equipment carried on
boar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in this field, such as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and the List of Essential Drugs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s well as advances in
medical knowledge and approved methods of treatment.
4. The medicine chest and its contents as well as the medical equipment
carried on board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inspected at
regular intervals, not exceeding 12 months, by responsibl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o shall ensure that the
expiry dates and conditions of storage of all medicines are checked.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medicine chest are listed and labelled with generic names in addition
to any brand names used, expiry dates and conditions of storage, and
that they conform to the medical guide used 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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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 및 관습에 의거, 의료와 건강보호가 그들이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기간동안 선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선원들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예방적 성격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선원들 자신이 그들중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조치

제5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의료함을 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본선에 비치하는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는 선종, 승선한 사람의 수,
그리고 항해의 성격, 목적지 및 기간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3. 본선에 비치하는 의료함의 내용물과 의료장비에 관한 국내 규정들을 제정
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의학지식과 공인된 치료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과
주요의약품 목록의 최신판과 같은 이 분야의 의료권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본선에 비치되는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의료함과 그 내용물은 적절하게 간수
되어야 하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간격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책임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책임자는 모든 의약품들의 약효소멸시효와 그 보관상태가 점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의료함의 내용물이 사용되는 상표명, 약효소멸시효와
보관상태에 추가하여 일반명을 사용하여 목록이 작성되고 분류되며,
그리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지침에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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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where a cargo which is
classified dangerous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substances, the risks
involved, the necessary personal protective devices, the relevant
medical procedures and specific antidotes is made available to the
master, seafarer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Such specific antidotes
and personal protective devices shall be on board whenever
dangerous goods are carried.
7. In cases of urgent necessity and when a medicine prescribed by
qualified medical personnel for a seafarer is not available in the
medicine chest, the shipowner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obtain
it as soon as possible.
Article 6
1. Every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required to
carry a ship's medical guide ado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2. The medical guide shall explain how the contents of the medicine
chest are to be used and shall be designed to enable persons other
than a doctor to care for the sick or injured on board both with and
without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3. In adopting or reviewing the ship's medical guide used nationall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in this field, including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and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
Article 7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by a prearranged system that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to ships at sea,
including specialist advice, is available at any hour of the day or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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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한있는 기관은 위험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발간되는 위험물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리지침의 최신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물질의 특성, 수반되는 위험, 필요한 개인방호
장비, 관련의료절차 및 특효가 있는 해독제에 관한 필요정보를 선장, 선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특효가 있는 해독제와 개인방호장비는 위험물이 운송될 때는 언제든지
선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7.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자격 의료요원에 의하여 선원을 위해
처방된 약품이 의료함내에 없을 때, 선주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입수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선박용
의료지침을 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의료지침은 의료함의 내용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상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히 선상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3.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용 의료지침을 채택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용 국제의료지침과 위험물 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치지침의 최신판을 포함한, 이 분야의 국제권고들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7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하는 의료상의 조언이 주야간의 어느 시간대에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마련된 제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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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ch medical advice, including the onward transmission of medical
messages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between a ship and
those ashore giving the advice, shall b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all
ships irrespective of the territory in which they are registered.
3.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optimum use is made of facilities
available for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a) all ship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which are equipped
with radio installations shall carry a complete list of radio stations
through which medical advice can be obtained;
(b) all ship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which are equipped
with a system of satellite communication shall carry a complete
list of coast earth stations through which medical advice can be
obtained;
(c) the lists shall be kept up to date and in the custody of the person
on board responsible for communication duties.
4. Seafarers on board requesting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shall be instructed in the use of the ship's medical
guide and the medical section of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so as to enable them to understand the type of
information needed by the advising doctor as well as the advice
received.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doctors providing medical
advic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receive appropriate training
and are aware of shipboard conditions.
Article 8
1. All ship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carrying 100 or more seafarers
and ordinarily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of more than three
days' duration shall carry a medical doctor as a member of the crew
responsible for providing medical care.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which other ships shall
be required to carry a medical doctor as a member of the crew,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such factors as the duration,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 and the number of seafarers on board.
Article 9
1. All ship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nd which do not carry a
doctor shall carry as members of the crew one or more specified
persons in charge of medical care and the administering of medicines
as part of their regula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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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한 의료상의 조언은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체류자들 사이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의료통신의 전송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에게 그들이
등록된 지역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한 의료조언용 시설들이 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 이 협약이 적용되는 무선통신설비가 장치된 모든 선박은 의료상의 조언이
얻어질 수 있는 무선국에 대한 완벽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위성통신설비가 장치된 모든 선박은 의료상의 조언이
얻어질 수 있는 해안지구국에 대한 완벽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목록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통신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승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상의 조언을 구하는 선상요원은 그들이
수신하게 되는 조언 뿐만 아니라 조언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국제신호서 최신판의 의료에 관한 장에 대한 이용법이 교육
되어야 한다.
5. 권한있는 기관은 본조에 의거 의료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훈련 및 선내상황 파악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
1. 100명 이상의 선원을 태우고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의료제공을 책임지는 선원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2. 국내법령은 특히 항해기간, 성격 및 조건 그리고 승선중인 선원의 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타 선박들은 어떤 선박들이 선원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승무시키는 것이 요구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의사를 승선시키고 있지 아니한 모든 선박은
정규직무의 일환으로 의료와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지명된 사람을 선원의 일원으로서 승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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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sons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who are not doctors
shall have satisfactorily completed a cours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oretical and applied training in medical
skills. This course shall comprise(a) for ships of less than 1,600 gross tonnage which ordinarily are
capable of reaching qualified medical care and medical facilities
within eight hours, elementary training which will enable such
persons to take immediate, effective action in case of accidents or
illnesses likely to occur on board ship and to make use of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b) for all other ships, more advanced medical training, including
practical training in the emergency/casualty department of a
hospital where practicable and training in life-saving techniques
such as intravenous therapy, which will enable the persons
concerned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co-ordinated schemes for
medical assistance to ships at sea, and to provide the sick or
injured with a satisfactory standard of medical care during the
period they are likely to remain on board. Wherever possible, this
training shall be provided under the supervision of a physician with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medical problems
and circumstances relating to the seafaring profession, including
expert knowledge of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medical
services.
3. The cours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the Medical First Aid Guide for Use in Ac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 the Document for Guidance - An International
Maritime Training Guid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medica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as well as similar national guides.
4.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such other
seafarers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undergo refresher courses to enable them to maintain and increase
their knowledge and skills and to keep abreast of new developments,
at approximately five-year intervals.
5. All seafarers, during their maritime vocational training, shall receive
instruction on the immediate action that should be taken on
encountering an accident or other medical emergency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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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의료기술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유자격 의료와 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1,600 총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발생 즉시 유효한 활동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한 의료상의 조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급훈련
㈏ 그밖의 모든 선박들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상에 있는
선박들에 대한 의료지원종합계획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내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동안 만족스러운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이 가능한 경우 병원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그리고
정맥요법과 같은 구명기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는, 고급의료훈련,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훈련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방식의 의료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포함하여, 의료상의 제문제 및 선원직업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의사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본조에 언급된 과정들은 유사국내지침들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에
의해서 발간된 선박용 국제의료지침, 위험물 수반사고 발생시 사용을 위한
응급처리지침, 치침용문서, 국제해상훈련지침 그리고 국제신호서의 의료에
관한 장 최신판의 내용에 기초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요구받을 수
있는 범주의 기타의 선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확대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새로운 발전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대략 5년 간격으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모든 선원들이 자신의 해사직업훈련기간 중, 선상사고 또는 기타 의료상
비상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취하여야 되는 긴급대응조치에 대하여 교육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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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addition to the person or persons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a specified crew member or crew members shall receive
elementary training in medical care to enable him or them to take
immediate effective action in case of accidents or illnesses likely to
occur on board ship.
Article 10
All ship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provide all possible
medical assistance, where practicable, to other vessels which may
request it.
Article 11
1. In any ship of 500 or more gross tonnage, carrying 15 or more
seafarers and engaged in a voyage of more than three days' duration,
separate hospital accommodation shall be provided.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lax this requirement in respect of ships engaged in
coastal trade.
2. In any ship of between 200 and 500 gross tonnage and in tugs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where reasonable and practicable.
3.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hips primarily propelled by sail.
4. The hospital accommodation shall be suitably situated, so that it is
easy of access and so that the occupants may be comfortably
housed and may receive proper attention in all weathers.
5. The hospital accommodation shall be so designed as to facilitate
consultation and the giving of medical first aid.
6. The arrangement of the entrance, berths, lighting, ventilation, heating
and water supply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e comfort and
facilitate the treatment of the occupants.
7. The number of hospital berths required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8. Water closet accommodation shall be provided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occupants of the hospital accommodation, either as part of the
accommodation or in close proximity thereto.
9. Hospital accommodation shall not be used for other than med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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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상의료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더불어 특정선원 또는 선원들은
그 또는 그들로 하여금 선상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유효한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초급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실행이 가능한 경우,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기타 다른 선박들에게 가능한 모든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1. 15인 이상의 선원을 태우고 3일 이상의 항해에 종사하는 500총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는 독립된 병원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200총톤과 500총톤사이의 모든 선박과 예인선에는 본조가 적당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3. 본조는 주로 풍력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병원시설은 적절한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출입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편안
하게 입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날씨에도 적당한 간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병원시설은 진찰과 응급처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다.
6. 입구, 병상, 조명, 환기, 난방 및 급수설비는 편안함을 보장하고 입원자의
치료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요구되는 병상의 수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8. 화장실 설비가 병원시설 이용자 전용으로, 시설의 일부로서 또는 그곳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9. 병원시설은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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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1. A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for seafarers shall be ado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a model for use by ships' doctors, masters or
persons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and hospitals or doctors
ashore.
2. The form shall be specially designe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medical and related information concerning individual seafarers
between ship and shore in cases of illness or injury.
3.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medical report form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shall be used for no other purpose than to facilitate
the treatment of seafarers.
Article 13
1. Membe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promoting protection of the health of seafarers and
medical care for them on board ship.
2. Such co-operation might cover the following matters:
(a) developing and co-ordinating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rranging prompt medical help and evacuation at sea for the
seriously ill or injured on board a ship through such means as
periodic ship position reporting systems, rescue coordination
centres and emergency helicopter service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and the Merchant Ship Search and Rescue Manual
and IMO Search and Rescue Manual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b) making optimum use of fishing vessels carrying a doctor and
stationing ships at sea which can provide hospital and rescue
facilities;
(c) compiling and maintaining an international list of doctors and
medical care facilities available world-wide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care to seafarers;
(d) landing seafarers in port for emergency treatment;
(e) repatriating seafarers hospitalised abroad as soon as pract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advice of the doctors responsible for
the cas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eafarer's wishes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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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 선원용 표준 의료일지양식은 선의, 선장 또는 승선근무중인 의료담당자
그리고 육상소재병원 또는 의사용 양식의 모델로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한다.
2. 당해 양식은 병원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본선과 육상간에 개별
선원에 대한 의료 및 관계정보의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제작되어야 한다.
3. 의료일지양식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기밀문서로 유지되어야 하며 선원들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1.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들은 선원의 건강보호와 승선중인 선원에
대한 의료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조항, 그리고 국제해사
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상선수색 및 구조지침서와 IMO의 수색 및 구조
지침서에 따라서, 수색 및 구조노력을 전개하고 조정하며 그리고 주기적인
선위통보제도, 구조조정본부 및 긴급헬리콥터 서비스 등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선상에서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속한
의료지원과 해상소개활동을 행하는 것
㈏ 의사를 승선시키고 있는 어선과 병원과 구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해상
고정배치선박을 최적 이용하는 것
㈐ 선원에게 긴급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범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사와 의료시설의 국제목록을 편집․유지하는 것
㈑ 응급치료를 위해 선원들을 항구에 상륙시키는 것
㈒ 당해 환자 담당의사와 의료소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외에서 입원중인 선원들을 송환하는 것. 이 경우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할 것.

ILO 주요협약❙ 819

C164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eafarers) Convention, 1987

(f) arranging personal assistance for seafarers during repat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advice of the doctors responsible for
the cas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eafarer's wishes and needs;
(g) endeavouring to set up health centres for seafarers to(i) conduct research on the health status, medical treatment and
preventive health care of seafarers;
(ii) train medical and health service staff in maritime medicine;
(h) collecting and evaluating statistics concerning occupational accidents,
diseases and fatalities to seafarers and integrating and harmonising
them with any existing national system of statistics on occupational
accidents, diseases and fatalities covering other categories of
workers;
(i) organising international exchanges of technical information, training
material and personnel, as well as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s,
seminars and working groups;
(j) providing all seafarers with special curative and preventiv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port, or making available to them
general health, medical and rehabilitation services;
(k) arranging for the repatriation of the bodies or ashes,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next of kin, of deceased seafarers as soon
as practicable.
3.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for seafarers shall be based on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consultations amo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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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환자 담당의사의 의료소견에 따라, 송환기간중 선원에 대한 개별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 이 경우 선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할 것.
㈔ 다음의 활동을 행하기 위한 선원 건강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⑴ 선원들의 건강상태, 의료 및 예방적 성격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⑵ 의료 및 건강관리요원에게 해양의학을 교육하는 것
㈕ 선원들에 대한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사망자수에 관한 통계를 수집․평가
하며 그리고 이들 통계를 그밖의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는 직업상의 사고,
질병 및 사망자수에 관한 모든 기존의 국내통계체제에 통합시키고
조화시키는 것
㈖ 국제훈련과정, 세미나 및 작업단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훈련자료 및
요원의 국제적인 교환을 계획하는 것
㈗ 항구 내에서 모든 선원들에게 치료적․예방적 성격의 전용의료 및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일반적인 건강,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 친족의 희망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사망한
선원들의 사체 또는 유골의 송환을 준비하는 것
3.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은 회원국들간의 양자간
협정 또는 다자간협정 또는 협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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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5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ourth Session
on 24 September 1987,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for seafarers including those serving in ships
flying flags other than those of their own country, which is the third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revising the Sickness Insurance (Sea) Convention,
1936, and the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1946,
adopts this nin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In this Convention(a) the term Member means an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at is bound by the Convention;
(b)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c) the term seafarers means persons employ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which i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cargo
or passengers for the purpose of trade, is utilised for any other
commercial purpose or is a seagoing tug, with the exception of
persons employed on (i) small vessels including those primarily propelled by sail, whether
or not they are fitted with auxiliary engines;

822 ❙ILO

Conventions

제165호 사회보장(선원) 협약(개정)(1987년)

제165호 협약

사회보장(선원) 협약(개정)(1987년)
효력발생：1992년 7월 2일(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기의 세 번째 의제인자국 국기가 아닌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들 제안들은 1936년 (해상)질병보험에 관한 협약과 1946년 (선원)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개정) (선원)사회보장 협약이라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8일
채택한다.

제1절 일 반 규 정
제1조
이 협약에 있어서
㈎ “회원국”이란 용어는 본 협약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 “법령”이란 용어는 법령과 더불어 모든 사회보장규칙을 포함한다.
㈐ “선원”이란 용어는 교역을 목적으로 하여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데
종사하거나, 기타의 상업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대양항해용 예인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든지 고용되어 승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의 선박에 고용된 사람은 제외된다.
⑴ 보조기관의 장착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을
포함하는 소형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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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ssels such as oil rigs and drilling platforms when not engaged
in navigation;
the decision as to which vessels and installations are covered by clauses
(i) and (ii) being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Member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d) the term dependant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by national
legislation;
(e) the term survivors means persons defined or recognised as such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the benefits are awarded; where
persons are defined or recognised as survivors under the relevant
legislation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y were living with the
deceased, this condition shall be deemed to be satisfied in respect
of persons who obtained their main support from the deceased;
(f) the term competent Member means the Member under whose
legislation the person concerned can claim benefit;
(g) the term residence and resident refer to ordinary residence;
(h) the term temporarily resident refers to a temporary stay;
(i) the term repatriation means transportation to a place to which
seafarers are entitled to be returned under laws and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applicable to them;
(j) the term non-contributory applies to benefits the award of which
does not depend on direct financial participation by the persons
protected or by their employer, or on a qualifying period of
occupational activity;
(k) the term refuge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in paragraph 2 of Article 1 of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31 January 1967;
(l) the term stateless person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28 September 1954.
Article 2
1. The Convention applies to all seafarers and, where applicable, their
dependants and their survivors.
2. To the extent it deems practicabl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me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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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의 시추선과 석유시추플레트폼과 같은 선박
제⑴호 및 제⑵호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시설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선주와 선원들의 대표적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
(competent authorities)이 내려야 한다.
㈑ “피부양자”란 용어는 국내법에 의하여 그것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 “유족”이란 용어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령에 의하여 그렇게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들이 고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사람들이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유족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은 고인으로부터 그들이 주된 생활비를 얻었던
사람들에 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관할회원국”이란 용어는 당해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 “거주” 및 “거주의”라는 용어는 상주를 말한다.
㈕ “일시거주”란 용어는 일시체재를 말한다.
㈖ “송환”이란 용어는 법령 또는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선원들이 귀환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장소까지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라는 용어는 당해급여의 급부가
피보호자 또는 그들의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참가에 좌우되거나
또는 직업활동을 행할 권한이 부여된 기간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난민”이라는 용어는 1951년 7월 28일자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1967년 1월 31일자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제2항
에서 당해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1954년 9월 28일자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당해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되며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들의
피부양자와 유족들에게 적용된다.
2. 그것이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
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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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Members are b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r
Article 11 in respect of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branches of social
security:
(a) medical care;
(b) sickness benefit;
(c) unemployment benefit;
(d) old-age benefit;
(e) employment injury benefit;
(f) family benefit;
(g) maternity benefit;
(h) invalidity benefit;
(i) survivors' benefit;
including at least one of the branches specified in subparagraphs (c), (d),
(e), (h) and (i).
Article 4
Each Member shall specify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in respect of
which of the branches mentioned in Article 3 it accepts the obligations
of Article 9 or Article 11, and shall indicate separately in respect of each
of the branches specified whether it undertakes to apply the minimum
standards of Article 9 or the superior standards of Article 11 to that
branch.
Article 5
Each Member may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accepts, with effect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one or
more of the branches mentioned in Article 3 not already specified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indicating separately in respect of each of these
branches whether it undertakes to apply to that branch the minimum
standards of Article 9 or the superior standards of Article 11.
Article 6
A Member may by a notification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ich shall take effect a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subsequently replac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 by
tha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in respect of any branch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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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원국은 다음에 명시할 사회보장분야중 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에
명시된 분야중 적어도 한 분야를 포함하여, 적어도 3개분야에 관하여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의 료
㈏ 상병급여
㈐ 실업급여
㈑ 노령급여
㈒ 업무상 재해급여
㈓ 가족급여
㈔ 출산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제4조
각 회원국은 비준서에서 제3조에 기술된 분야들중 어떠한 분야에 관하여
당해국이 제9조 또는 제11조의 의무를 수락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각 분야에 관해서 당해국이 제9조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제11조의 상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회원국은 당해국이 비준시에 아직 명시하지 아니한, 제3조에 기술된 분야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들에 관해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통고일로부터 당해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그 분야에 제9조의 최저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제11조의 상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를
이들 분야 각각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추후
통고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통고를 행함으로써, 수락한 어떠한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도 제9조의
규정적용을 제11조의 규정적용으로 추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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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PROTECTION PROVIDED
GENERAL _StandardS
Article 7
The legislation of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seafarers to whom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is applicable social security protection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enjoyed by shoreworkers in respect of each of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mentioned in Article 3 for which it has
legislation in force.
Article 8
Arrang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by a
person who, having ceased to be subject to a Member's scheme of compulsory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becomes subject to an equivalent scheme of
that Member for shoreworkers, or vice versa, shall be made between the
schemes concerned.

MINIMUM _StandardS
Article 9
When a Member has undertaken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any branch of social security, seafarers and, where applicable, their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ar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shall be entitled to social security benefits not less favourable in
respect of contingencies covered, conditions of award, level and duration
than those specified in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for the branch in question:
(a) for medical care in Articles 8, 10 (paragraphs 1, 2 and 3), 11 and 12
(paragraph 1);
(b) for sickness benefit in Articles 14, 16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or 67), 17 and 18 (paragraph 1);
(c) for unemployment benefit in Articles 20, 22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or 67), 23 and 24;
(d) for old-age benefit in Articles 26, 28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or 67), 29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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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여되는 보호
일 반 기 준
제7조
각 회원국의 법령은 당해 회원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당해
회원국이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기술된 각각의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
육상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보호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사회보장계획의 적용이 중단된 후 육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해 회원국의 그것에 상당하는 계획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해 획득 과정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관련 계획들에 마련되어야 한다.

최 저 기 준
제9조
회원국이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원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 및 유족은 담보되는 급여사유, 급여조건,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명시된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상의 규정들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 의료에 대하여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 상병급여에 대하여 제14조, 제16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 실업급여에 대하여, 제20조, 제22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23조 및 제24조
㈑ 노령급여에 대하여 제26조, 제28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께),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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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or employment injury benefit in Articles 32, 34 (paragraphs 1, 2
and 4), 35, 36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and 38;
(f) for family benefit in Articles 40, 42, 43, 44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6, where applicable) and 45;
(g) for maternity benefit in Articles 47, 49 (paragraphs 1, 2 and 3),
50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51 and 52;
(h) for invalidity benefit in Articles 54, 56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or 67), 57 and 58;
(i) for survivors' benefit in Articles 60, 62 (in conjunction with Article
65 or 66 or 67), 63 and 64.
Article 10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b), (c), (d), (g) (as regards medical care), (h) or (i) of Article 9, a
Member may take account of protection effected by means of insurance
which is not made compulsory for seafarers by its legislation when this
insurance(a) is superv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standards, by joint operation of
shipowners and seafarers;
(b) cover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seafarers whose earnings do
not exceed those of a skilled employee; and
(c) complies, in conjunction with other forms of prote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SUPERIOR _StandardS
Article 11
When a Member has undertaken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any branch of social security, seafarers and, where applicable, their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ar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of that
Member shall be entitled to social security benefits not less favourable in
respect of contingencies covered, conditions of award, level and duration
than those specified(a) for medical care in Articles 7 (a), 8, 9, 13, 15, 16 and 17 of the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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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하여 제32조,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5조, 제36조(제65조 또는 제66조와 함께) 및 제38조
㈓ 가족급여에 대하여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적용이 가능한 경
우 제66조와 함께) 및 제45조
㈔ 모성급여에 대하여, 제47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65
조 또는 제66조와 함께), 제51조 및 제52조
㈕ 장해급여에 대하여, 제54조, 제56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
께), 제57조 및 제58조
㈖ 유족급여에 대하여, 제60조, 제62조(제65조, 제66조 또는 제67조와 함
께) 제63조 및 제64조

제10조
제9조 가항, 나항, 다항, 라항, 사항(의료에 관하여), 아항 또는 자항의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당해국 법령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당해보험을 수단으로하여
달성되는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원공동 운영방식으로, 정하여진 제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 소득이 숙련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선원들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경우 그리고
㈐ 적절한 경우의 기타 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1952년 사회보장(최저
기준) 협약의 관련규정들을 준수할 경우

상 위 기 준
제11조
회원국이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당해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원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 및 유족은 담보되는 급여사유, 급부조건,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다음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 의료에 의하여, 1969년 의료와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7조 제가호,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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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sickness benefit in Articles 7 (b), 18, 21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2 or 23 or 24), 25 and 26 (paragraphs 1 and 3) of the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c) for old-age benefit in Articles 15, 17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6
or 27 or 28), 18, 19 and 29 (paragraph 1) of the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d) for employment injury benefit in Articles 6, 9 (paragraphs 2 and 3
(introductory sentence)), 10, 13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9 or
20), 14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9 or 20), 15 (paragraph 1), 16,
17, 18 (paragraphs 1 and 2)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9 or 20) and
21 (paragraph 1) of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e) for maternity benefit in Articles 3 and 4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Revised), 1952;
(f) for invalidity benefit in Articles 8, 10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6 or 27 or 28), 11, 12, 13 and 29 (paragraph 1) of the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g) for survivors' benefit in Articles 21, 23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6
or 27 or 28), 24, 25 and 29 (paragraph 1) of the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h) for unemployment benefit and family benefit in any future
Convention laying down standards superior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c) and (f) of Article 9 which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s, after its coming into
force, recognised as applicable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by
means of a Protocol adopted in the framework of a special
maritime question included in its agenda.
Article 12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b), (c), (e) (as regards medical care), (f), (g) or (h) (unemployment benefit)
of Article 11, a Member may take account of protection effected by
means of insurance which is not made compulsory for seafarers by its
legislation when this insurance(a) is supervi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standards, by joint operation of shipowners and
seafarers;
(b) cover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seafarers whose earnings do not
exceed those of a skilled employ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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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급여에 대하여, 1969년 의료와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7조
제나호, 제18조, 제21조(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와 함께),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및 제3항)
㈐ 노령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15조, 제17조(제26조, 제27조 또는 재28조와 함께), 제18조, 제19조
및 제29조(제1항)
㈑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하여, 1964년 직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머리말)), 제10조, 제13조(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제14조(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또는 제20조와 함께)
및 제21조(제1항)
㈒ 모성급여에 대하여, 1952년 임산부보호에 관한 개정협약의 제3조 및
제4조
㈓ 장애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8조,
제10조(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와 함께),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 유족급여에 대하여,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의
제21조, 제23조(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와 함께),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제1항)
㈕ 실업급여와 가족급여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그것이 발효된 후,
총회의제에 포함한 특별해사현안의 틀내에서 채택된 의정서를 수단으로
하여 본항의 목적상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제9조의 다항 및 바항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기준을 규정한 장래의 어떠한 협약

제12조
제11조 가항, 나항, 다항, 마항(의료에 관하여), 바항, 사항 또는 아항(실업급여)의
조항준수를 목적으로, 회원국은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당해보험을
수단으로하여 달성되는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원공동 운영방식
으로, 정하여진 제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 소득이 숙련근로자의 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선원들의 대부분을 보호하는
경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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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mplies, in conjunction with other forms of prote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referred to in
the above-mentioned clauses of Article 11.

PART III. SHIPOWNER'S LIABILITY
Article 13
The shipowner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to seafarers whose
condition requires medical care while they are on board or who are left
behind by reason of their condition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a) proper and sufficient medical care until their recovery or until
their repatriation, whichever first occurs;
(b) board and lodging until they are able to obtain suitable employment
or are repatriated, whichever first occurs; and
(c) repatriation.
Article 14
Seafarers who by reason of their condition are left behind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shall continue to
be entitled to their full wages (exclusive of bonuses) from the time
when they are left behind until they receive an offer of suitable
employment, or until they are repatriated, or until the expiry of a
period of a length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12 weeks)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f that Member or by collective
agreement, whichever event first occurs. The shipowner shall cease to be
liable for the payment of wages from the time such seafarers are
entitled to cash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mpetent Member.
Article 15
Seafarers who by reason of their condition are repatriated or are landed
in the territory of the competent Member shall continue to be entitled to
their full wages (exclusive of bonuses) from the time when they are
repatriated or landed until their recovery, or until the expiry of a
period of a length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12 weeks)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f that Member or by collective
agreement, whichever event first occurs. Any period during which
wages were paid by virtue of Article 14 shall be deducted from such
period. The shipowner shall cease to be liable for the payment of wages
from the time such seafarers are entitled to cash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mpeten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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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태의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제11조 상기조항에서 인용된
협약상의 규정들을 준수할 것

제 3 부 선주의 책임
제13조
선주는 승선중에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선원 또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관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 남겨져 있는 선원들에게
다음에 열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 그들이 회복되는 시점 또는 그들이 송환되는 시점중 어느 것이든 먼저 오는
시점까지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의 제공
㈏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송환되는 시점중 어느 것이든
먼저 오는 시점까지 숙식의 제공
㈐ 송환
제14조
그들의 상태 때문에 관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 남겨져 있는 선원들은
그들이 남겨지게 된 당해 시점부터 그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제의받는 시점
또는 그들이 송환되는 시점, 또는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 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당해기간은 12주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종료하는
시점중 최초로 오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체임금(상여금 제외)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선주는 당해선원이 관할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시점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종료된다.

제15조
그들의 상태 때문에 송환된 선원 또는 관할 회원국의 영토내에 상륙하게 된
선원은 그들이 송환된 시점 또는 상륙하게 된 시점부터 그들의 회복시점,
또는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당해
기간은 12주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종료하는 시점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체임금(상여금제외)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에
의해 임금이 지급된 기간은 당해기간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선주는 당해
선원이 관할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시점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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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PROTECTION OF FOREIGN OR MIGRANT
SEAFARERS
Article 16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to seafarer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r more Members, as well as, where
applicable, to their dependants and their survivors, in respect of any
branch of social security specified in Article 3 for which any such
Member has legislation applicable to seafarers in force.
Article 17
With a view to avoiding conflicts of laws and the undesirable
consequences that might ensue for those concerned either through lack
of protection or as a result of undue plurality of contributions or other
liabilities or of benefits, the legislation applicable in respect of seafar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ember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ules:
(a) seafarer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Member only;
(b) in principle this legislation shall be
-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whose flag the ship is flying, or
-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seafarer is
resident;
(c) notwithstanding the rul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s,
Members concerned may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other
rules concerning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seafarers, in the
interest of the persons concerned.
Article 18
Seafarers who ar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a Member and are
nationals of another Member, or are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hall enjoy under that legislation
equality of treatment with the nationals of the first Member, both as
regards coverage and as regards the right to benefits. They shall enjoy
equality of treatment without any condition of residence on the territory
of the first Member if its nationals are protected without any such
condition. This requirement shall also apply, where appropriate, as
regards the right to benefit of seafarers' dependants and survivors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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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외국선원 또는 유랑선원의 보호
제16조
다음의 규칙들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법률의 지배아래 있거나 있어온
선원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피부양자 및 가족들
에게, 전술한 어느 회원국이 그것에 대하여 선원에게 적용가능한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명시된 어느 사회보장분야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17조
법 적용상의 충돌을 회피하고 보호의 결여를 통하여서든 보험료 또는 기타
책임의 부당한 이중부담 또는 급여의 부당한 이중급부의 결과로든 당사자들
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회피하고자, 선원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의 규칙들에 따라 당해 회원국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 선원은 오직 1개 회원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다음 국가의 법률이 된다.
-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가 대표하는 회원국, 또는
- 선원이 자국영토내에 거주하는 회원국
㈐ 전항에 게기한 규칙들에 불구하고 당해 회원국들은 당사자들을 위해 선원
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상호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한회원국 법령의 지배아래 있는 선원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한회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인 선원은 보호범위
및 급여수령권에 관하여 당해 법령에 의거 당해 회원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적절한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원의 피부양자 및 유족의 급여 수령권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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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the award of non-contributory
benefits may be made conditional on the beneficiary having resided in
the territory of the competent Member or, in the case of survivors'
benefit, on the deceased having resided there for a period which may
not be set at more than(a) six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lodging of the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 and maternity benefit;
(b) five consecut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lodging of the
claim, for invalidity benefit, or immediately preceding the death,
for survivors' benefit;
(c) ten years between the age of 18 and the pensionable age, of which
it may be required that five years shall immediately precede the
lodging of the claim, for old-age benefit.
Article 20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Member relating to shipowners'
liability provided for in Articles 13 to 15 shall ensure equality of
treatment to seafarers irrespective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rticle 21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with every other Member
concerned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as regards each branch of social security specified in Article 3,
for which each of these Members has legislation in force, for the benefit
of persons who have been subject successively or alternately, in the
capacity of seafarers, to the legislation of the said Members.
Article 22
The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21 shall provide for the adding together, to the
extent necessary, of periods of insurance, employment or residence, as the
case may b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s concerned
for the purposes of acquisition, maintenance or recovery of rights and,
as the case may be, calculation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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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여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의 급부는 그 수혜자가 또는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고인이 다음에
명시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해질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관할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될 수 있다.
㈎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에 대하여는 급부요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6개월
㈏ 장애급여에 대하여는 급부청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사망시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기산하여 직전 5년
㈐ 노령급여에 대하여는 18세와 연금급부 개시연령 사이에 있는 기간으로서,
10년. 단, 이 기간중 급부청구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5년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병과될 수 있다.

제20조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선주의 책임에 관한 각 회원국의 법령은 그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또는 번갈아가며 선원의 자격으로 당해 회원국 법령의
지배아래 있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 회원국 각각이 당해 분야에 관한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제3조에 명시된 각각의 사회보장분야에 대해서는 획득과정
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에 다른 모든 관계회원국들과 함께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1조에 언급된 획득기간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권리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의 계산을 위하여 당해 회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개개의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기간, 고용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필요한 한도까지의 합산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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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The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21 shall determine the formula for awarding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as well as the apportionment,
where appropriate, of the costs involved.
Article 24
Each Member shall guarantee the provision of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cash benefits, pension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ies and
death grants, to which a right is acquired under its legislation, to
beneficiaries who are nationals of a Member or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irrespective of their place of residence, subject to measures for
this purpose being taken, where necessary, by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or with the States concerned.
Article 2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in the case of non-contributory
benefits the Members concerned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vision of these benefits shall be
guaranteed to beneficiaries resident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competent
Member.
Article 26
A Member having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1962, for one or more of the branches of
social security referred to in Article 24, but not those of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Convention, 1982, may, in respect of each
branch for which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first-mentioned
Convention,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and apply in its
place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at Convention.
Article 27
Members concerned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in schemes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acquired under their legislation as regards each of
the following branches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each of these
Members has legislation applicable to seafarers in force: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employment injury benefits other
than pensions and death grants, family benefit and maternity benefit.
These schemes shall guarantee such benefits to persons resident or
tempor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se Members other than
the competent Member, under conditions and within limits to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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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1조에 언급된 획득기간중에 있는 제권리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 경우
수반되는 비용의 배분과 더불어 장애급여, 노령급여 그리고 유족급여의 급부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아래서 당해 수급권이 획득된 장애급여, 노령급여,
유족에 대한 현금급여, 직무상 상해에 대한 연금 그리고 사망보상급여를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간 또는 당사국들과의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을 조건으로하여 그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국민
또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갹출급여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들은 이들
급여의 지급이 관할 회원국의 영토밖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조건들을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4조에 언급된 사회보장분야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1962년
(사회보장) 동등대우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하였으나 1982년 사회
보장권의 보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당해국이
위 협약상의 의무들을 수락한 각 분야에 관해서 제24조의 규정들을 폐지시키고
그대신 당해 협약 제5조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
당해 회원국들은 이들 회원국 각각이 선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갖고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분야 각각에 대해서 그들 국가의 법률아래에서
획득된 제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회보장분야란 의료, 상병급여, 실업급여, 연금과 사망보상급여 이외의 직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그리고 출산급여를 말한다. 이들 계획들은 그러한 급여들을
당사국들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과 범위내에서 관할 회원국 이외의
이들 회원국들 중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거나 일시체재하는 사람들에게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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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The provisions of this Part do not apply to social and medical assistance.
Article 29
Members may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to 25 and
Article 27 by making special arrangements in the framework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instruments concluded amongst two or more of them, on
condition that these do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ther
Members and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or migrant seafarers
in matters of social security under provisions which, in the aggregate, are
at least as favourable as those required under these Articles.

PART V. LEGAL AND ADMINISTRATIVE SAFEGUARDS
Article 30
Every person concerned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in case of refusal of
the benefit or complaint as to its nature, level, amount or quality.
Article 31
Where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 is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medical care, every person concerned shall
have a right, in addition to the right of appeal provided for in Article
30, to have a complaint concerning the refusal of medical care or the
quality of the care received investigat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Article 32
Each Member shall make provision for securing the rapid and inexpensiv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shipowner's liability provided for
in Articles 13 to 15.
Article 33
Members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due provision of the
benefits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shall take all
measures required for this purpose.
Article 34
Members shall accept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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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본 절의 규정들은 사회부조와 의료부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회원국들은, 당해 회원국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간에 체결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문서의 틀안에서 특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만약 그것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총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아래 조문들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것들보다 유리한 규정들에 따라
사회보장문제들에 있어 외국인 또는 이민선원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면, 제16조 내지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제 5 부 법적 및 행정상의 보장규정
제30조
모든 당사자는 급여가 거부될 경우의 청원권이나 당해 급여의 성격, 수준, 양
또는 질에 대한 고소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1조
입법책임을 저야할 정책부서가 의료에 대한 행정을 위탁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는 제30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더하여 의료의 거부 또는 급부받은
의료의 질에 대한 고소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조사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회원국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선주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신속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않고 해결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부응하여 규정되는 제급여의 정당한 지급을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관계되는 기관 및 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수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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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Where the administration is not entrusted to an institution regula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a
legislature(a) representatives of the seafarers protected shall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under conditions prescribed by national legislation;
(b) national legislation shall also, where appropriate, provide for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shipowners;
(c) national legislation may also provide for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uthorities.

PART VI. FINAL PROVISIONS
Article 36
This Convention revises the Sickness Insurance (Sea) Convention,
1936, and the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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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행정이 공공당국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관 또는 입법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서에
위탁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보호를 받게 되는 선원의 대표자가 내국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조건
하에서 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또한 적절한 경우 선주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은 또한 공공당국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할 수 있다.

제6부 최 종 규 정
제36조
이 협약은 1936년 (해상)질병보험에 관한 협약과 1946년 (선원)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
제3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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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triation of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in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at its Seventy-fourth Session on
24 September 1987, and
Noting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and of the Repatriation (Ship Masters and Apprentices) Recommendation,
1926, developments in the shipping industry have made it necessary to revise
the Convention to incorporate appropriate elements of the Recommendation, and
Noting further that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through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 in providing for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in
various matters not covered by the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and
Considering that further action by means of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as regards certain additional aspects of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would
accordingly be desirable taking into account the widespread growth in
employment of non-national seafarers in the shipping industry,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No. 23), and of
the Repatriation (Ship Masters and Apprentices) Recommendation, 1926
(No. 27),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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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 협약

선원송환 협약(개정)(1987년)
효력발생：1991년 7월 3일(1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7년 9월 24일 제74차
회기를 개회하여,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과 1926년 선장 및 견습원의 송환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 이래로, 해운산업내의 제발전이 권고상의 적절한 요소들을 편입시키기
위하여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었음에 주목하고,
이에 더하여, 상당한 진전이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 상황에 있어 선원송환을 규정한 국내법률과 관행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하고,
해운산업에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참작할 때
선원송환의 새로운 양상에 관하여 새로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이 회기의 다섯 번째 의제인, 1926년 선원송환에 관한 협약(제23호 협약)과
1926년 선장 및 견습원의 송환에 관한 권고(제27호 권고)의 개정에 관한 제안들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7년(개정) 선원송환협약이라 부를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87년 10월 9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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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any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and which is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navigation and to the owners and seafarers
of such ships.
2. To the extent it deems practicabl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me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3.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or not any ships are to be
regarded as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navigation or
commercial maritime fishing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shipowners, seafarers and
fishermen concerned.
4.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PART II. ENTITLEMENTS
Article 2
1. A seafarer shall be entitled to repatriatio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an engagement for a specific period or for a specific voyage
expires abroad;
(b) upon the expiry of the period of notic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r the seafarer's
contract of employment;
(c) in the event of illness or injury or other medical condition which
requires his or her repatriation when found medically fit to travel;
(d) in the event of shipwreck;
(e) in the event of the shipowner not being able to continue to fulfil
his or her legal or contractual obligations as an employer of the
seafarer by reason of bankruptcy, sale of ship, change of ship's
registration or any other similar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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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해양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대양항해선(공․사유를
불문한다)과 그리고 그러한 선박들의 선주 및 선원에게 적용한다.
2.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도까지, 어선선주와 어선원들을 대표
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이
협약의 제조항들을 상업적인 해양어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들이 이 협약의 목적상 상업적인 해양항해 또는 상업적인 해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될 것인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당해 선주단체, 선원단체 그리고 어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란 용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양항해선에
어떠한 자격으로나 고용되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부 자 격 부 여
제2조
1. 선원은 다음의 상황하에 있는 경우에는 송환될 자격이 부여된다.
㈎ 일정기간 또는 일정항해에 대한 고용계약이 국외에서 종료된 경우
㈏ 협약상의 또는 선원고용계약상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통지기간이
종료된 경우
㈐ 의학상으로 볼 때 여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될 때 송환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또는 기타 의료상의 상태에 처한 경우
㈑ 난파선의 경우
㈒ 선주가 파산, 선박의 매각, 선박등록지의 변경 또는 그밖의 다른 어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선원의 사용자로서의 법적 내지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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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 the event of a ship being bound for a war zone,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to which the
seafarer does not consent to go;
(g)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interruption of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an industrial award or collective agreement,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any other similar reason.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shall prescribe
the maximum duration of service periods on board following which a
seafarer is entitled to repatriation; such periods shall be less than
12 months. In determining the maximum periods, account shall be
taken of factors affecting the seafarers' working environment. Each
Member shall seek, wherever possible, to reduce these periods in the
light of technological changes and developments and may be guided
by any recommendations made on the matter by 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PART III. DESTINATION
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prescribe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he destinations to which seafarers may
be repatriated.
2. The destinations so prescribed shall include the place at which the
seafarer agreed to enter into the engagement, the place stipulated by
collective agreement,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or such other
place as may be mutually agreed at the time of engagement. The
seafarer shall have the right to choose from among the prescribed
destinations the place to which he or she is to be repatriated.

PART IV. ARRANGEMENTS FOR REPATRIATION
Article 4
1.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owner to arrange for
repatriation by appropriate and expeditious means. The normal mode
of transport shall be by air.
2. The cost of repatriation shall be borne by the ship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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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당해선원이 진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내국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의된 전쟁지역으로 항진하는 경우
㈔ 재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다른
어떤 유사한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2.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은 그 기간이 지난후 선원이 송환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승선기간의 최대지속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들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최장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원들의 작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들은 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비추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기간을 감축
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동해사위원회에 의해 이 문제에 관하여
내려진 권고들에 의해서 지침을 받을 수도 있다.

제3부 목 적 지
제3조
1.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각 회원국은 선원들이 송환되어질 수 있는 목적지
들을 국내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그렇게 규정된 목적지들은 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장소,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소, 선원의 거주국, 또는 고용계약 체결시 상호간에
합의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선원은 송환예정인
장소를 규정된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하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 4 부 송환을 위한 준비
제4조
1. 적절하고 신속한 수단에 의한 송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
된다. 표준적인 운송수단은 항공편이 된다.
2. 송환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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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repatriation has taken place as a result of a seafarer being
fou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to be in serious default of his or her employment
obligation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judice the right of
recovery from the seafarer of repatriation costs or part thereof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4. The cost to be borne by the shipowner shall include:
(a) passage to the destination selected for repatri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above;
(b) accommodation and food from the moment the seafarer leaves the
ship until he or she reaches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c) pay and allowances from the moment he or she leaves the ship
until he or she reaches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if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d) transportation of 30 kg of the seafarer's personal luggage to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e) medical treatment when necessary until the seafarer is medically fit
to travel to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5. The shipowner shall not require the seafarer to make an advance
payment towards the cost of repatriation at the beginning of his or
her employment, nor shall the shipowner recover the cost of
repatriation from the seafarer's wages or other entitlements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above.
6.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not prejudice any right of the
shipowner to recover the cost of repatriation of seafarers not
employed by the shipowner from their employer.
Article 5
If a shipowner fails to make arrangements for or to meet the cost of
repatriation of a seafarer who is entitled to be repatriated(a)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ship
is registered shall arrange for and meet the cost of the repatriation
of the seafarer concerned; if it fails to do so, the State from which
the seafarer is to be repatriated or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may arrange for his or her repatriation and recover the
cost from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ship is registered;
(b) costs incurred in repatriating the seafarer shall be recoverable from
the shipowner by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ship i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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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이 직업상의 의무들을 심히 해태하였음이 밝혀저 그 결과로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송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그 선원으로부터 송환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복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선주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기 제3조에 의거 송환을 위해 선택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 선원이 선박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비용
㈐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면, 선박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송환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급여 및 수당
㈑ 송환 목적지까지 30㎏에 당해하는 선원 개인 소장 수하물의 운송비용
㈒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하기에 의학상의 견지에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5. 선주는 선원들에게 고용이 개시될 때 송환비용조로 선급금 지불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선주는 상기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물로부터 송환비용을 구상하여서도
아니된다.
6. 국내법령은 당해 선주에 의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선원들의 송환비용을
그들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선주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만일 선주가 송환될 자격이 부여된 선원의 송환을 준비하거나 또는 송환비용을
지불하는데 실패한다면,
㈎ 자국의 영토내에 그 선박이 등록된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당해선원의
송환을 준비하고 송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국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자국으로부터 그 선원이
송환되기로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자국의 국민인 국가는 송환을 준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국의 영토내에서 그 선박이 등록된 선원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 그 선원을 송환하는데 있어 발생된 비용은 자국 영토내에 그 선박이
등록된 회원국에 의해 선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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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expenses of repatriation shall in no case be a charge upon
the seafarer,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4
above.

PART V. OTHER ARRANGEMENTS
Article 6
Seafarers who are to be repatriated shall be able to obtain their passport
and other identity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repatriation.
Article 7
Time spent awaiting repatriation and repatriation travel time shall not
be deducted from paid leave accrued to the seafarer.
Article 8
A seafar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repatriated when he or
she is landed at a destination prescribed pursuant to Article 3 above, or
when the seafarer does not claim his or her entitlement to repatri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be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Article 9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they are not otherwise
made effective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or in such other
manner as may be appropriate under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given
effect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10
Each Member shall facilitate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serving on
ships which call at its ports or pass through its territorial or internal
waters, as well as their replacement on board.
Article 11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Member shall ensure by means of
adequate supervision that the owners of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rticle 12
The text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vailable in an appropriate
language to the crew members of every ship which i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any Member for which it is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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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환경비는 상기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
에도 선원의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5 부 기타의 준비
제6조
송환될 예정인 선원들은 송환을 위해 자신들의 여권과 기타 신분증명서들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송환을 대기하면 소비한 시간과 송환여행기간은 그 선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기간으로부터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선원은 상기 제3조에 의거 규정된 목적지에 상륙하게 되면, 또는 그 선원이
국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의된 적정기간내에 송환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정당하게 송환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제9조
이 협약의 제규정은 만약 그것들이 단체협약을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국내
상황 하에서 적절한 것일 수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달리 시행되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국내법령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한다.
제10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자국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선박
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송환 뿐만 아니라 그 선원들의 교체승선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의 선주들이 이
협약의 제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적당한 감독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계정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원문은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어느 회원국이라도 그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선박의 선원들에게 적절한 언어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ILO 주요협약❙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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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 FINAL PROVISIONS
Article 13
This Convention revises the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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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최 종 조 항
제13조
이 협약은 1926년 선원송환조약을 개정한다.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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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7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Convention,
198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ifth Session on
1 June 1988, and
Not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in particular, the Safety Provisions (Building)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37, the Co-operation in Accident Prevention (Building)
Recommendation, 1937, the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0, the Guarding of Machinery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3,
the Maximum Weigh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7, the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4, the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7,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5, the Asbesto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6, and the list of occupational diseases as revised in 1980 appended to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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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호 협약

건설 안전 보건 협약(1988년)
효력발생：1991년 1월 11일(21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모든 사업장이 안전하고 건강상 유해 위험이 없도록 보장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기술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위험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국제표준기구가 채택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술적인 기준이나 행동강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력은 촉진되어야 하며, 이들의 책임과 그에 따른
의무, 공사계획 당사자의 의무도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원계약자는 조치들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취해진 조치를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이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위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으며 이 사실을 즉시 직속
상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8년 6월 1일
제7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37년의 안전규정(건축업) 협약 및 권고,
1937년의 사고방지(건축업)협력 권고, 1960년의 방사선 보호 협약 및 권고,
1963년의 기계방호협약 및 권고, 1967년의 최고중량협약 및 권고, 1974년의
작업상의 암협약 및 권고, 1977년의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의 산업안전보건협약 및 권고, 1986년의 석면협약 및 권고, 1964년의
고용상 상해급부 협약에 첨부된 1980년의 개정된 직업병 명단등을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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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revising the Safety Provisions (Building) Convention, 1937,
adopts this twentie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Convention, 1988: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construction activities, namely
building, civil engineering, and erection and dismantling work,
including any process, operation or transport on a construction site,
from the preparation of the site to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2.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where they exist,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certain provisions thereof,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particular undertakings in respect of which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on condition that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s maintained.
3. This Convention also applies to such self-employed persons as may
be specifi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construction covers:
(i) building, including excavation and the construction, structural
alteration, renovation, repair, maintenance (including cleaning and
painting) and demolition of all types of buildings or structures;
(ii) civil engineering, including excavation and the construction,
structural alteration, repair, maintenance and demolition of, for
example, airports, docks, harbours, inland waterways, dams,
river and avalanche and sea defence works, roads and
highways, railways, bridges, tunnels, viaducts and work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such as communications, drainage,
sewerage, water and energy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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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건설업의 안전의제인 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88년의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8년 6월 20일
채택한다.

제 1 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건설행위, 즉 건축, 토목, 조립 및 해체와 건설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공정, 직업 또는 운송과 준비현장에서 작업완료 현장
까지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이 지속된다는
조건하에서, 특수한 성질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 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적용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본 협약은 국내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 “건설”이란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모든 유형의 건물 또는 구조에 대한 굴착 및 건축, 구조변경, 수리,
청소 및 칠을 포함한 보수유지 및 파괴를 포함하는 건축
⑵ 공항, 도크, 항구, 내수로, 댐, 강 및 해안 방어 작업, 도로 및 고속
도로, 철로, 다리, 터널, 통신, 육교, 하수도, 상수도, 물 및 에너지공급
등과 관련된 작업등을 포함하는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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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erection and dismantling of prefabricated buildings and
structures, as well as the manufacturing of prefabricated elements
on the construction site;
(b) the term construction site means any site at which any of the
processes or oper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are
carried on;
(c) the term workplace means all places where workers need to be
or to go by reason of their work and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an employer as defined in subparagraph (e) below;
(d) the term worker means any person engaged in construction;
(e) the term employer means:
(i) any physical or legal person who employs one or more workers on
a construction site; and
(ii)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ncipal contractor, the contractor or the
subcontractor;
(f) the term competent person means a person possessing adequate
qualifications, such as suitable training and sufficient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 for the safe performance of the specific work.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define appropriate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such persons and may determin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g) the term scaffold means any temporary structure, fixed, suspended
or mobile, and its supporting components which is used for
supporting workers and materials or to gain access to any such
structure, and which is not a "lifting appliance" as defined in
subparagraph (h) below;
(h) the term lifting appliance means any stationary or mobile
appliance used for raising or lowering persons or loads;
(i) the term lifting gear means any gear or tackle by means of which
a load can be attached to a lifting appliance but which does not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ppliance or load.

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3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be consulted on the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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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조립식 건물을 세우는 일과 허무는 일 및 건축현장에서의 조립식
요소 제작
㈏ “건축현장”이란 위의 ㈎항에 기술된 공정 또는 작업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작업장”이란 아래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로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주하거나 또는 출근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 “근로자”란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고용주”란 다음을 의미한다.
⑴ 건축현장에서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⑵ 계약에 따라, 원 계약자, 청부업자 또는 하청업자
㈓ “자격자”란 특정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충분한 지식, 경험 및 기술 등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그와 같은 사람을 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그들에 대한 임무를 할당할 수 있다.
㈔ “발판”이란 고정되거나, 매달리거나 또는 이동이 가능한 임시적 구조물
로서, 근로자 및 재료를 지탱해주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그와 같은
구조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발판은
다음, ㈕항에 규정된 “리프트 장비”가 아니다.
㈕ “리프트 장비”란 사람이나 짐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에 사용되는 고정된
또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 “리프트 기어”란 리프트 장비에 짐을 부착시키는 기어 또는 택클이지만
그 장비 또는 짐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제2부 일 반 규 정
제3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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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hat it will, on
the basis of an assess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hazards involved,
adopt and maintain in force laws or regulations which ensur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5
1.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in pursuance of Article 4 above
may provide for their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technical standards
or codes of practice, or by other appropriate methods consistent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2. In giving effect to Article 4 above and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ach Member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elevant standards adopted
by recognise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the field of
standardisation.
Article 6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re is co-operation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to be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safety and health at
construction sites.
Article 7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require that employers and self-employed
persons have a duty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at the workplace.
Article 8
1. Whenever two or more employers undertake activities simultaneously
at one construction site(a) the principal contractor, or other person or body with actual
control over or primary responsibility for overall construction site
activi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in so far as is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such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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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관련된 안전 보건 위험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제5조
1. 위 제4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법령은 기술적 기준이나 실천규약 또는 국내
여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제적인 적용방법을 규정
하여야 한다.
2. 위 제4조 및 본조 제1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은 표준화
분야에서 인정된 국제기관이 채택한 적절한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주 및 근로자간의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자영업자가 규정된 작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1. 두명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언제나,
㈎ 원계약자 또는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내 법령과
일치하는 한,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를 조정할 책임과 그러한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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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so far as is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or other person or body with actual
control over or primary responsibility for overall construction site
activities, is not present at the site, he shall nominate a competent
person or body at the site with the authority and means necessary
to ensure on his behalf co-ordination and compliance with the
measures, as foreseen in subparagraph (a) above;
(c) each employer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escribed measures in respect of the workers placed under his
authority.
2. Whenever employers or self-employed persons undertake activities
simultaneously at one construction site they shall have the duty to
co-operat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as may be specifi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9
Those concerned with the design and planning of a construction projec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onstruction worke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
Article 10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duty at any workplace to participate in ensuring safe
working conditions to the extent of their control over the equipment and
methods of work and to express views on the working procedures
adopted as they may affect safety and health.
Article 1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that workers shall have the
duty to(a) co-operate as closely as possible with their employer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b) take reasonable care for their own safety and health and that of
other persons who may be affected by their acts or omissions at
work;
(c) use facilities placed at their disposal and not misuse anything
provided for their own protection or the protection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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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령과 부합하는 한, 원계약자 또는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활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자격자 또는 단체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명시된 조치를 조정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수단을 부여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사용자는 계속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된
조치를 적용시킬 의무를 가진다.
2. 여러명의 사용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이들은 국내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적용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건설사업의 설계 및 계획에 관련된 자들은 국내 법령 및 관행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안전 보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법령은 근로자들이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장비 및 작업방법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전한 작업여건을 보장하는데 참여하고 또한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택된 작업절차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법령은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적용시 자신의 사용자와 될 수 있는한
긴밀하게 협조한다.
㈏ 자신의 안전 보건과 또한 작업시 자신의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영향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 보건에 충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떠한 물건도 남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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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port forthwith to their immediate supervisor, and to the
workers' safety representative where one exists, any situation
which they believe could present a risk, and which they cannot
properly deal with themselves;
(e) comply with the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Article 12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that a worker shall have
the right to remove himself from danger when he ha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is an imminent and serious danger to his safety or
health, and the duty so to inform his supervisor immediately.
2. Where there is an imminent danger to the safety of workers the
employer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stop the operation and
evacuate workers as appropriate.

III.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Article 13 SAFETY OF WORKPLACES
1. All appropriate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all
workplaces are safe and without risk of injury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2. Safe means of access to and egress from all workplaces shall be
provided and maintained, and indicated where appropriate.
3. All appropriate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protect persons present
at or in the vicinity of a construction site from all risks which may
arise from such site.
Article 14 SCAFFOLDS AND LADDERS
1. Where work cannot safely be done on or from the ground or from
part of a building or other permanent structure, a safe and suitable
scaffold shall be provided and maintained, or other equally safe and
suitable provision shall be made.
2. In the absence of alternative safe means of access to elevated working
places, suitable and sound ladders shall be provided. They shall be
property secured against inadvertent movement.
3. All scaffolds and ladders shall be construct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4. Scaffolds shall be inspected by a competent person in such cases and
at such times as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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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서는 모든 상황과, 자신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직속 상관에게 또는 근로자의
안전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한다.

제12조
1. 국내법령은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에 절박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위험으로 부터 피할 권리를
가지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안전에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작업 중지조처를
내리고 적절하게 근로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제 3 부 예방조치 및 보호조치
제13조 작업장의 안전
1. 모든 작업장이 안전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장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보수 유지하고
또한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
3. 건설현장 주위 및 건설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발판과 사다리
1. 작업을 지상에서 또는 지상으로부터, 혹은 건물이나 기타 영구물로부터 안전
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적절한 발판이 제공되고 보수유지
되거나 또는 기타 동일하게 안전하고 적절한 장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2. 높은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
하고 견고한 사다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다리는 부주의한 행동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 모든 발판과 사다리는 국내법령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4. 자격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판을, 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때에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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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LIFTING APPLIANCES AND GEAR
1. Every lifting appliance and item of lifting gear, including their
constituent elements, attachments, anchorages and supports, shall(a) be of good design and construction, sound material and adequate
strength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used;
(b) be properly installed and used;
(c) be 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d) be examined and tested by a competent person at such times and
in such cases as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se examinations and tests shall be
recorded;
(e) be operated by workers who have received appropriat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No person shall be raised, lowered or carried by a lifting appliance
unless it is constructed, installed and used for that purpos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xcept in an emergency
situation in which serious personal injury or fatality may occur, and
for which the lifting appliance can be safely used.
Article 16 TRANSPORT, EARTH-MOVING AND
MATERIALS-HANDLING EQUIPMENT
1. All vehicles and earth-moving or materials-handling equipment shall(a) be of good design and construction taking into account as far as
possible ergonomic principles;
(b) be 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c) be properly used;
(d) be operated by workers who have received appropriat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On all construction sites on which vehicles, earth-moving or
materials-handling equipment are used(a) safe and suitable access ways shall be provided for them; and
(b) traffic shall be so organised and controlled as to secure their saf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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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리프트 장비 및 기어
1. 모든 리프트 장비 및 리프트기어의 구성요소, 부착물, 고정용구 및 지지물을
포함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훌륭한 설계 및 제작과정을 거친 견고한 재료의
지구력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
㈏ 적절하게 설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와 적절한 때에 권한있는 기관이
검사 및 시험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의 결과는 기록
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에,
리프트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제외하고는, 리프트
장비가 국내법령에 따라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사람도 리프트 장비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운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운송장비, 토공기계장비 및 용구처리장비
1. 모든 차량 및 토공기계 또는 용구처리장비는
㈎ 인간공학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차량, 토공기계 또는 용구처리장비가 사용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 그러한 장비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 그러한 장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또는 장비소통이 적절히
조절 및 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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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PLANT, MACHINERY, EQUIPMENT AND HAND TOOLS
1.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hand tools, both manual
and power driven, shall(a) be of good design and construction, taking into account as far as
possible ergonomic principles;
(b) be 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c) be used only for work for which they have been designed unless
a use outside the initial design purposes has been assessed by a
competent person who has concluded that such use is safe;
(d) be operated by workers who have received appropriate training.
2. Adequate instructions for safe use shall be provided where
appropriate by the manufacturer or the employer, in a form
understood by the users.
3. Pressure plant and equipment shall be examined and tested by a
competent person in cases and at time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18 WORK AT HEIGHTS INCLUDING ROOFWORK
1. Where necessary to guard against danger, or where the height of a
structure or its slope exceeds that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preventive measures shall be taken against the fall of
workers and tools or other objects or materials.
2. Where workers are required to work on or near roofs or other places
covered with fragile material, through which they are liable to fall,
preventive measures shall be taken against their inadvertently
stepping on or falling through the fragile material.
Article 19 EXCAVATIONS, SHAFTS, EARTHWORKS, UNDERGROUND
WORKS AND TUNNELS
Adequate precautions shall be taken in any excavation, shaft, earthworks,
underground works or tunnel(a) by suitable shoring or otherwise to guard against danger to
workers from a fall or dislodgement of earth, rock or other
material;
(b) to guard against dangers arising from the fall of persons, materials
or objects or the inrush of water into the excavation, shaft,
earthworks, underground works or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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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장설비, 기계, 장비 및 손장비
1. 수동 및 동력으로 움직이는 손장비를 포함하여 공장설비, 기계, 장비는
㈎ 인간공학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양호한 작업절차로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원래의 설계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을 자격자가 평가한 후 그와 같은
사용이 안전하다고 판정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설계된 작업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적절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2. 안전사용법에 관한 설명은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해져야 한다.
3. 자격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시기에 압축설비 및 장비를 검사 및
시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붕일을 포함한 높은 곳에서의 작업
1.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구조물의 높이나 경사가
국내법령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및 도구나 기타 물질
또는 재료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지붕위 또는 지붕가까이에서나, 깨지기 쉬운 물질로 덮여있는
기타 떨어지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발을
헛디디거나 또는 깨지기 쉬운 물질 때문에 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및 터널
모든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및 터널공사에는 적절한 사전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흙, 바위 또는 기타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버팀목을 대거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함.
㈏ 굴착, 샤프트, 토공, 지하작업 또는 터널공사시 사람 또는 물체가
넘어지거나 또는 갑작스런 물의 유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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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secure adequate ventilation at every workplace so as to maintain
an atmosphere fit for respiration and to limit any fumes, gases,
vapours, dust or other impurities to levels which are not
dangerous or injurious to health and are within limits laid down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d) to enable the workers to reach safety in the event of fire, or an
inrush of water or material;
(e) to avoid risk to workers arising from possible underground
dangers such as the circulation of fluids or the presence of
pockets of gas, by undertaking appropriate investigations to locate
them.
Article 20 COFFERDAMS AND CAISSONS
1. Every cofferdam and caisson shall be(a) of good construction and suitable and sound material and of
adequate strength;
(b) provided with adequate means for workers to reach safety in the
event of an inrush of water or material.
2. The construction, positioning, modification or dismantling of a
cofferdam or caisson shall take place only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a competent person.
3. Every cofferdam and caisson shall be inspected by a competent person
at prescribed intervals.
Article 21 WORK IN COMPRESSED AIR
1. Work in compressed air shall be carried out only in accordance with
measure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Work in compressed air shall be carried out only by workers whose
physical aptitude for such work has been established by a medical
examination and when a competent person is present to supervise the
conduct of the operations.
Article 22 STRUCTURAL FRAMES AND FORMWORK
1. The erection of structural frames and components, formwork, falsework
and shoring shall be carried out only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petent person.
2. Adequate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guard against danger to
workers arising from any temporary state of weakness or instability
of a structure.
3. Formwork, falsework and shoring shall be so designed, constructed
and maintained that it will safely support all loads that may be
impo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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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에 적절하고 또한 연기, 가스, 수증기, 먼지 또는 기타 불순물이
국내법령으로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대기환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장치를 모든 작업장에서 설치함.
㈑ 화재, 또는 물 또는 물체의 유입시 근로자가 안전한 곳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함.
㈒ 액체 유입이나 가스 밀집등 지하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액체 또는 가스를 찾아내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함.

제20조 임시방축 및 케송(Caisson)
1. 모든 임시 방축 및 케송은
㈎ 견고하게,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물 또는 물체가 갑자기 유입될 때 안전한 곳으로 적절하게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임시방축이나 케송의 제작, 개조 또는 철거는 자격자의 직접 감독하
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3. 모든 임시방축 및 케송은 법에 규정된 기간마다 자격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
1.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은 국내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압축된 공기속에서의 작업은 건강진단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난 근로자에 한하여 자격자가 작업을 직접
감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22조 구조물 및 틀작업
1. 구조물 및 구성요소, 틀작업, 비계 및 버팀목 설치작업은 자격자의 감시하
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일시적인 불안정상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틀, 비계 및 버팀목은 모든 부하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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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WORK OVER WATER
Where work is done over or in close proximity to water there shall be
adequate provision for(a) preventing workers from falling into water;
(b) the rescue of workers in danger of drowning;
(c) safe and sufficient transport.
Article 24 DEMOLITION
When the demolition of any building or structure might present danger
to workers or to the public(a) appropriate precautions,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adopted,
including those for the disposal of waste or residu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 the work shall be planned and undertaken only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petent person.
Article 25 LIGHTING
Adequate and suitable lighting, including portable lighting where
appropriate, shall be provided at every workplace and any other place
on the construction site where a worker may have to pass.
Article 26 ELECTRICITY
1. All electrical equipment and installations shall be constructed, installed
and maintained by a competent person, and so used as to guard
against danger.
2. Before construction is commenced and during the progress thereof
adequate steps shall be taken to ascertain the presence of and to
guard against danger to workers from any live electrical cable or
apparatus which is under, over or on the site.
3. The laying and maintenance of electrical cables and apparatus on
construction sites shall be governed by the technical rules and
standards applied at the national level.
Article 27 EXPLOSIVES
Explosives shall not be stored, transported, handled or used except(a) under condition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b) by a competent person, who shall take such step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workers and other persons are not exposed to risk
of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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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물과 관련된 작업
물위 또는 물 가까이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익사의 위험시의 근로자의 구조
㈐ 안전하고도 충분한 수송
제24조 철거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가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국내법령에 따라 쓰레기 또는 잔여물 제거를 포함한 적절한 사전조치
방법 및 철거과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은 자격자의 감시하에서만 계획 및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조명
적절한 경우 이동식 조명기기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알맞는 조명기구를
모든 작업장과 근로자가 통행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모든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전기
1. 모든 전기기구 및 설치물은 자격자가 제작, 설치 및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건설을 시작하기 전과 공정 과정중에는 근로자를 건설현장의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건설이나 또는 기구로부터의 감전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의 전선 및 전기기구 설치 및 보수유지는 전국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규칙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제27조 폭발물
폭발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되거나, 운송되거나 또는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및
㈏ 자격자가 근로자 및 기타의 사람이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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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HEALTH HAZARDS
1. Where a worker is liable to be exposed to any chemical, physical or
biological hazard to such an extent as is liable to be dangerous to
health,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shall be taken against such
exposure.
2. The preventiv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comprise(a) the replac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by harmless or less
hazardous substances wherever possible; or
(b) technical measures applied to the plant, machinery, equipment or
process; or
(c) where it is not possible to comply with subparagraphs (a) or (b)
above, other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3. Where workers are required to enter any area in which a toxic or
harmful substance may be present, or in which there may be an
oxygen deficiency, or a flammable atmosphere,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guard against danger.
4. Waste shall not be destroyed or otherwise disposed of on a
construction site in a manner which is liable to be injurious to health.
Article 29 FIRE PRECAUTIONS
1. The employer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a) avoid the risk of fire;
(b) combat quickly and efficiently any outbreak of fire;
(c) bring about a quick and safe evacuation of persons.
2. Sufficient and suitable storage shall be provided for flammable liquids,
solids and gases.
Article 30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1. Where adequate protection against risk of accident or injury to health,
including exposure to adverse conditions, cannot be ensured by other
means, suitabl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having regard to the type of work and risks, shall be provided and
maintained by the employer, without cost to the workers, as may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2. The employer shall provide the workers with the appropriate means
to enable them to use the individual protective equipment, and shall
ensure its prop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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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강상의 위험
1. 근로자가 건강에 위험한 정도까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와 같은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에서 언급된 예방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로운 물질을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해가 없거나 또는 덜 해로운
물질로 대체한다.
㈏ 공장설비, 기계, 장비 및 공정에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
㈐ 위 제㈎항 및 ㈏항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보호장비와 보
호용 의류 착용을 포함한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 근로자가 유해 또는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곳 또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없는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파괴되거나 또는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화재 예방
1. 사용자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의 위험을 없앤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 사람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2. 인화성 액체, 고체 및 가스를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저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0조 개인 보호장비 및 보호복
1. 위험한 상황에의 노출을 포함하여 재해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및 보호복을 당해 작업 및 위험의 유형을 고려한 후 사용자가
국내법령에 따라 제공 및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고, 이 장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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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shall comply with
standards set by the competent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as far as
possible ergonomic principles.
4. Workers shall be required to make proper use of and to take good
care of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provided for their use.
Article 31 FIRST AID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first aid, including
trained personnel, is available at all times. Arrangements shall be made
for ensuring the removal for medical attention of workers who have
suffered an accident or sudden illness.
Article 32 WELFARE
1. At or within reasonable access of every construction site an adequate
supply of wholesome drinking water shall be provided.
2. At or within reasonable access of every construction site, the following
facilities shall, depending on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duration
of the work, be provided and maintained(a) sanitary and washing facilities;
(b) facilities for changing and for the storage and drying of clothing;
(c) accommodation for taking meals and for taking shelter during
interruption of work due to adverse weather conditions.
3. Men and women workers should be provided with separate sanitary
and washing facilities.
Article 33 INFORMATION AND TRAINING
Workers shall be adequately and suitably(a) informed of potential safety and health hazards to which they may
be exposed at their workplace;
(b) instructed and trained in the measures availabl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protection against, those hazards.
Article 34 REPORTING OF ACCIDENTS AND DISEASES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provide for the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within a prescribed time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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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장비 및 보호복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체공학적 원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호장비 및 보호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응급조치
사용자는 훈련된 인력을 포함하여 응급조치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사고
또는 불의의 변을 당한 근로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복지
1. 모든 건설현장에는 충분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수와 작업기간에 따라 다음의 시설이 제공되고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
㈏ 의류보관 및 의류건조시설
㈐ 기후조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기간동안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3.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는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이 따로 따로 제공
되어야 한다.

제33조 정보 및 훈련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 및 훈련을 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도 있는 안전 및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정보
㈏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사고 및 질병 보고
국내법령은 직업상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규정된 시간내에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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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MPLEMENTATION
Article 35
Each Member shall(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to supervise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to be taken in pursuance of the Convention and
provide these services with the resources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task, or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V. FINAL PROVISIONS
Article 36
This Convention revises the Safety Provisions (Building) Convention,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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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시

행

제35조
각 회원국은,
㈎ 이 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형벌 및 개선조치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에 따라 취하여질 조치들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업무를 제공하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
하거나 또는 적절한 감독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부 최 종 규 정
제36조
본 협약은 1937년의 안전규정(건축업)을 개정한다.
제3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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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8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Convention, 198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Seventy-fifth Session on 1 June 1988,
and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work and productive employment in any
society not only because of the resources which they create for the
community, but also because of the income which they bring to workers,
the social role which they confer and the feeling of self-esteem which
workers derive from them, and
Recall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rotection (the Unemployment Provis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34, the Unemployment (Young Persons) Recommendation,
1935, the Income Security Recommendation, 1944,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4,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5, the Labour Administ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8, and the Employment Policy (Supplementary
Provisions) Recommendation, 1984), and
Considering the widespread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ffecting
various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at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young people, many of whom are seeking their
first employment, and
Considering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referred to above, there have
been important new developments in the law and practice of many
Members necessitating the revision of existing standards, in particular the
Unemployment Provision Convention, 1934, and the adoption of new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social
sec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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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협약

고용촉진과 실업방지 협약(1988년)
효력발생：1991년 10월 17일(7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88년 6월 1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5차 회기에서,
근로 및 생산적 고용이 당해 사회에 대하여 자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로 및 고용이 근로자에게 유발하는 수입,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역할 및
그로부터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에서의 근로
및 생산적 고용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용과 실업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기준(1934년 실업급여 협약 및 권고, 1935년
실업(연소자) 권고, 1944년 소득보장 권고,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964년 고용정책 협약 및 권고,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 및 권고, 1978년 노동
행정 협약 및 권고, 1984년 고용정책(보충규정) 권고)을 상기하고,
모든 발전단계상의 전세계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실업 및 불완전고용,
그리고 특히 처음 취업하려는 연소자 문제를 고려하고,
이러한 실업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된 이후 다수 회원국
에서 중요한 새로운 법률과 관행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 특히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
으로 완전하고 또한 생산적이고도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촉진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의 채택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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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unemployment benefit in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lay down a level of
protection that has now been surpassed by most of the existing
compensation schemes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and, unlike standards
concerning other benefits, have not been followed by higher standards, but
that the standards in question can still constitute a target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in a position to set up an unemployment compensation
scheme, and
Recognising that policies leading to stable, sustained, non-inflationary
economic growth and a flexible response to change, as well as to creation
and promotion of all forms of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including small undertakings, co-operatives, self-employment and local
initiatives for employment, even through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currently devoted to the financing of purely assistance-oriented activities
towards activities which promote employment especially vocational
guidance, training and rehabilitation, offer the best protection against
the adverse effects of involuntary unemployment, but that involuntary
unemployment nevertheless exists and that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nsure that social security systems should provide employment assistance
and economic support to those who are involuntarily unemployed,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employment promotion and social security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with a view, in particular, to revising the
Unemployment Provision Convention, 1934,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rst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eight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Convention, 1988: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In this Convention:
(a) the term legislation includes any social security rules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b) the term prescribed means determined by or in virtue of na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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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의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보호의 수준이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의 현행 보상제도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낮아졌으며
다른 급여에 관한 기준과는 달리 실업급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문제의 기준이 실업보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목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비록 자원의 재분배가 고용을 촉진하는 제반 활동 특히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
재활 등을 지향하는 순수한 원조지향적 활동의 재정조달에 현재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인플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제성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영업과 지역 취로사업 등을 포함한
생산적이고도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모든 형태의 창출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비자발적 실업의 부작용에 대한 가장 최선의 보호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은 존속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고용원조사업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고용촉진 및 사회보장, 특히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8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이 협약에서
㈎ ‘법령’이라 함은 법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 규칙을 말한다.
㈏ ‘소정의’라 함은 국내 입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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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Each Member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co-ordinate its system of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and its employment policy. To this
end, it shall seek to ensure that its system of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and in particular the methods of providing unemployment
benefit,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and are not such as to discourage employers from offering
and workers from seeking productive employment.
Article 3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mplemented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4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exclude the provisions of Part VII from
the obligations accepted by ratification.
2.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above
may withdraw it at any time by a subsequent declaration.
Article 5
1. Each Member may avail itself,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of at most two of the temporary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0, paragraph 4, Article 11, paragraph 3, Article 15,
paragraph 2, Article 18, paragraph 2, Article 19, paragraph 4, Article
23, paragraph 2, Article 24, paragraph 2, and Article 25, paragraph
2. Such a declaration shall state the reasons which justify these
exceptions.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a Member,
where it is justified by the extent of protection of its social security
system, may avail itself, by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of the temporary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0, paragraph 4,
Article 11, paragraph 3, Article 15, paragraph 2, Article 18, paragraph
2, Article 19, paragraph 4, Article 23, paragraph 2, Article 24,
paragraph 2 and Article 25, paragraph 2. Such a declaration shall
state the reasons which justify these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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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원국은 실업보호제도와 고용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실업보호제도와 특히 실업급여의 지급
방법이 완전하고도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생산적 고용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와 생산적
고용에 취업하려는 근로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은 국내관행에 따라 노사단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비준에 의하여
수락한 의무에서 제7절의 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추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그 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1.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중에서 최대한 2개 규정을 일시적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당해 회원국은 선언에 그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상의 보호범위가 허용하는
한 회원국은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을 일시적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당해 회원국은
선언에 그 예외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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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r
paragraph 2 shall includ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statement in respect of each
exception of which it avails itself(a) that its reason for doing so subsists; or
(b) that it renounces its right to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 in
question as from a stated date.
4. Each Member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r
paragraph 2 shall, as appropriate to the terms of such declaration and
as circumstances permit(a) cover the contingency of partial unemployment;
(b)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s protected;
(c) increase the amount of the benefits;
(d) reduce the length of the waiting period;
(e) extend the duration of payment of benefits;
(f) adapt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s to the occupational
circumstances of part-time workers;
(g) endeavour to ensure the provision of medical care to persons in
receipt of unemployment benefit and their dependants;
(h) endeavour to guarantee that the periods during which such benefit
is paid wi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where appropriate, the calculation
of disabil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
Article 6
1. Each Member shall ensure equality of treatment for all persons
protected,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nationality, ethnic or
social origin, disability or ag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revent the adoption of
special measures which are justified by the circumstances of identified
groups under the schemes referred to in Article 12, paragraph 2, or
are design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categories of persons who
have particular problems in the labour market, in particular
disadvantaged groups, or the conclusion between States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relating to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basis
of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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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언을 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된
자국이 결정한 각 예외조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예외규정을 둔 이유, 또는
㈏ 특정일로부터 예외규정의 원용권을 포기한다는 것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회원국은 선언의 문언에 적합하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분적 실업의 급여사유에 포함시킬 것
㈏ 피보호자수의 증가
㈐ 급여액의 증가
㈑ 대기기간의 단축
㈒ 급여기간의 연장
㈓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킬 것
㈔ 실업급여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에게도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주도록
노력할 것
㈕ 수급기간을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의 취득과 적절한 경우 장해급여, 노령
급여 및 유족급여의 산정을 고려하여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제6조
1. 회원국은 모든 피보호자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국적,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도하의 집단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치의 채택 또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종류의 자,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의 채택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실업급여와 관련한 쌍방간
또는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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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OMOTION OF PRODUCTIVE EMPLOYMENT
Article 7
Each Member shall declare as a priority objective a policy designed to
promote 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social security. Such means should include, inter alia,
employment services, vocational training and vocational guidance.
Article 8
1.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subject to national law
and practice, special programmes to promote additional job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assistance and to encourage freely chosen and
productive employment for identified categories of disadvantaged
persons having or liable to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lasting employment
such as women, young workers, disabled persons, older workers, the
long-term unemployed, migrant workers lawfully resident in the
country and worker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
2. Each Member shall specify,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categories of
persons for whom it undertakes to promote employment programmes.
3.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extend the promotion of productive
employment progressively to a greater number of categories than the
number initially covered.
Article 9
The measures envisaged in this Part shall be taken in the light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5, and
the Employment Policy (supplementary Provisions) Recommendation, 1984.

III. CONTINGENCIES COVERED
Article 10
1. The contingencies covered shall include, under prescribed conditions, full
unemployment defined as the loss of earnings due to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employment with due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paragraph 2, in the case of a person capable of working,
available for work and actually seek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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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산적 고용의 촉진
제7조
회원국은 최우선적 목표로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하고도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 수단에는 직업안정조직,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제8조
1. 회원국은,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따라 여성, 연소근로자, 장애인, 노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이민근로자,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계속적 고용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종류의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취업기회와 고용원조를 촉진하고, 자유로이 선택된 생산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할 보고에 고용
프로그램 대상자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보호대상 종류의 수를 최초의 보호대상 종류의 수보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이 절에서 규정한 조치는 1975년 인적자원개발 협약 및 권고, 1984년 고용
정책(추가 규정) 권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제3절 급 여 사 유
제10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가 가능한 상황
이며 실제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취업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소득의 상실로 정의된 완전실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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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extend the protection of the Convention,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o the following contingencies (a) loss of earnings due to partial unemployment, defined as a temporary
reduction in the normal or statutory hours of work; and
(b) suspension or reduction of earnings due to a temporary suspension
of work, without any break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reasons of, in particular, an economic, technological, structural or
similar nature.
3. Each Member shall in addition endeavour to provide the payment of
benefits to part-time workers who are actually seeking full-time work.
The total of benefits and earnings from their part-time work may be
such as to maintain incentives to take up full-time work.
4.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2 and 3 above may be deferred.

IV. PERSONS PROTECTED
Article 11
1.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85 per cent of all employees, including public
employees and apprentices.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public employees
whose employment up to normal retiring age is guarante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be excluded from protection.
3.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persons protected shall comprise(a)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or
(b) where specifically justified by the level of development, prescribed
classes of employees constituting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all
employees in industrial workplaces employing 20 persons or more.

V. METHODS OF PROTECTION
Article 12
1. Unless it i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each Member may
determine the method or methods of protection by which it chooses
to put into effec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ther by a
contributory or non-contributory system, or by a combination of suc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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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급여사유에까지 이 협약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상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의 일시적 감축으로 정의되는 부분적
실업에 따른 소득의 상실
㈏ 특히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이유로 인한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의
정지 및 감소
3. 회원국은 실제적으로 상시근로를 원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간제 근로에서 얻은 급여액과 임금
총액은 상시근로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제5조에 따라 행한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시행은 연기할 수 있다.

제4절 피 보 호 자
제11조
1. 피보호자는 공공부문 근로자와 견습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85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정의 종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령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공공부문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5조에 따른 선언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피보호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의 피용자
㈏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특별히 정당한 경우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
종류의 피용자.

제5절 보 호 방 법
제12조
1.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
시키기 위하여 그 보호방법을 갹출제도 또는 무갹출제도 또는 양제도의 배합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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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vertheless, if the legislation of a Member protects all residents
whose resources, during the contingency, do not exceed prescribed
limits, the protection afforded may be limited, in the light of the
resources of the beneficiary and his or her fami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VI. BENEFIT TO BE PROVIDED
Article 13
Benefits provided in the form of periodical payments to the unemployed
may be related to the methods of protection.
Article 14
In cases of full unemployment, benefits sha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periodical payments calculated in such a way as to provide the beneficiary
with partial and transitional wage replacement and, at the same time, to
avoid creating disincentives either to work or to employment creation.
Article 15
1. In cases of full unemployment and suspension of earnings due to a
temporary suspension of work without any break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hen this contingency is covered, benefits sha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periodical payments, calculated as follows:
(a) where these benefits are based on the contributions of or on behalf
of the person protected or on previous earnings, they shall be fixed
at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previous earnings, it being
permitted to fix a maximum for the amount of the benefit or for
the earnings to be taken into account, which may be related, for
example, to the wage of a skilled manual employee or to the
average wage of workers in the region concerned;
(b) where such benefits are not based on contributions or previous
earnings, they shall be fixed at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tatutory minimum wage or of the wage of an ordinary labourer,
or at a level which provides the minimum essential for basic
living expenses, whichever is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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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중 자산이 소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거주자를 회원국의 법령으로 보호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의 자산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 절 급여의 수준
제13조
실업자에 대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보호수단과 연계시킬
수 있다.
제14조
완전실업의 경우 급여는 수급권자에게 부분적․일시적으로 임금을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의욕이나 고용창출 동기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기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15조
1.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과
완전실업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급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정기적 급부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피보호자의 기여 또는
종전소득에 있는 경우에 급여는 적어도 종전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숙련육체근로자의
임금에 연계시키는 방식과 같이 급여액이나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에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급여의 기초가 기여나 종전소득이 아닐 경우 급여는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기본최저
생계비의 수준 중에서 높은 기준이어야 한다.

ILO 주요협약❙ 897

C168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Convention, 1988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amount of the benefits shall be equal(a) to not less than 45 per cent of the previous earnings; or
(b) to not less than 45 per cent of the statutory minimum wage or of
the wage of an ordinary labourer but no less than a level which
provides the minimum essential for basic living expenses.
3. If appropriate, the percentag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may
be reached by comparing net periodical payments after tax and
contributions with net earnings after tax and contributions.
Article 1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the benefit provided
beyond the initial period specified in Article 19, paragraph 2 (a), as well
as benefits paid by a Memb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2, may be fixed after taking account of other resources, beyond a
prescribed limit, available to the beneficiary and his or her family, in
accordance with a prescribed scale. In any case, these benefits, in
combination with any other benefits to which they may be entitled, shall
guarantee them healthy and reasonable liv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tandards.
Article 17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Member makes the right to unemployment
benefit conditional upon the completion of a qualifying period, this
period shall not exceed the length deemed necessary to prevent
abuse.
2.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adapt the qualifying period to the
occupational circumstances of seasonal workers.
Article 18
1. If the legislation of a Member provides that the payment of benefit in
cases of full unemployment should begin only after the expiry of a
waiting period, such period shall not exceed seven days.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length
of the waiting period shall not exceed ten days.
3. In the case of seasonal workers the waiting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adapted to their occupation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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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종전소득의 45퍼센트 이상, 또는
㈏ 법정 최저임금이나 일반근로자 임금의 45퍼센트 이상. 다만, 기본 최저
생계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어서는 아니된다.
3. 적절한 경우에는 세금 및 공제후 순정기금과 세금 및 기여금을 공제한 순
소득을 비교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호에 규정된 최초의 기간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재원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정의 한도 이상으로 소정의
범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1. 회원국의 법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자격취득기간의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국은 계절적 근로자의 직업적 여건에 따라 자격취득기간을 조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1. 회원국의 법률이 대기기간의 종료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의 대기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적 근로자의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대기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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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1. The benefits provided in cases of full unemployment and suspension
of earnings due to a temporary suspension of work without any
break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shall be paid throughout these
contingencies.
2. Nevertheless, in the case of full unemployment(a) the initial duration of payment of the benefit provided for in
Article 15 may be limited to 26 weeks in each spell of unemployment,
or to 39 weeks over any period of 24 months;
(b)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continuing beyond this initial
period of benefit, the duration of payment of benefit, which may
be calculated in the light of the resources of the beneficiary and
his or her fami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may be limited to a prescribed period.
3. If the legislation of a Member provides that the initial duration of
payment of the benefit provided for in Article 15 shall vary with the
length of the qualifying period, the average duration fixed for the
payment of benefits shall be at least 26 weeks.
4.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duration of payment of benefit may be limited to 13 weeks over any
periods of 12 months or to an average of 13 weeks if the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initial duration of payment shall vary with the
length of the qualifying period.
5. In the cases envisaged in paragraph 2 (b) above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grant appropriate additional assistance to the persons
concerned with a view to permitting them to find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having recourse in particular to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t II.
6. The duration of payment of benefit to seasonal workers may be
adapted to their occupational circumstance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b) above.
Article 20
The benefit to which a protected person would have been entitled in the
cases of full or partial unemployment or suspension of earnings due to
a temporary suspension of work without any break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may be refused, withdrawn, suspended or reduced to the
extent prescribed(a) for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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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
및 완전실업의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이러한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전기간에
걸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실업의 경우에는,
㈎ 제15조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최초지급기간은 각 실업기간에 대해서
26주까지 또는 24개월에 대해서 39주까지 제한할 수 있다.
㈏ 최초지급기간 이후에 계속되는 실업의 경우에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재원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는 급여의 지급기간은 소정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국의 법률이 제15조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 급여의 평균지급기간은 적어도 26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기간은 12개월에
대해서 13주까지 또는 법률이 급여의 최초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3주까지 제한할 수 있다.
5. 제2항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계자가 생산적이고 자유로이 선택된
직업을 찾고 특히 제2절에 규정된 수단으로 재원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부가적인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절적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기간은 제2항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직업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완전실업, 부분적 실업 혹은 고용관계의 단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조업중단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 관계자가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이탈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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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it has been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the
person concerned had deliberately contributed to his or her own
dismissal;
(c) when it has been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left employment voluntarily without just
cause;
(d) during the period of a labour dispute, when the person concerned
has stopped work to take part in a labour dispute or when he or
she is prevented from working as a direct result of a stoppage of
work due to this labour dispute;
(e) when the person concerned has attempted to obtain or has
obtained benefits fraudulently;
(f) when the person concerned has failed without just cause to use the
facilities available for placement, vocational guidance, training,
retraining or redeployment in suitable work;
(g) as long as the person concerned is in receipt of another income
maintenance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concerned, except a family benefit, provided that the part of the
benefit which is suspended does not exceed that other benefit.
Article 21
1. The benefit to which a protected person would have been entitled in
the case of full unemployment may be refused, withdrawn, suspended
or reduced, to the extent prescribed, when the person concerned
refuses to accept suitable employment.
2. In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employment, account shall be taken, in
particular, under prescribed conditions and to an appropriate extent,
of the age of unemployed persons, their length of service in their
former occupation, their acquired experience, the length of their
period of unemployment, the labour market situation, the impact of
the employment in question on their personal and family situation
and whether the employment is vacant as a direct result of a stoppage
of work due to an on-going labour dispute.
Article 22
When protected persons have received directly from their employer or
from any other source under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severance pay, the principal purpose of which is to contribute
towards compensating them for the loss of earnings suffered in the
event of full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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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해고를 유발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 쟁의기간중 관계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 쟁의기간중 관계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 관계자가 적당한 이유없이 복직, 직업지도, 훈련, 재훈련 또는 적절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자가 당해 회원국의 법률에 규정된 다른 소득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지급이 중단되는 급여부분이 당해 다른 급여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1. 완전실업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는 관계자가 적절한
취업기회의 수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2. 취업의 적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히 소정의 조건과 적절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직자의 연령, 종전직장에서의 근속기간, 기술습득 정도, 실직
기간, 노동시장의 여건, 당해 취업이 당해인 자신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당해 취업이 현재 진행중인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피보호자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어떠한 재원,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완전실업의 경우에 겪게 되는 소득의 상실로부터 피보호자를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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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unemployment benefit to which the persons concerned would
be entitled may be suspended for a period corresponding to that
during which the severance pay compensates for the loss of
earnings suffered; or
(b) the severance pay may be reduced by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value converted into a lump sum of the unemployment benefit
to which the persons concerned are entitled for a period corresponding
to that during which the severance pay compensates for the loss of
earnings suffered, as each Member may decide.
Article 23
1. Each Member whose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right to medical care
and makes it directly or indirectly conditional upon occupational
activity shall endeavour to ensure,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he
provision of medical care to persons in receipt of unemployment
benefit and to their dependants.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1 above may be deferred.
Article 24
1.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guarantee to persons in receipt of
unemployment benefit,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hat the periods
during which benefits are paid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a) for acquisition of the right to and, where appropriate, calculation
of disabil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 and
(b) for acquisition of the right to medical care and sickness, maternity
and family benefit after the end of unemployment,
when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concerned provides for such
benefits and makes them directly or indirectly conditional upon
occupational activity.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1 above may be deferred.
Article 25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s
which are based on occupational activity are adjusted to the occupational
circumstances of part-time workers, unless their hours of work or
earnings can be considered, under prescribed conditions, as negligible.
2. Where a declaration made in virtue of Article 5 is in force,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1 above may be 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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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관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있거나,
㈏ 퇴직수당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관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총액으로 환산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퇴직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

제23조
1.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법률이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를 설정하여 그 제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활동의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그의 부양을 받는 자에게 의료보호의
제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
1. 회원국은 당해 회원국의 법률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급여를 설정하여
그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활동의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에게 소정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급여의 지급기간이 고려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장해급여,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과 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급여의 산정을 위해서,
㈏ 실업의 종료 이후에 의료보호, 상병급여, 모성급여 및 가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을 위해서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
1. 회원국은 취업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사회보장제도가 소정의 조건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직업적 여건에 맞게 조정되도록 확보
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한 선언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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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SPECIAL PROVISIONS FOR NEW APPLICANTS FOR
EMPLOYMENT
Article 26
1. Members shall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categories
of persons seeking work who have never been, or have ceased to be,
recognised as unemployed or have never been, or have ceased to be,
covered by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employed. Consequently,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ten categories of persons seeking work
shall receive social benefits,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terms and
conditions:
(a) young persons who have completed their vocational training;
(b) young persons who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c) young persons who have completed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d) persons after a period devoted to bringing up a child or caring for
someone who is sick, disabled or elderly;
(e) persons whose spouse had died, when they are not entitled to a
survivor's benefit;
(f) divorced or separated persons;
(g) released prisoners;
(h) adults, including disabled persons, who have completed a period
of training;
(i) migrant workers on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except in so far
as they have acquired righ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y
where they last worked;
(j) previously self-employed persons.
2. Each Member shall specify,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categories
of persons listed in paragraph 1 above which it undertakes to protect.
3.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extend protection progressively to
a greater number of categories than the number initially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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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새로운 취업희망자를 위한 특별규정
제26조
1. 회원국은 한 번도 실업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실업자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한 번도 실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아 보지
못했거나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종류의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취업을 희망
하는 자로서 다음의 10개항 중에서 적어도 3개항에 속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과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한다.
㈎ 직업훈련을 수료한 연소자
㈏ 학업을 수료한 연소자
㈐ 의무적 국방의무를 필한 연소자
㈑ 전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거나, 병자․장애인․노인을 간호한 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었던 자
㈒ 유족급여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동안 배우자가 사망한 자
㈓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자
㈔ 출감한 자
㈕ 장애인을 포함한, 일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성인
㈖ 모국으로 귀환한 이민근로자. 다만, 귀환 직전에 근로하던 국가의 법률에
따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전에 자영업을 하던 자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하는 보고에서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종류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보호대상 종류의 수를 최초의 보호대상 종류의 수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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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GUARANTEES
Article 27
1. In the event of refusal, withdrawal, suspension or reduction of benefit
or dispute as to its amount, claimants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a complaint to the body administering the benefit scheme and to
appeal thereafter to an independent body. They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of the procedures available, which shall be simple and rapid.
2. The appeal procedure shall enable the claiman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o be represented or assisted by a qualified person of
the claimant's choice or by a delegate of a representative workers'
organisation or by a delegate of an organisation representative of
protected persons.
Article 28
Each Member shall assume general responsibility for the sound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entrust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29
1. When the administration is directly entrusted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Parliament, representatives of the protected
persons and of the employers shall be associated in the administration
in an advisory capacity, under prescribed conditions.
2. When the administration is not entrusted to a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to Parliament(a) representatives of the protected persons shall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r be associated therewith in an advisory capacity
under prescribed conditions;
(b)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also provide for the participation
of employers' representatives;
(c) the laws or regulations may further provide for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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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법적ㆍ행정적 및 재정적 보장
제27조
1. 급여가 거부, 최소, 중지 또는 삭감되거나 그 액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급여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후 독립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인은 문서로써 이용가능한
절차에 관하여 통지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2. 제소절차는 국가 법․관행에 따라 청구인이 본인이 선택한 적격자나 근로자
단체의 대표 또는 보호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의 지원을
받거나 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8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담당하는 제도와 업무의 건전한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1. 그 운영이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에 직접적으로 위임된 경우
피보호자대표 및 사용자대표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자문역으로 운영에
관여하여야 한다.
2.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에 그 운영이 위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 운영에 참여하거나 또는 자문역
으로 이에 관여하여야 한다.
㈏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용자대표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국내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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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In cases where subsidies are granted by the State 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safeguard employment, Member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the payments are expended only for the intended
purpose and to prevent fraud or abuse by those who receive such payments.
Article 31
This Convention revises the Unemployment Provision Convention,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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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만 지급금이 사용되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와 그 지급금을 수령하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협약은 1934년 실업급여 협약을 개정한다.
제3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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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76th Session on 7 June
1989, and
No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contained in the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57, and
Recalling the term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s which have taken place in international
law since 1957, as well as developments in the situation of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have made it appropriate to
adopt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subject with a view to removing
the assimilationist orientation of the earlier standards, and
Recognising the aspirations of these peoples to exercise control over their
own institutions, ways of lif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identities, languages and relig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ates in which they live, and
Noting that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se peoples are unable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to the same degree as the rest of
the population of the States within which they live, and that their laws,
values, customs and perspectives have often been eroded,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distinctive contributions of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to the cultural diversity and social and ecological harmony of
humankind an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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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호 협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효력발생：1991년 9월 5일 (19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89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6차 회기에서,
1957년 토착민 및 부족민 협약과 권고에 포함된 국제기준에 유의하고, 국제인권
선언, 경제, 사회, 문화권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차별방지에 관한 다수의 국제협약 및 권고의 내용을 상기하고,
1957년 이래 국제법의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 토착민 및 부족민의 상황
이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이전 기준에 담겨있던 동화론자 중심적 입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국제기준의 채택이 필요해졌음을 고려하고,
토착민 및 부족민들이 그들이 살고있는 국가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제도, 생활
방식, 경제개발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정체, 언어, 종교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인식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내의 나머지 국민과 동등한 기본 인권을
누리지 못하며, 그들의 법률, 가치, 관습 및 관점이 종종 침식되고 있음을 유의
하고,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 생태학적 조화, 그리고 국제협력 및 이해에
대한 토착민과 부족민들의 독특한 기여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음 규정들은 국제
연합,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햡 교육, 과학, 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남북아메리카인디언연구소 등의 협력을 얻어 각 관련 영역에 걸쳐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협조를 계속하도록 제안되었음에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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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have been fram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s well as of the
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at appropriate levels and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that it is proposed to continue this co-operation in promoting
and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artial revision of the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No. 107),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revising the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adopts this twenty-sev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PART I. GENERAL POLICY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 tribal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 whos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distinguish them from other sections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whose status is regulated wholly or
partially by their own customs or traditions or by special laws or
regulations;
(b)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 who are regarded as indigenous
on account of their descent from the populations which inhabited
the country, or a geographical region to which the country belongs,
at the time of conquest or colonisation or the establishment of
present state boundaries and who, irrespective of their legal
status, retain some or all of their own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2. Self-identification as indigenous or tribal shall be regarded as a
fundament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groups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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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사일정의 의제4인 토착민 및 부족민 협약(107호)의 일부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1957년 토착민 및 부족민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9년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89년 6월 27일 채택
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 독립국가의 부족민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이 나머지
국민과 구별되며, 자신들의 관습이나 전통 혹은 특수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받는 자들
㈏ 국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국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후예인
이유로, 또는 정복이나 식민 혹은 현재의 국경 수립 시기에 그
국가가 속해있던 지리적 지역이라는 이유에 의해 토착민으로 간주되며,
법적인 지위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있는 자들
2.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집단을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들을 토착민
또는 부족민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본적 기준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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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use of the term peoples in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any implications as regards the rights which may attach
to the term under international law.
Article 2
1. Governments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develop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s concerned, co-ordinated and systematic
ac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eoples and to guarantee respect
for their integrity.
2. Such action shall include measures for:
(a) ensuring that members of these peoples benefit on an equal
footing from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whic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rant to other members of the population;
(b) promoting the full realisa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of these peoples with respect for their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their customs and traditions and their institutions;
(c) assisting the members of the peoples concerned to eliminate
socio-economic gaps that may exist between indigenous and other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ir aspirations and ways of life.
Article 3
1.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shall enjoy the full measur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out hindrance or discrimination.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to male and female members of these peoples.
2. No form of force or coercion shall be used in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the peoples concerned, including
the rights contained in this Convention.
Article 4
1. Special measures shall be adopted as appropriate for safeguarding the
persons, institutions, property, labour, cultures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concerned.
2. Such special measures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freely-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
3. Enjoyment of the general rights of citizenship, without discrimination,
shall not be prejudiced in any way by such speci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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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협약에서 ‘주민’이라 함은, 국제법상 용어에 부속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어떠한 의미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제2조
1. 정부는 당해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보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있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러한 주민 구성원들도 국내법령에 따라 그 외 국민 구성원에게 부여
되는 권리 및 기회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그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관습 및 전통, 그리고 제도와 관련하여
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완전 실현을 도모
㈐ 토착민과 그외 국민 구성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그들의 열망과 생활방식에 조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구성원들을 지원

제3조
1. 토착민과 부족민은 방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협약의 규정은 주민의 남녀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에 담겨진 권리를 포함하여 당해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나 강제력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1. 당해 주민의 인명, 제도, 자산, 노동, 문화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특별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특별조치는 당해 주민이 자유로이 표명한 소망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3. 그러한 특별조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없는 일반 공민권의 향유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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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the social, cultural, religious and spiritual values and practices of
these peoples shall be recognised and protected, and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ature of the problems which face them both
as groups and as individuals;
(b) the integrity of the valu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of these peoples
shall be respected;
(c) policies aimed at mitigat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se
peoples in facing new conditions of life and work shall be
adopted, with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s
affected.
Article 6
1.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governments shall:
(a) consult the peoples concerned,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whenever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may affect them directly;
(b) establish means by which these peoples can freely participate, to at
least the same extent as other sectors of the population,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elective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and other bodies responsible for policies and programmes which
concern them;
(c) establish mean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these peoples' own
institutions and initiatives, and in appropriate cases provide the
resourc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2. The consultations carried out in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undertaken, in good faith and in a form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agreement or consent
to the proposed measures.
Article 7
1. The peoples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decide their own
priorities for the process of development as it affects their lives,
beliefs, institutions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e lands they
occupy or otherwise use, and to exercise control, to the extent
possible, over their ow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y shall participate in the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lans and programmes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which may affect them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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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이 주민들의 사회, 문화, 종교 및 정신적 가치와 관행이 인정되고 보호
되어야 하며, 집단 및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
㈏ 이 주민들의 가치, 관행 및 제도의 보전이 존중되어야 한다.
㈐ 당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하에 새로운 생활 및 근로조건에 처하여
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는:
㈎ 당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혹은 행정조치에
대해 고찰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그들의
대표기관을 통해 당해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
㈏ 이 주민들이 그들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거기관, 행정
및 기타 기관에서 최소한 나머지 인구 구성원과 동등한 정도로 모든 정책
결정단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 이 주민들 고유의 제도와 주도권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
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제안된 조치에 대해 합의나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성실하게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
1. 당해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 신념, 제도, 정신적 안녕 및 그들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진전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자신들의 경제, 사회, 문화 발달에 대해 최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개발계획과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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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life and work and levels of
health and education of the peoples concerned, with thei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hall be a matter of priority in plans
for the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of areas they inhabit. Special
projects for development of the areas in question shall also be so
designed as to promote such improvement.
3.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whenever appropriate, studies ar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concerned, to assess the
social, spiritu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 on them of
planned development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hall be
considered as fundamental criteri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ctivities.
4. Governments shall take measures, in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concerned,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of the territories
they inhabit.
Article 8
1. In applying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the peoples concerned,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ir customs or customary laws.
2. These peoples shall have the right to retain their own customs and
institutions, where these are not incompatible with fundamental rights
defined by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with internationally recognised
human rights.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whenever necessary, to
resolve conflicts which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3.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members of these peoples from exercising the rights granted to all
citizens and from assuming the corresponding duties.
Article 9
1.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internationally
recognised human rights, the methods customarily practised by the
peoples concerned for dealing with offences committed by their members
shall be respected.
2. The customs of these peoples in regard to penal matter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authorities and courts dealing with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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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개발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속에 그들의 생활 및 근로조건과 건강 및 교육수준의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문제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사업은 그러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당해 주민과의 협력하에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환경적 충격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활동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 척도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당해 주민들과의 협력하에 그들이 거주하는 영토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당해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관습이나
관습법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국내 법률체계에 의해 규정된 기본적 권리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모순되지 않는 한 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제도를 보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 이 조항의 1항과 2항의 적용으로 인해 이 주민들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지지 못하도록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제9조
1. 주민 구성원들이 범한 위반사항을 다룸에 있어, 국내 법률체계 및 국제적
으로 인정된 인권에 모순되지 않는 한, 주민들 사이에 관습적으로 행사되
오던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2. 형사사건을 다루는 당국과 법원은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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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1. In imposing penalties laid down by general law on members of
these peoples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2. Preference shall be given to methods of punishment other than
confinement in prison.
Article 11
The exaction from members of the peoples concerned of compulsory
personal services in any form, whether paid or unpaid, shall be
prohibited and punishable by law,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law for
all citizens.
Article 12
The peoples concerned shall be safeguarded against the abuse of their
rights and shall be able to take legal proceedings, either individually o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bodie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se
rights.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se peoples
can understand and be understood in legal proceedings, where necessary
through the provision of interpretation or by other effective means.

PART II. LAND
Article 13
1.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governments
shall respect the special importance for the cultures and spiritual
values of the peoples concerned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ands
or territories, or both as applicable, which they occupy or otherwise
use, and in particular the collective aspects of this relationship.
2. The use of the term lands in Articles 15 and 16 shall include the
concept of territories, which covers the total environment of the areas
which the peoples concerned occupy or otherwis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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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 주민 구성원에게 일반 법률에 의해 규정된 형벌을 가할 때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참작해야 한다.
2. 구금이외의 처벌 방법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모든 시민들에 대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민 구성원들
에게 유급, 무급을 불문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 신체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처벌받을 수 있다.
제12조
당해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남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그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기구를 통해 법률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러한 주민 구성원들이 법률 소송절차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석 규정을 통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제2절 토 지
제13조
1. 이 협약 2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부는 당해 주민들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또는 영토, 또는 둘 다와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주민의 문화적
및 정신적 가치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관계의
집단적인 측면을 존중해야 한다.
2. 제15조와 제16조에서‘토지’라 함은 당해 주민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영토의 개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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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1. The rights of ownership and possession of the peoples concerned
over the lands which they traditionally occupy shall be recognised. In
addition, measures shall be taken in appropriate cases to safeguard
the right of the peoples concerned to use lands not exclusively
occupied by them, but to which they have traditionally had access
for their subsistence and traditional activities.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situation of nomadic peoples and shifting
cultivators in this respect.
2. Governments shall take steps as necessary to identify the lands which
the peoples concerned traditionally occupy, and to guarantee effective
protection of their rights of ownership and possession.
3. Adequate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o resolve land claims by the peoples concerned.
Article 15
1. The rights of the peoples concerned to the natural resources
pertaining to their lands shall be specially safeguarded. These rights
include the right of these peoples to participate in the us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se resources.
2. In cases in which the State retains the ownership of mineral or
sub-surface resources or rights to other resources pertaining to lands,
governments shall establish or maintain procedures through which
they shall consult these peoples, with a view to ascertaining
whether and to what degree their interests would be prejudiced,
before undertaking or permitting any programmes for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such resources pertaining to their lands. The
peoples concerned shall wherever possible participate in the benefits
of such activities, and shall receive fair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which they may sustain as a result of such activities.
Article 16
1. Subject to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the peoples
concerned shall not be removed from the lands which they occ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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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1. 전통적으로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한 당해 주민들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계와 전통적 활동을 위해 출입해왔던 토지에 대해 당해 주민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점
에서 유목민과 이동 경작농의 입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부는 당해 주민이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확인
하고 그들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해 주민이 제기한 토지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1. 토지에 부속된 천연자원에 대한 당해 주민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이 권리에는 주민이 이러한 자원의 사용, 관리 및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 토지에 부속된 광물이나 지하자원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유할 경우, 정부는 그들의 토지에 부속된 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허가하기에 앞서, 당해 주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당해 주민은 언제든
가능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1. 이 조의 다음 항들에 따라, 당해 주민은 그들이 점유하는 토지로부터
퇴거당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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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the relocation of these peoples is considered necessary as an
exceptional measure, such relocation shall take place only with their
free and informed consent. Where their consent cannot be obtained,
such relocation shall take place only following appropriate procedures
establish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public inquiries
where appropriate, which provide the opportunity for effectiv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s concerned.
3. Whenever possible, these peoples shall have the right to return to
their traditional lands, as soon as the grounds for relocation cease to
exist.
4. When such return is not possible, as determined by agreement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these
peoples shall be provided in all possible cases with lands of quality
and legal status at least equal to that of the lands previously
occupied by them, suitable to provide for their present needs and
future development. Where the peoples concerned express a preference
for compensation in money or in kind, they shall be so compensated
under appropriate guarantees.
5. Persons thus relocated shall be fully compensated for any resulting
loss or injury.
Article 17
1.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eoples concerned for the transmission
of land rights among members of these peoples shall be respected.
2. The peoples concerned shall be consulted whenever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their capacity to alienate their lands or otherwise
transmit their rights outside their own community.
3. Persons not belonging to these peoples shall be prevented from taking
advantage of their customs or of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aws
on the part of their members to secure the ownership, possession or
use of land belonging to them.
Article 18
Adequate penalties shall be established by law for unauthorised intrusion
upon, or use of, the lands of the peoples concerned, and government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such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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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인 조치로서 당해 주민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반드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어야만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의
승낙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민의 효과적인 대변 기회를 제공하는
대중조사를 포함하여, 국재 법령에 의해 수립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만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이주를 위한 근거가 사라지는 즉시, 당해 주민은 가능한 언제든지 자신들의
전통적인 토지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들이 이전에 점유하던 토지와
동등하며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개발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품질의 토지
및 법적 지위를 가능한 모든 경우 당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주민이 금전이나 물픔상의 보상을 더 선호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증하에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이렇게 이주된 자는 이주에 따른 손실이나 상해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1. 당해 주민 구성원간에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당해 주민이 수립한
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자신들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또는 달리 공동체 외부로 자신들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들의 자격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당해 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이들 주민 구성원이 아닌 자는, 주민의 관습을 이용하거나 주민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토지의 소유, 점유 또는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당해 주민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한
적합한 벌칙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부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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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National agrarian programmes shall secure to the peoples concerned
treatment equivalent to that accorded to other sectors of the population
with regard to:
(a) the provision of more land for these peoples when they have not
the area necessary for providing the essentials of a normal existence,
or for any possible increase in their numbers;
(b) the provision of the means requir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ands which these peoples already possess.

PART III. RECRUITMENT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ticle 20
1. Governments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in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concerned, adopt
special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with regard to
recruitment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workers belonging to
these peopl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by
laws applicable to workers in general.
2. Governments shall do everything possible to prevent any discrimination
between workers belonging to the peoples concerned and other workers,
in particular as regards:
(a) admission to employment, including skilled employment, as well
as measures for promotion and advancement;
(b)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c) medical and social assistan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ll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any other occupationally related benefits,
and housing;
(d)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freedom for all lawful trade union
activities, and the right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with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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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내 농업 프로그램은 다음에 관련하여 나머지 부문의 인구에 대해 허용된 것과
동일한 처우를 당해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장하여야 한다:
㈎ 주민이 정상적인 생계의 본질을 제공하거나 또는 구성원의 수적 증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주민에 대해
더 넓은 토지를 (보장하는) 규정
㈏ 그러한 주민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보장하는) 규정

제 3 절 모집 및 고용조건
제20조
1. 정부는 국내 법령체계 속에서 당해 주민과의 협력하에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채택
하여야 한다.
2. 당해 주민 구성원인 근로자와 기타 근로자간에 특히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숙련고용을 포함한 고용허가 및 승진과 진급을 위한 조치
㈏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
㈐ 의료 및 사회원조, 산업안전 및 보건, 모든 사회보장 혜택과 기타 직업과
관련된 혜택 및 주택
㈑ 적법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결사의 권리 및 자유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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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easures taken shall include measures to ensure:
(a) that workers belonging to the peoples concerned, including
seasonal, casual and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al and other
employment, as well as those employed by labour contractors,
enjoy the protection afforded by national law and practice to other
such workers in the same sectors, and that they are fully informed
of their rights under labour legislation and of the means of redress
available to them;
(b) that workers belonging to these peoples are not subjected to
working conditions hazardous to their health, in particular
through exposure to pesticides or other toxic substances;
(c) that workers belonging to these peoples are not subjected to
coercive recruitment systems, including bonded labour and other
forms of debt servitude;
(d) that workers belonging to these peoples enjoy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for men and women, and
protection from sexual harassment.
4.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labour inspection services in areas where workers belonging to the
peoples concerned undertake wage employment,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Convention.

PART IV. VOCATIONAL TRAINING,
HANDICRAFTS AND RURAL INDUSTRIES
Article 21
Members of the peoples concerned shall enjoy opportunities at least
equal to those of other citizens in respect of vocational training
measures.
Article 22
1.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omot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members of the peoples concerned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of gener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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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해진 조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 및 기타 고용 분야의 계절, 임시 및 이주 근로자를 포함한 당해
주민에 속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자들은
국내법률과 관행에 따라 같은 부문에서 일하는 여타 근로자들에 대해
부여되는 보호를 동등하게 누리며, 그들에게 주어진 노동법상의 권리
및 시정방법에 대해 충분히 통지받을 것
㈏ 이들 주민에 속하는 근로자는 특히 살충제 또는 기타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을 통해 그들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근로조건에 처하지
않을 것
㈐ 이들 주민에 속하는 근로자는 담보노동(bonded labour) 및 기타 채무
예속(debt servitude) 형태를 포함한 강제모집 제도에 처하지 않을 것
㈑ 이들 주민에 속하는 근로자는 남녀 모두 동등한 고용 기회 및 동등한
고용처우를 누리며 성희롱(harassment)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4. 당해 주민에 속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고용된 분야에 대하여 이 협약
이절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동감시 서비스를 수립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 4 절 직업훈련, 수공업 및 농촌지역산업
제21조
당해 주민의 구성원은 직업훈련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시민과 적어도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제22조
1.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당해 주민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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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ever existing programmes of vocational training of general
application do not meet the special needs of the peoples concerned,
governments shall,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se peoples, ensure the
provision of special training programmes and facilities.
3. Any special training programmes shall be based on the economic
environment,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practical needs of the
peoples concerned. Any studies made in this connection shall b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these peoples, who shall be consulted
on the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such programmes. Where
feasible, these peoples shall progressively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such special training programmes,
if they so decide.
Article 23
1. Handicrafts, rural and community-based industries, and subsistence
economy and traditional activities of the peoples concerned, such as
hunting, fishing, trapping and gathering, shall be recognis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maintenance of their cultures and in their
economic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Governments shall,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se people and whenever appropriate, ensure that
these activities are strengthened and promoted.
2. Upon the request of the peoples concerned, appropriat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wher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traditional technologi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se people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PART V. SOCIAL SECURITY AND HEALTH
Article 24
Social security schemes shall be extended progressively to cover the
peoples concerned, and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rticle 25
1.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adequate health services are made
available to the peoples concerned, or shall provide them with
resources to allow them to design and deliver such services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control, so that they may enjoy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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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당해 주민의 특수한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언제든 정부는 이들 주민의 참여속에, 특수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을 확보해야 한다.
3. 모든 특수 훈련 프로그램은 당해 주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과 실질적인 필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는 이들 주민과의 협력속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결정한 경우, 이들 주민은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의
조작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3조
1. 수공업, 농촌 및 지역사회 기반산업과 수렵, 어획, 사냥(trapping) 및 채취와
같은 당해 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전통적 활동은 그들의 문화유지와 경제적
독립 및 개발에 주요한 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언제든
이들 주민의 참여속에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강화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당해 주민의 요청에 따라 이들 주민의 전통적 기술 및 문화적 특성 뿐만
아니라 유지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에
적절한 기술적 및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절 사회보장 및 보건
제24조
당해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계획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25조
1. 정부는 당해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자신의 책임과 통제하에 이들 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주민이 성취 가능한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보건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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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lth services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be community-based.
These services shall be planned and administered in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concerned and take into account their economic,
geographic,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s well as their traditional
preventive care, healing practices and medicines.
3. The health care system shall give preference to the training and
employment of local community health workers, and focus on
primary health care while maintaining strong links with other levels
of health care services.
4. The provision of such health services shall be co-ordinated with
othe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measures in the country.

PART VI. EDUCATION AND MEANS OF
COMMUNICATION
Article 26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 peoples
concerned have the opportunity to acquire education at all levels on at
least an equal footing with the rest of the national community.
Article 27
1. Education programmes and services for the peoples concerned shall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co-operation with them to address
their special needs, and shall incorporate their histories, their
knowledge and technologies, their value systems and their furthe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irations.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e training of members of
these peoples and their involvement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mes, with a view to the progressive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these programmes to
these peoples as appropriate.
3. In addition, governments shall recognise the right of these peoples to
establish their ow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provided
that such institutions meet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nsultation with these peoples. Appropriate
resources shall be provided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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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서비스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당해 주민의 협력속에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그들의 전통적 예방적
보호, 치료 관행 및 약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보건보호 제도는 지역사회 보건 근로자의 훈련과 고용에 우선권을 부여
하여야 하며 다른 차원의 보건보호 서비스와의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1차적 보건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그러한 보건서비스 규정은 국내의 여타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조치와
조정되어야 한다.

제 6 절 사회보장 및 보건
제26조
당해 주민 구성원들이 나머지 국민들과 적어도 균등한 기반위에 모든
차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27조
1. 당해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그들의 특수한 필요를 총족
시킬 수 있도록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역사, 지식 및 기술, 가치쳬계 및 향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열망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행 책임을 적절하고 점진적으로 이들
주민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 주민 구성원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조직과 시행에 대한 이들의 참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또한 정부는 이들 주민이 자신들의 교육제도(institution)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도는 권한있는 기관이 주민과
협의하여 수립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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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1. Children belonging to the peoples concerned shall, wherever practicable,
be taught to read and write in their own indigenous language or in the
language most commonly used by the group to which they belong.
When this is not practicable,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undertake
consultations with these peoples with a view to the adoption of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2. Adequ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se peoples have
the opportunity to attain fluency in the national language or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ntry.
3.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serv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the indigenous languages of the peoples concerned.
Article 29
The imparting of general knowledge and skills that will help children
belonging to the peoples concerned to participate fully and on an equal
footing in their own community and in the national community shall be
an aim of education for these peoples.
Article 30
1. Governments shall adopt measures appropriate to the traditions and
cultures of the peoples concerned, to make known to them their rights
and duties, especially in regard to labour, economic opportunities,
education and health matters, social welfare and their rights deriving
from this Convention.
2. If necessary, this shall be done by means of written translations and
through the use of mass communications in the languages of these
peoples.
Article 31
Educational measures shall be taken among all sections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particularly among those that are in most direct contact
with the people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eliminating prejudices
that they may harbour in respect of these peoples. To this end, efforts
shall be made to ensure that history textbooks and other educational
materials provide a fair, accurate and informative portrayal of the
societies and cultures of these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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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1. 당해 주민에 속하는 어린이는 그들 고유의 토착 언어 또는 그들이 속하는
집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을 위해 권한있는 기관이 이들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이들 주민이 자국 언어 또는 국가의 공식 언어 중 하나에 능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해 주민의 토착언어의 발전과 관행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당해 주민에 속하는 어린이가 자신들의 지역공동체 및 국가공동체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 지식 및 기술의 분배가
이들 주민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제30조
1. 당해 주민에게 특히 노동, 경제적 기회, 교육 및 보건문제, 사회복지 및
이 협약에서 추론된 권리와 관련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기 위해
정부는 당해 주민의 전통과 문화에 적합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번역 및 이들 주민의 언어를 이용한 매스컴의 사용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적 조치는 국가공동체 모든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이들 주민에
대해 품을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당해 주민과 가장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
교과서와 기타 교육 자료가 이들 주민의 사회와 문화를 공정하고, 정확하며
유익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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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I. CONTACTS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Article 32
Government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by mea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 facilitate contacts and co-operation betwee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across borders, including activities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spiritual and environmental fields.

PART VIII. ADMINISTRATION
Article 33
1. The governmental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matters covered in
this Convention shall ensure that agencies or other appropriate
mechanisms exist to administer the programmes affecting the peoples
concerned, and shall ensure that they have the means necessary for
the proper fulfilment of the functions assigned to them.
2. These programmes shall include:
(a) the planning, co-ordin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concerned,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 the proposing of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supervi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taken, in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concerned.

PART IX. GENERAL PROVISIONS
Article 34
The nature and scope of the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Convention shall be determined in a flexible manner, having regard to
the conditions characteristic of each country.
Article 35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dversely
affect rights and benefits of the peoples concerned pursuant to othe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instruments, treaties, or
national laws, awards, custom or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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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범국가적 접촉 및 협력
제3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및 환경적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토착민 및
부족민 사이에 접촉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협약의 수단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절 운 영
제33조
1. 이 협약에 다투어진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당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나 기타 적절한 장치가 마련
되도록 보장하며 그들에게 할당된 기능을 적절히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보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당해 주민과 협력하에 이 협약에 규정된 조치의 계획, 조정, 실행 및
평가
㈏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법률과 기타 조치의 제안 및 당해 주민과의
협력하에 취해진 조치의 적용을 감독

제 9 절 일반규정
제34조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의 성격과 범위는 각 국가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35조
이 협약의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협약 및 권고, 국제기구(instrument),
조약 또는 국내법률, 심판, 관습 또는 협약에 준하는 당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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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X. FINAL PROVISIONS
Article 36
This Convention revises the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Article 37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38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Article 39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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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최종규정
제36조
이 협약은 1957년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을 개정한다.
제37조 (비준)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효력발생)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 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39조 (폐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
노동사무총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하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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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communicated to him by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2.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ond ratification communicated to him,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4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nd acts of denunciation registered by h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s.
Article 42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Article 43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b)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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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고)
1. 국제노동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총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41조 (국제연합에 대한 통지)
국제노동사무총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42조 (개정의 심의)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43조 (개정협약의 효력)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 회원국이 신 수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 이 협약은 신 수정협약의 발효일로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ILO 주요협약❙ 943

C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2.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Article 44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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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44조 (정본)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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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0

Chemicals Convention, 199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77th Session on 6 June
1990, and
Not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in particular, the Benzen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1, the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4, the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7,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5, the Asbesto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6, and the list of occupational diseases, as amended in 1980, appended
to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1964, and
Noting that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harmful effects of chemicals
also enhances the protec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environment,
and
Noting that workers have a need for, and right to,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s they use at 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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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협약

화학물질 협약(1990년)
효력발생：1993년 11월 4일(17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화학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됨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행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ㆍ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그밖에 화학물의 분류체계, 라벨 및 표시, 화학물질 안전 자료, 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임(화학물의 성분표시, 이동, 처분, 노출, 정보, 훈련, 근로자와의 협력) 등을 규정
근로자는 협력 및 합리적인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를 가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부 혹은 모든 유해화학물의 사용이 작업장
에서의 안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될 경우 이 사실 및 이유를 수입국에게 알려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 1986년 석면
협약 및 권고 그리고 1964년 업무상 상해급여 협약에 첨부되어 있는 1980년
개정된 직업병 목록을 주목하고,
화학물질의 악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대중과 환경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근로자는 그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와 권리가
있음에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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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to prevent or reduce the incidence of
chemically induced illnesses and injuries at work by:
(a) ensuring that all chemicals are evaluated to determine their
hazards;
(b) providing employers with a mechanism to obtain from suppliers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s used at work so that they can
implement effective programmes to protect workers from chemical
hazards;
(c) providing workers with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s at their
workplaces, and about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participate in protective programmes;
(d) establishing principles for such programmes to ensure that
chemicals are used safely, and
Having regard to the need for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betwe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s well as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and noting the relevant instruments, codes and guide-lines promulgated by
these organisation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afety in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Chemicals Convention, 1990: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in which
chemicals are used.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nd on the basis of an assessment of the hazards
involved and the protective measures to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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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의해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과 상해 발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위험 요인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확보
㈏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사용자에게 제공
㈐ 근로자들이 보호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화학물질과 적절한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원칙을 수립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 및 세계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프로그램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및 국제연합 산업개발
기구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 기구들이 공포한 관련 기제, 규약 및
지침에 주목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0년 화학물질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한 위험요인 평가 및 적용될 보호조치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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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y exclude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undertakings
or produc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certain
provisions thereof, when:
(i)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and
(ii) the overall protection afforded in pursuance of national law and
practice is not inferior to that which would result from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 shall make special provision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whose disclosure to a competitor would be liable to cause harm to
an employer's business so long as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re not compromised thereby.
3.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articles which will not expose
workers to a hazardous chemical under normal or reasonably foreseeable
conditions of use.
4.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organisms, but does apply to
chemicals derived from organisms.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chemicals means chemical elements and compounds, and
mixtures thereof,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b) the term hazardous chemical includes any chemical which has
been classified as hazardou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r for
which relevant information exists to indicate that the chemical is
hazardous;
(c) the term use of chemicals at work means any work activity which
may expose a worker to a chemical, including:
(i) the production of chemicals;
(ii) the handling of chemicals;
(iii) the storage of chemicals;
(iv) the transport of chemicals;
(v) the disposal and treatment of waste chemicals;
(vi) the release of chemicals resulting from work activities;
(vii) the maintenance, repair and cleaning of equipment and containers
for chemicals;
(d) the term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means all branches in
which workers are employed,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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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제활동 부문, 사업 또는 제품을 이 협약
또는 특정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⑴ 중대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⑵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수반되는 전반적인 보호가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한 결과에 따른 보호에 못 미치지 않을 경우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경쟁자에게 노출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하에서 근로자를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시키지 않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은 유기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유기물에서 유도된 화학물질에는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 ‘화학물질’이라는 용어는 화학적 성분 및 화합물,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적
이거나 합성에 의한 혼합물을 의미한다.
㈏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는 용어는 제6조에 따라 유해한 물질로 분류
되었거나 그 물질이 유해함을 표시하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화학
물질을 포함한다.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이라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든 작업 활동을 의미한다.
⑴ 화학물질의 생산
⑵ 화학물질의 취급
⑶ 화학물질의 보관
⑷ 화학물질의 운송
⑸ 화학폐기물 처분 및 처리
⑹ 작업활동에 의한 화학물질의 방출
⑺ 화학물질을 위한 기기 및 용기의 정비, 수리 및 청소
㈑ ‘경제활동 부문’이라는 용어는 공익사업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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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term article means an object which is formed to a specific
shape or design during its manufacture or which is in its natural
shape, and whose use in that form is dependent in whole or in
part on its shape or design;
(f) the term workers' representatives means persons who are recognised
as such by national law or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PART II. GENERAL PRINCIPLES
Article 3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be consulted on the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4
In the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each
Member shall formulate, implement and periodically review a coherent
policy on safety in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Article 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have the power, if justified on safety and
health grounds, to prohibit or restrict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chemicals, or to require advance notification and authorisation before
such chemicals are used.

PART III. CLASSIFICATION AND RELATED MEASURES
Article 6 CLASSIFICATION SYSTEMS
1. Systems and specific criteria appropria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ll
chemicals according to the type and degree of their intrinsic health
and physical hazards and for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a chemical is hazardou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a body approved
or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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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라는 용어는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형태나 디자인으로 형성
되는 물건 또는 자연형태로 있으면서 그것의 사용이 그것의 형태나
디자인에 전부 또는 일부 의존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 ‘근로자 대표’라는 용어는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에 따라 국내 법률
이나 관행에 의해 그렇게 인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절 일반원칙
제3조
이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국은 국내여건과 관행의 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있는 기관은 안전 및 보건상 이유로 정당화된 경우 특정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화햑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통고 및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 3 절 분류 및 관련 조치
제 6 조 분류체계
1.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인정된 기구는 국내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고유의 보건 및 신체상 유해성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체계와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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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hazardous properties of mixtures composed of two or more
chemicals may be determined by assessments based on the intrinsic
hazards of their component chemicals.
3. In the case of transport, such systems and criteri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4. The classification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 shall be progressively
extended.
Article 7 LABELLING AND MARKING
1. All chemicals shall be marked so as to indicate their identity.
2. Hazardous chemicals shall in addition be labelled, in a way easily
understandable to the workers, so as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regarding their classification, the hazards they present and the safety
precautions to be observed.
3. (1) Requirements for marking or labelling chemicals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a body approved or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2) In the case of transport, such requirem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rticle 8 CHEMICAL SAFETY DATA SHEETS
1. For hazardous chemicals, chemical safety data sheets containing
detailed essential information regarding their identity, supplier,
classification, hazards, safety precautions and emergency procedures
shall be provided to employers.
2. Criteria for the preparation of chemical safety data shee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a body approved or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3. The chemical or common name used to identify the chemical on
the chemical safety data sheet shall be the same as that used on the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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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유해성은 그 혼합물 구성요소
고유의 유해성에 기초한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3.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상기 체계와 기준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분류체계 및 이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 7 조 라벨 및 표시
1. 모든 화학물질은 그 정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2. 유해한 화학물질은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라벨을 붙여 화학물질의 분류, 그것이 갖는 유해요인,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안전 예방조치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1항 및 2항에 따른 화학물질 표시 및 라벨의 요건은 국내법률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상기 요건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8 조 화학물질 안전 자료
1.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체, 공급자, 분류, 유해성, 안전
예방책 및 응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필수정보가 수록된 화학물질 안전자료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화학물질 안전자료의 준비 기준은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3. 화학물질 안전자료상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지칭하는데 사용
되는 일반적인 이름은 라벨에 사용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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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RESPONSIBILITIES OF SUPPLIERS
1. Suppliers of chemicals, whether manufacturers, importers or distributors,
shall ensure that:
(a) such chemicals have been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n the basis of knowledge of their properties and a search of
available information or asses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below;
(b) such chemicals are marked so as to indicate their ident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paragraph 1;
(c) hazardous chemicals they supply are label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paragraph 2;
(d) chemical safety data sheets are prepared for such hazardous
chemic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paragraph 1, and provided
to employers.
2. Suppliers of hazardous chemicals shall ensure that revised labels and
chemical safety data sheets are prepared and provided to employers,
by a method which accords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whenever
new relevant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3. Suppliers of chemicals which have not yet been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shall identify the chemicals they supply
and assess the properties of these chemicals on the basis of a search
of available inform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hazardous chemicals.

PART IV.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rticle 10 IDENTIFICATION
1. Employers shall ensure that all chemicals used at work are labelled
or marked as required by Article 7 and that chemical safety data
sheets have been provided as required by Article 8 and are made
available to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2. Employers receiving chemicals that have not been labelled or marked
as required under Article 7, or for which chemical safety data sheets
have not been provided as required under Article 8, shall obtain the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supplier or from other reasonably
available sources, and shall not use the chemicals until such
information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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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공급자의 책임
1.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제조업자이건 수입업자이건 또는 유통업자이건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가용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을 분류하거나 아래 3항에 따라 평가할 것
㈏ 제7조 1항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제7조 2항에 따라 그들이 공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라벨을 붙일 것
㈑ 제8조 1항에 따라 그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공급자는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라 아직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유해한
화학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용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공급하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그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4 절 사용자의 책임
제10조 성분표시
1. 사용자는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가 준비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요건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되지 않았거나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받는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다른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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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ployers shall ensure that only chemicals which a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r identified and asse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3, and labelled or mark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re used and that any necessary precautions are taken
when they are used.
4. Employers shall maintain a record of hazardous chemicals used at the
workplace, cross-referenced to the appropriate chemical safety data
sheets. This record shall be accessible to all workers concerned and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11 TRANSFER OF CHEMICALS
Employers shall ensure that when chemicals are transferred into other
containers or equipment, the contents are indicated in a manner which
will make known to workers their identity, any hazards associated with
their use and any safety precautions to be observed.
Article 12 EXPOSURE
Employers shall:
(a) ensure that workers are not exposed to chemicals to an extent
which exceeds exposure limits or other exposur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control of the working environment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by a body approved or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b) assess the exposure of workers to hazardous chemicals;
(c) monitor and record the exposure of workers to hazardous chemicals
when this is necessary to safeguard their safety and health or as
may be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d) ensure that the records of the monitoring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of the exposure of workers using hazardous chemicals are
kept for a period prescrib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are accessible to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13 OPERATIONAL CONTROL
1. Employers shall make an assessment of the risks arising from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and shall protect workers against such risks by
appropriate mean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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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제6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9조
3항에 따라 파악되고 평가되고, 제7조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된
화학물질만을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시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상호 참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관련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화학물질의 이동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나 장비로 이동시킬 때 사용자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
사용에 따른 유해성 및 준수하여야 할 안전 예방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진 방법
으로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출
사용자는；
㈎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된 작업환경 평가 및 통제를 위한
노출한계 또는 기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측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또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경우,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감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의 감시 기록 및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노출 기록을
권한 있는 기관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상 통제
1. 사용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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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the choice of chemicals that eliminate or minimise the risk;
the choice of technology that eliminates or minimises the risk;
the use of adequate engineering control measures;
the adoption of working systems and practices that eliminate or
minimise the risk;
(e) the adoption of adequate occupational hygiene measures;
(f) where recourse to the above measures does not suffice, the
provision and proper maintenanc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lothing at no cost to the worker, and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ensure their use.
2. Employers shall:
(a) limit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so as to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b) provide first aid;
(c) make arrangements to deal with emergencies.
Article 14 DISPOSAL
Hazardous chemicals which are no longer required and containers which
have been emptied but which may contain residues of hazardous
chemicals, shall be handled or disposed of in a manner which eliminates
or minimises the risk to safety and health and to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15 INFORMATION AND TRAINING
Employers shall:
(a) inform the workers of the hazards associated with exposure to
chemicals used at the workplace;
(b) instruct the workers how to obtain and use the information
provided on labels and chemical safety data sheets;
(c) use the chemical safety data sheets, along with information
specific to the workplace, as a basis for the preparation of
instructions to workers, which should be written if appropriate;
(d) train the workers on a continuing basis in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to be followed for safety in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Article 16 CO-OPERATION
Employers, in discharging their responsibilities, shall co-operate as closely as
possible with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with respect to safety in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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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화학물질의 선택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기술의 선택
적절한 공학 제어장치의 사용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작업 시스템과 관행의 채택
적절한 산업 위생조치의 선택
위와 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장
비 및 의복의 무상 공급 및 적절한 정비와 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2. 사용자는：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
㈒
㈓

제14조 폐기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유해한 화학물질과 내용물은 들어있지 않지만 유해
화학물질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빈 용기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 및 훈련
사용자는；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유해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 근로자를 위한 지침을 준비하는 기초로서 그 작업장에 해당되는 정보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사용하되 이 지침은 적절한 경우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켜야하는 관행과
절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
사용자는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
하여야 한다.
ILO 주요협약❙ 961

C170 Chemicals Convention, 1990

PART V. DUTIES OF WORKERS
Article 17
1. Workers shall co-operate as closely as possible with their
employers in the discharge by the employers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comply with all procedures and practices relating to safety in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2. Workers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liminate or minimise risk
to themselves and to others from the use of chemicals at work.

PART VI. RIGHTS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18
1.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move themselves from danger
resulting from the use of chemicals when they have reasonable
justification to believe there is an imminent and serious risk to their
safety or health, and shall inform their supervisor immediately.
2. Workers who remove themselves from dang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paragraph or who exercise any other rights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protected against undue consequences.
3. Workers concerned and their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of chemicals used at work, the
hazardous properties of such chemicals, precautionary measures,
education and training;
(b)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labels and markings;
(c) chemical safety data sheets;
(d) any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kept by this Convention.
4. Where disclosure of the specific identity of an ingredient of a
chemical mixture to a competitor would be liable to cause harm to
the employer's business, the employer may,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paragraph 3 above, protect that identity in
a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under Article 1,
paragraph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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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근로자의 의무
제17조
1. 근로자는 사용자가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가능한 한 긴밀히 사용자와 협력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절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
제18조
1. 근로자는 그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이탈시킬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감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이탈시키거나 이 협약에 따른
여타의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결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관련 근로자와 그들의 대표는 다음 각 호를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러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예방조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
㈏ 라벨 및 표식에 수록된 정보
㈐ 화학물질 안전자료
㈑ 이 협약에 따라 기록이 요구되는 기타 정보
4. 화학 혼합물 성분의 특정 정체가 경쟁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사용자의
영업상 손해를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3항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제공
함에 있어서 제1조 2(나)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그 정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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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I. RESPONSIBILITY OF EXPORTING STATES
Article 19
When in an
chemicals are
fact and the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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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수출국의 책임
제19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사실과 그 이유를
수입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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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1

Night Work Convention, 199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77th Session on 6 June 1990,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night work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and specifically the
provisions in the Night Work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46, the Night Work of Young Persons
(Industry) Convention (Revised), 1948, and the Night Work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Agriculture) Recommendation, 1921,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n night work of women, and specifically the provisions in the Night
Work (Women) Convention (Revised), 1948, and the Protocol of
1990 thereto, the Night Work of Women (Agriculture) Recommendation,
1921, and Paragraph 5 of the Maternity Protection Recommendation, 195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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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 협약

야간근로 협약(1990년)
효력발생：1995년 1월 4일(9개국 비준)

주요내용
본 협약은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및 해상수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야간근로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장과 보상, 모성보호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본 협약은 법령과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이러한 방법들의
결합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전후에 무료 정기건강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야간근로의
부적합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진단결과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야간근로가 부적합한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유사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각종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로부터 동일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
이밖에, 응급조치 시설,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임신․출산시에는 특별
보호조치(대안근무, 휴가, 해고방지, 소득보장, 승진에서의 우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야간근무 계획을 도입하기 앞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6년 연소자
야간근로(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및 권고, 1948년 연소자 야간근로(공업) 협약
(개정), 1921년 농업에 종하사는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권고 규정에 각각
유의하고,
여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의 규정, 특히 1948년 야간
근로(여성) 협약(개정), 1990년 의정서, 1921년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농업)
권고와 1952년 모성보호 권고 제5조에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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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provisions of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Revised),
1952,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night work,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Night Work Convention, 1990: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night work means all work which is performed during a
period of not less than seven consecutive hours, including the
interval from midnight to 5 a.m.,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or by collective agreements;
(b) the term night worker means an employed person whose work
requires performance of a substantial number of hours of night
work which exceeds a specified limit. This limit shall be 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or by collective agreements.
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employed persons except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stock raising, fishing, maritime transport and inland
navigation.
2.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exclude wholly or partly from its scope limited categories of workers
whe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m would raise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3. Each Member which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afford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dicate the particular categories of workers
thus excluded and the reasons for their exclusion. It shall also
describe all measures taken with a view to progressively extend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o the work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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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고,
1952년 출산보호협약(개정)의 규정에 유의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가 야간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0년 야간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 ‘야간근로’라 함은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7시간 이상 계속되는 근로를 말한다.
㈏ ‘야간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상당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이 제한은 권한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농업, 축산업, 어업, 해상수송 및 내륙운항을 제외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되는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협약의 적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제외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종류 및 그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적용이 제외
되는 관련 근로자에게 이 협약 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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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Specific measures required by the nature of night work, which shall
include, as a minimum, those referred to in Articles 4 to 10, shall be
taken for night workers in order to protect their health, assist them to
meet their family and social responsibilities, provide opportunities
for occupational advancement, and compensate them appropriately.
Such measures shall also be taken in the fields of safety and
maternity protection for all workers performing night work.
2.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may be applied
progressively.
Article 4
1. At their reques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undergo a health
assessment without charge and to receive advice on how to reduce or
avoid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heir work:
(a) before taking up an assignment as a night worker;
(b) at regular intervals during such an assignment;
(c) if they experience health problems during such an assignment
which are not caused by factors other than the performance of
night work.
2. With the exception of a finding of unfitness for night work, the
findings of such assessments shall not be transmitted to others
without the workers' consent and shall not be used to their
detriment.
Article 5
Suitable first-aid facilities shall be made available for workers performing
night work, including arrangements whereby such workers, where
necessary, can be taken quickly to a place where appropriate treatment
can be provided.
Article 6
1. Night workers certified, for reasons of health, as unfit for night work
shall be transferred, whenever practicable, to a similar job for which
they are fit.
2. If transfer to such a job is not practicable, these workers shall be
granted the same benefits as other workers who are unable to work
or to secure employment.
3. A night worker certified as temporarily unfit for night work shall be
given the same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or notice of dismissal as
other workers who are prevented from working for reason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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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
상의 성취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야간근로의 속성상 요청되는 특별대책을
야간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 대책은 또한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모성보호분야에서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대책들은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4조
1. 근로자들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야간근로자의 직무를 맡기 전
㈏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 야간근로를 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야간근로가 부적합하다는 진단결과가 있을 때 이외에는 검진결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제5조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적당한 응급조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1. 건강상의 이유로 야간근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그에게 알맞은 유사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직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각종 급여를 받아야 한다.
3. 야간근로에 일시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야간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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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an alternative to night work is
available to women workers who would otherwise be called upon to
perform such work:
(a) before and after childbirth, for a period of at least sixteen weeks
of which at least eight weeks shall be before the expected date of
childbirth;
(b) for additional periods in respect of which a medical certificate is
produced stating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health of the mother
or child:
(i) during pregnancy;
(ii) during a specified time beyond the period after childbirth fix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above, the length of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2.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include
transfer to day work where this is possible, the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or an extension of maternity leave.
3. During the perio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a woman worker shall not be dismissed or given notice of
dismissal, except for justifiable reasons not connected with
pregnancy or childbirth;
(b) the income of the woman worker shall be maintained at a level
sufficient for the upkeep of herself and her child in accordance
with a suitable standard of living. This income maintenance may
be ensured by any of the measures list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other appropriate measures or by a combination of
these measures;
(c) a woman worker shall not lose the benefits regarding status,
seniority and access to promotion which may attach to her regular
night work position.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protection and benefits connected with maternity leave.
Article 8
Compensation for night workers in the form of working time, pay or
similar benefits shall recognise the nature of nigh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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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야간근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성근로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야간근로를 대체하는 업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
져야 한다.
㈎ 출산을 전후하여 적어도 출산예정일 이전 8주를 포함하는 최소 16주간
㈏ 건강진단서가 산모나 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추가기간
⑴ 임신기간
⑵ ㈎호에 따라 정해진 산후기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으로서 권한
있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2.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에는 가능한 경우 주간근로로의 전환, 사회보장급여
지급 또는 모성휴가의 연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중
㈎ 임신 또는 출산과 무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성근로자의 소득은 적당한 생계기준에 따라 본인과 그 자녀의 생활
유지에 충분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은 제2항에서
열거한 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 또는 이러한 조치들의 결합으로 확보될
수 있다.
㈐ 여성근로자는 정상적인 야간근로의 경우에 부여되는 직책, 연공서열
및 승진기회를 상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모성휴가와 관련한 보호 및 급여가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야간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의 성격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임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급여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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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Appropriate social services shall be provided for night workers and,
where necessary, for workers performing night work.
Article 10
1. Before introducing work schedules requiring the services of night
workers, the employer shall consult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cerned on the details of such schedules and the forms of
organisation of night work that are best adap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ts personnel as well as on the occupational health measures and
social services which are required. In establishments employing night
workers this consultation shall take place regularl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workers' representatives means
persons who are recognised as such by national law or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Article 11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implemented by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court decisions,
a combination of these means or in any other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In so far as they have not been
given effect by other means, they shall be implemented by laws or
regulations.
2. Wher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implemented by laws or
regulations, there shall be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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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야간근로자 및 필요한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1.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의 근로가 필요한 작업계획을 도입하기 이전에 그
계획의 세부사항, 당해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야간근로 조직의 형태, 그
구성원, 필요한 산업보건조치 및 사회서비스 등을 관련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협의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조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 협약에 따라 국내법률
또는 국내관행에 의하여 대표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11조
1. 이 협약 규정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과 이러한
방법의 결합 또는 국내사정과 국내관행에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협약 규정이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이 법령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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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2

Working Conditions (Hotels and Restaurants)
Convention, 199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78th Session on 5 June 1991, and
Recalling tha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laying
down standards of general application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re
applicable to workers in hotels, restaurants and similar establishments, and
Noting that the particular conditions characterising work in hotels, restaurants
and similar establishments make it desirable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s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ese categories of establishments
and to supplement them by specific standards designed to enable the
workers concerned to enjoy a status corresponding to their role in these
rapidly expanding categories of establishments and to attract new workers to
them, by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raining and career prospects, and
Noting that collective bargaining is an effective means of determining
conditions of work in this sector, and
Considering that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together with collective
bargaining will enhance working conditions, career prospects and job security,
to the benefit of the worker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working conditions in hotels, restaurants and similar establishment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f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orking Conditions (Hotels and Restaurants) Convention, 1991:
Article 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workers employed within:
(a) hotels and similar establishments providing lodging;
(b) restaurants and similar establishments providing food, beverages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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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협약

근로조건(호텔과 식당) 협약(1991년)
효력발생：1994년 7월 7일(1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1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8차 회기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기준을 규정하는 협약 및 권고가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함을 상기하고,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에서의 특정 근로조건상, 이러한 분야의 업체에 대한
이 협약 및 권고의 적용을 개선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이처럼 급속히 확장되는
분야의 업체에서 그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기준을 통해 이를 보완하며, 근로조건, 훈련 및 경력 잠재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근로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러한 부문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단체교섭임을 유의하고,
단체교섭과 함께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조건, 경력
장래성 및 직업안정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1년 근로조건(호텔 및 레스토랑)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1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곳에 고용된 근로자
에게 적용된다：
㈎ 숙박을 제공하는 호텔 및 유사업체
㈏ 음식, 음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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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efinition of the categor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all be determined by each Member in the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after consulting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e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exclude from its application certain types of establishments
which fall within the definition mentioned above, but where
nevertheless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3. (a)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extend its
application to other related establishments providing tourism services
which shall be specified in a declaration appended to its ratification.
(b)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further subsequentl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y a declaration, that it exten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further categories of related establishments
providing tourism services.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type of establishment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 2 abov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stating the
respective position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with regard to such exclusion, and shall state in
subsequent reports the position of its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the establishments ex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or is proposed to be given to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such establishments.
Article 2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he workers concerned
means workers employed within establishment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 irrespective of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However, each
Member may, in the light of national law, conditions and practice and
after consulting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exclude certain particular categories of workers from the application
of all or som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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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 ㈏호에 언급된 항목의 정의는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국내여건에 비추어 각 회원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위에 언급한 정의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유형의 업체에
대해 협약을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3. ㈎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관련업체에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협약
비준시 첨부되는 선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협약을 이미 비준한 회원국은 당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관련 업체 분야에 이 협약의 적용을 추가로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
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에서 본조 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종류의 업체를 열거하고 그 제외사유를 설명하여
야 하며, 그러한 제외와 관련하여 당해 노사단체의 입장을 각각 명시하고,
후속 보고서에서는 제외된 업체에 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실태 및
그러한 업체에 관하여 이 협약을 어느 정도 시행하였으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에서 ‘ 당해 근로자 ’라 함은 고용관계의 성격과 기간에 상관없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률, 국내여건 및 관행에
비추어, 특정범주의 근로자에 대해서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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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y
categories of workers which may have been excluded in pursuance of
paragraph 1 abov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and shall
indicate in subsequent reports any progress towards wider application.
Article 3
1. Each Member shall, with due respect to the autonomy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concerned, adopt and apply,
in a manner appropriate to national law, conditions and practice, a
policy design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workers
concerned.
2. The general objective of such a policy shall be to ensure that the
workers concerned are not excluded from the scope of any minimum
standards adopted at the national level for workers in general,
including those relating to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Article 4
1.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national law or practice, the term
hours of work means the time during which a worker is at the
disposal of the employer.
2. The workers concerned shall be entitled to reasonable normal hours
of work and overtime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3. The workers concerned shall be provided with reasonable minimum
daily and weekly rest period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4. The workers concerned shall, where possible, have sufficient
advance notice of working schedules to enable them to organise
their personal and family life accordingly.
Article 5
1. If workers are required to work on public holidays, they shall be
appropriately compensated in time or remuneration, as determined by
collective bargaining o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or practice.
2. The workers concerned shall be entitled to annual leave with pay of
a length to be determined by collective bargaining o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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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본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근로자 부문 및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후속 보고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진전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3조
1. 회원국은 관련 노사단체의 자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법률, 국내여건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정책의 일반적 목표는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된 최저기준의 범위로부터 관련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1. 국내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 근로시간 ’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2. 관련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정상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규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관련근로자는 국내법률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최소한의 일휴 및
주휴 기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4. 관련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근로일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아
그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1.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 또는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시간 또는 보수면에서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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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cases where their contract expires or their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is not of sufficient duration to qualify them for full annual
leave, the workers concerned shall be entitled to paid leave
proportionate to the length of service or payment of wages in lieu, as
determined by collective bargaining o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or practice.
Article 6
1. The term tip means an amount of money given voluntarily to the
worker by a customer, in addition to the amount which the customer
has to pay for the services received.
2. Regardless of tips, the workers concerned shall receive a basic
remuneration that is paid at regular intervals.
Article 7
Where such a practice exists, the sale and purchase of employment in
establish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shall be prohibited.
Article 8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applied by or throug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judicial decisions, or in any other appropriate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2. For the Members wher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matters
normally left to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and workers' organisations, or are normally carried
out otherwise than by law, compliance with those provisions shall be
treated as effective if they are applied through such agreements or
other means to the great majority of the workers concerned.

982 ❙ILO

Conventions

제172호 근로조건(호텔과 식당) 협약(1991년)

3.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연속근무기간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련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결정사항
이나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근무기간에 비례한 유급휴가나 그 보상
으로서의 임금지급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 ‘봉사료(팁)’라 함은 서비스를 받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외에 고객이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2. 근로자는 봉사료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기본보수(기본급)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제1조에 언급된 업체에서의 일자리의 판매 및
구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국내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기타
국내관행과 부합하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간의
협약에 맡겨지거나 협약의 규정이 법률에 의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시행되는 회원국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관련 근로자 대다수에
대해 그러한 협약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적용된다면 그러한 규정의 준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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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3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Employer's Insolvency) Convention, 199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79th Session on 3 June
1992,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on this
subject in Article 11 of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and
Article 11 of the Workmen's Compensation (Accidents) Convention, 1925,
and
Noting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greater value has been placed on the rehabilita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and that, because of th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insolvency, efforts should be made where possible to rehabilitate enterprises
and safeguard employment, and
Noting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significant
developments have taken place in the law and practice of many Members
which have improved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n the event of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and considering that it would be timely for
the Conference to adopt new standards on the subject of workers' claim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two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Employer's Insolvency) Conventi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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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호 협약

근로자 청구권 보호(사용자 파산) 협약(1992년)
채택일：1995년 6월 8일(19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2년 6월 3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79차 회의에서,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 및 1925년 근로자보상(업무상재해) 협약 제11조에
나타난 관련규정을 상기하고,
1949년 임금보호 협약의 채택 이후 파산업체의 재건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었다는 점과 파산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체의 재건
및 고용보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전술한 기준들이 채택된 이후 회원국의 국내법률과 관행에 중요한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2년(사용자 파산시) 근로자 청구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2년
6월 22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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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insolvency refers to
situations in which,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proceedings have been opened relating to an employer's assets with a
view to the collective reimbursement of its creditors.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Member may extend the term
"insolvency" to other situations in which workers' claims cannot be
paid by reason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employer, for example
where the amount of the employer's assets is recognised as being
insufficient to justify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s.
3. The extent to which an employer's assets are subject to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regulations or practice.
Article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ed by means of laws or
regulations or by any other mean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3
1.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accept either the
obligations of Part II, providing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by means of a privilege, or the obligations of Part III, providing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by a guarantee institution, or the
obligations of both Parts. This choice shall be indicated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2. A Member which has initially accepted only Part II or only Part III
of this Convention may thereafter, by a declaration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extend its
acceptance to the other Part.
3. A Member which accepts the obligations of both Parts of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limit the application of Part III to certain
categories of workers and to certain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Such limitations shall b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of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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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칙
제1조
1. 이 협약에서 ‘파산’이라 함은 국내법률과 관행에 따라 집단적 채권변제를
위하여 사용자의 자산에 대해 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말한다.
2. 이 협약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자의 자산총액으로
보아 파산소송절차의 개시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재정상태로 보아 근로자의 청구권이 변제될 수 없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자산의 범위는 개별국가의 법률
또는 국내관행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기타의 수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우선특권 수단을 통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의 의무사항이나 보장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3절의 의무사항, 혹은 양자를 모두 수락하여야
한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협약 비준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처음에 제2절이나 제3절만을 수락하였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에게 통지함으로써 차후에 다른 절에 대해서도 수락할 수 있다.
3. 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락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
단체와 협의하여 제3절의 적용을 특정한 종류의 근로자들 및 특정한
부문의 경제활동에 국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이 협약의 비준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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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Member which has limited its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Part III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bove shall, in its first report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give the reasons for limiting its acceptance. In
subsequent reports it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any extension of
the protection under Part III of this Convention to other categories of
workers or othe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5. A Member which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Parts II and III of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Part II
those claims which are protected pursuant to Part III.
6. Acceptance by a Member of the obligations of Part II of this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termin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7. A Member which has accepted only the obligations of Part III of this Convention
may, by a declaration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erminate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in respect of those
claims which are protected pursuant to Part III.
Article 4
1. Subject to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below, and to
any limitations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paragraph 3,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employees and to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2.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may exclude from Part II,
Part III or both Parts of this Convention specific categories of
workers, in particular public employees, by reason of the particular
nature of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or if there are other types of
guarantee affording them protection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Convention.
3. A Member availing itself of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above shall,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provide information on such
exceptions, giving the reasons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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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에 따라 제3절의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수락한 회원국은 국제노동
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한적으로 수락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의 보고에는 제3절을 다른 범주의 근로자 또는 다른 범주의 경제
활동에 확대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2절과 제3절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락한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
단체와 협의후 3절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권을 2절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6. 회원국이 제2절의 의무사항을 수락하면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은 당연히 폐지된다.
7. 제3절만을 수락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1949년
임금보호 협약 제11조에 의한 의무사항 중 제3절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1. 제2항 규정에 의한 예외와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제한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은 모든 근로자 및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
하여 제2절이나 제3절 혹은 양자의 수락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근로자들,
특히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고용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들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항 규정에 의한 예외를 원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해 제출하는 보고에서 그 예외를 원용하는 이유 및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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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BY
MEANS OF A PRIVILEGE
PROTECTED CLAIMS
Article 5
In the event of an employer's insolvency, workers' claims arising out of
their employment shall be protected by a privilege so that they are paid
out of the assets of the insolvent employer before non-privileged
creditors can be paid their share.
Article 6
The privilege shall cover at least:
(a) the workers' claims for wages relating to a prescribed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prior to the insolvency
or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b) the workers' claims for holiday pay due as a result of work
performed during the year in which the insolvency or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occurred, and in the preceding year;
(c) the workers' claims for amounts due in respect of other types of
paid absence relating to a prescribed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prior to the insolvency or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d) severance pay due to workers upon termination of their employment.

LIMITATIONS
Article 7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limit the protection by
workers' claims to a prescribed amount, which shall not
socially acceptable level.
2. Where the privilege afforded to workers' claims is so
prescribed amount shall be adjusted as necessary so as to
value.

990 ❙ILO

Conventions

privilege of
be below a
limited, the
maintain its

제173호 근로자 청구권 보호(사용자 파산) 협약(1992년)

제 2 절 우선특권 수단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피보호 청구권>
제5조
사용자 파산시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근로자들의 청구권은 우선특권이 부여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권보다 파산 사용자의 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제6조
우선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의 청구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3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었던 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휴가수당 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3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다른 형태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에 대한 청구권
㈑ 고용종료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청구권

<한 계>
제7조
1. 국내법령은 우선특권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를 소정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금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근로자 청구권에 인정된 우선특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은
가치의 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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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OF PRIVILEGE
Article 8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give workers' claims a higher rank
of privilege than most other privileged claims, and in particular those
of the Stat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2. However, where workers' claims are protected by a guarantee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Part III of this Convention, the claims
so protected may be given a lower rank of privilege than those of the
Stat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PART III.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BY A
GUARANTEE INSTITUTION
GENERAL PRINCIPLES
Article 9
The payment of workers' claims against their employer arising out of
their employment shall be guaranteed through a guarantee institution
when payment cannot be made by the employer because of insolvency.
Article 10
In giving effect to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 Member ma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dopt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possible abuse.
Article 11
1. The organisation, management, operation and financing of wage
guarantee institutions shall be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2.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prevent a Member, in accordance
with its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needs, from allowing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 9, as long
as they offer sufficient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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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권의 순위>
제8조
1. 국내법령은 근로자의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대부분의 우선적 청구권보다
높은 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특히 국가나 사회보장기구의
청구권보다 높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청구권이 제3절에 따른 보장제도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보장기구의 청구권보다 그 순위를 낮출 수 있다.

제 3 절 보장제도에 의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일반원칙>
제9조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에 의한 변제가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장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절에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1. 임금보장제도의 조직, 관리, 운영 및 재정은 제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각국의 특수성 및 필요에 따라 충분한
지급조건이 보장되는 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9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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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PROTECTED BY A GUARANTEE INSTITUTION
Article 12
The workers' claims protected pursuant to this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include at least:
(a) the workers' claims for wages relating to a prescribed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eight weeks, prior to the insolvency
or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b) the workers' claims for holiday pay due as a result of work
performed during a prescribed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six months, prior to the insolvency or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 the workers' claims for amounts due in respect of other types of
paid absence relating to a prescribed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eight weeks, prior to the insolvency or prior to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d) severance pay due to workers upon termination of their employment.
Article 13
1. Claims protected pursuant to this Part of the Convention may be
limited to a prescribed amount, which shall not be below a socially
acceptable level.
2. Where the claims protected are so limited, the prescribed amount
shall be adjusted as necessary so as to maintain its value.

FINAL PROVISIONS
Article 14
This Convention revises the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to
the extent provided for in Article 3, paragraphs 6 and 7 above, but does
not close that Convention to further ra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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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에 의한 피보호 청구권>
제12조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 청구권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8주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6개월 이상의 소정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휴가수당 청구권
㈐ 파산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 8주 이상의 소정의 기간에 관련된
다른 형태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에 대한 청구권
㈑ 고용 종료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청구권

제13조
1.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소정의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되는 금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제3절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은
가치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4절 최 종 규 정
제14조
이 협약은 제3조 제6항과 제7항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1949년 임금보호
협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이 협약에 대한 더 이상의 비준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ILO 주요협약❙ 995

C174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Convention, 1993

C174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Convention, 1993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80th Session on 2 June 1993, and
Not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and the Chemical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90, and stressing the need for a global and coherent approach, and
Noting also the ILO Code of practice on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published in 1991, and
Having regard to the need to ensure that all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to:
(a) prevent major accidents;
(b) minimize the risks of major accidents;
(c) minimize the effects of major accidents, and
Considering the causes of such accidents including organizational errors,
the human factor, component failures, deviation from normal operational
conditions, outside interference and natural forces, and
Having regard to the need for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betwe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s well as with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thre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Conventi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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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호 협약

중대산업재해 방지 협약(1993년)
효력발생：1997년 1월 3일(11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이사회가 1993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80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 특히 1981년 산업안전과 보건 협약과 권고,
1990년 화학협약과 권고에 유의하고,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1991년 발간한 중대산업사고의 예방 실시규약에 유의하고,
아래 사항을 위하여 취해진 모든 적절한 조치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 중대사고의 예방
㈏ 중대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 중대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조직상의 오류, 인적요소, 구성요소의 결함,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의 일탈,
외부장애, 자연의 현상이 개재된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다른 관련 정부간 조직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프로그램과
세계 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회기 4번째 의제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93년 중대산업사고의 예방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93년 6월 22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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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s the prevention of major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limitation of the consequences
of such accidents.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major hazard installations.
3.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a) nuclear installations and plants processing radioactive substances
except for facilities handling non-radioactive substances at these
installations;
(b) military installations;
(c) transport outside the site of an installation other than by pipeline.
4. A Member ratifying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who may be affected,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stallations o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for which equivalent protection is provided.
Article 2
Where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so that it is not
immediately possible to implement all the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 Member shall draw up
plans,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nd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who may be
affected, for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e said measures within
a fixed time-frame.
Article 3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hazardous substance means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which by virtue of chemical, physical or toxicological
properties, either singly or in combination, constitutes a hazard;
(b) the term threshold quantity means for a given hazardous substance
or category of substances that quantity, prescribed i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y reference to specific conditions, which if
exceeded identifies a major hazar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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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은 위험물질이 개재된 중대사고의 예방과 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2. 이 협약은 주요위험시설에 적용한다.
3. 이 협약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원자력시설과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단, 이러한 시설중 비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함.
㈏ 군사시설
㈐ 파이프라인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설의 부지 밖으로 운송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본 협약의 내용에 상응하는 보호가 제공되는
시설들 또는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예방 및 방호조치를 즉시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중요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 “위험물질”이란 화학적, 물리적, 독성학적 특성때문에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함께 위험을 유발하는 하나의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 “규정량”이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관계법규에서 정한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양으로써 이를 초과하면 주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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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term major hazard installation means one which produces,
processes, handles, uses, disposes of or stores, either permanently
or temporarily, one or more hazardous substances or categories
of substances in quantities which exceed the threshold quantity;
(d) the term major accident means a sudden occurrence - such as a
major emission, fire or explosion - in the course of an activity
within a major hazard installation, involving one or more
hazardous substances and leading to a serious danger to workers,
the public or the environment, whether immediate or delayed;
(e) the term safety report means a written presentation of the
technical, management and operational information covering the
hazards and risks of a major hazard installation and their control
and providing justification for the measures taken for the safety
of the installation;
(f) the term near miss means any sudden event involving one or
more hazardous substances which, but for mitigating effects,
actions or systems, could have escalated to a major accident.

PART II. GENERAL PRINCIPLES
Article 4
1. In the light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ditions and practices,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nd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who may
be affected, each Member shall formulate, implement and periodically
review a coherent national polic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against the risk of major
accidents.
2. This policy shall be implemented through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for major hazard installations and, where practicable, shall
promote the use of the best available safety technologies.
Article 5
1.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body approved or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who may be affected, establish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major hazard installations as defined in Article 3 (c), based on a list
of hazardous substances or of categories of hazardous substances or of
both,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threshold quanti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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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위험시설”이란 위험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규정량을 초과하여 생산․
가공․취급․사용․폐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대사고”란 주요위험시설내에서 작업활동중에 발생하고 한개 이상의
위험물질들로 인해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난 후 근로자, 인근주민, 혹은
환경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특히 방출, 화재 또는 폭발과
같은 급작스런 사고를 말한다.
㈒ “안전보고서”란 주요위험시설의 위험과 리스크와 그것의 통제방법을
포함하고 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기술적․관리적․
운전상의 정보를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일보직전의 사건(near miss)”이란 완화시키는 조치나 시스템이 없었다면
중대사고로 발전할 뻔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험물질이 개재된
급작스러운 사건을 말한다.

제2절 일 반 원 칙
제4조
1. 각국의 법령, 조건 및 관행들을 고려하고,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회원국은 중대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인근주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이 정책은 주요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과 방호조치를 통해 실행되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안전기술의 사용을 촉진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인정된 기구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들과 협의를 거쳐 국내법령 또는 국제기준에 의거 위험물질 또는 위험
물질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목록 및 그것들 각각의 규정량에 근거해서
제3조 ㈐항에서 정의된 주요위험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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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ystem mentioned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regularly
reviewed and updated.
Article 6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make special provision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transmitted or made available to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 12, 13 or 14, whose disclosure would be
liable to cause harm to an employer's business, so long as this provision
does not lead to serious risk to the workers, the public or the
environment.

PART III.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rticle 7 IDENTIFICATION
Employers shall identify any major hazard installation within their
control on the basis of the system referred to in Article 5.
Article 8 NOTIFICATION
1. Employers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y major hazard
installation which they have identified:
(a) within a fixed time-frame for an existing installation;
(b) before it is put into operation in the case of a new installation.
2. Employers shall also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before any
permanent closure of a major hazard installation.
Article 9 ARRANGEMENTS AT THE LEVEL OF THE INSTALLATION
In respect of each major hazard installation employers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documented system of major hazard control which
includes provision for:
(a)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hazards and the assessment of
risks including consideration of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substances;
(b) technical measures, including design, safety systems, construction, choice
of chemicals, operation, maintenance and systematic inspection of
the installation;
personnel, the provision of equipment in order to ensure their
safety, staffing levels, hours of work, definition of responsibilities,
and controls on outside contractors and temporary workers on the
site of th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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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항의 확인체계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제6조
권한있는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 후 해당 사용자의 사업상
손해를 가져오기 쉬운 비밀정보로서 본 협약 8조, 12조, 13조 또는 14조에
의해 제출되거나 알게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단, 이 규정이 근로자, 인근주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사용자의 책임
제 7 조 <확인>
사용자는 제5조에서 언급한 체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통지>
1. 사용자는 자신이 확인한 모든 주요위험시설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 새로운 시설에 대하여는 가동 전에
2.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을 폐쇄시키기 전에도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시설차원에서의 조치사항>
사용자는 각 주요위험시설에 대하여 다음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로 작성된
주요위험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물질들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위험의 확인․분석 그리고 리스크
평가
㈏ 설계, 안전시스템, 시공, 화학물질의 선택, 운전, 시설의 보수유지 및
체계적 점검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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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rganizational measures, including training and instruction of
(d) emergency plans and procedures, including:
(i)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site emergency plans and procedures,
including emergency medical procedures, to be applied in case
of major accidents or threat thereof, with periodic testing and
evaluation of their effectiveness and revision as necessary;
(ii)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otential accidents and site
emergency plans to authorities and bodie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plans and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site of the installation;
(iii) any necessary consultation with such authorities and bodies;
(e) measures to limit the consequences of a major accident;
(f) consultation with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g) improvement of the system, including measure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analysing accidents and near misses. The lessons
so learnt shall be discussed with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nd shall be recor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10 SAFETY REPORT
1. Employers shall prepare a safety report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
2. The report shall be prepared:
(a) in the case of existing major hazard installations, within a period
after notification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 in the case of any new major hazard installation, before it is put
into operation.
Article 11
Employers shall review, update and amend the safety report:
(a) in the event of a modification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safety in the installation or its processes or in the
quantities of hazardous substances present;
(b) when developments in technical knowledge or in the assessment
of hazards make this appropriate;
(c) at interval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d)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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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 담당직원의
수준, 작업시간, 책임의 부여, 외부하청자 및 현장의 임시작업자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조치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계획과 절차
⑴ 중대사고 또는 중대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비상의료절차를 포함한
효과적인 사업장 비상계획과 절차의 작성, 필요에 따라 비상계획과
절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평가 및 수정
⑵ 시설 밖의 환경과 인근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비상계획과 절차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과 단체에게 사고의 잠재성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⑶ 기타 관계당국들과의 모든 필요한 협의
㈒ 중대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 근로자와 그들의 대표자들의 협의
㈔ 정보의 수집, 사고와 아차사고의 분석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체계의 개선.
이로인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근로자와 그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국내
법과 관행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보고서>
1. 사용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기초로 한 안전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2. 보고서는 다음의 경우에 마련되어야 한다.
⒜ 기존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후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 새로운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가동되기 전에
제11조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보고서를 검토․갱신․수정해야 한다.
㈎ 시설의 안전수준, 시설의 공정 또는 기존의 위험물질의 양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기술이나 위험평가 방법의 발달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주기
㈑ 권한있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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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Employers shall transmit or make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safety reports referred to in Articles 10 and 11.
Article 13 ACCIDENT REPORTING
Employers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and other bodies
designated for this purpose as soon as a major accident occurs.
Article 14
1. Employers shall, within a fixed time-frame after a major accident,
present a detailed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ntaining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accident and describing its immediate
on-site consequences, and any action taken to mitigate its effects.
2. The report shall include recommendations detailing actions to be
taken to prevent a recurrence.

PART IV. RESPONSIBILITIES OF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15 OFF-SITE EMERGENCY PREPAREDNESS
Taking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emergency plans and procedures containing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site of each major hazard installation are established, updated at
appropriate intervals and coordinated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bodies.
Article 16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 information on safety measures and the correct behaviour to adopt
in the case of a major accident is disseminated to members of the
public liable to be affected by a major accident without their
having to request it and that such information is updated and
redisseminated at appropriate intervals;
(b) warning is given as soon as possible in the case of a major
accident;
(c) where a major accident could have transboundary effects, the
information required in (a) and (b) above is provided to the States
concerned, to assist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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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용자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언급한 안전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보고>
사용자는 권한있는 기관과 이 목적으로 위탁된 다른 기관에게 중대사고가
일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제14조
1. 사용자는 중대사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로 인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등에 관해 설명한 상세한 보고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보고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상세한 조치들에 대한
권고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절 권한있는 기관의 책임
제15조 <외부 비상조치의 준비>
사용자에 의해 제공한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각 주요위험시설밖에
있는 인근주민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비상계획과 절차들이
제정되고 적절한 간격으로 갱신되고 있는지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의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 중대사고 발생시 취할 안전조치와 올바른 행동에 관한 정보가 중대사고에
의해 피해받기 쉬운 인근주민의 구성원에게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때에도
배포되어 있는가. 그러한 정보들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갱신 및 재배포
되고 있는가.
㈏ 중대사고의 경우에 가능한한 빨리 경보를 했는가.
㈐ 중대사고가 인접국에 피해를 줄 경우 ㈎, ㈏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관련된 국가들간에게 제공되었는가,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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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SITING OF MAJOR HAZARD INSTALLATION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stablish a comprehensive siting policy
arranging for the appropriate separation of proposed major hazard
installations from working and residential areas and public facilities,
and appropriate measures for existing installations. Such a policy shall
reflect the General Principles set out in Part II of the Convention.
Article 18 INSPECTION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have properly qualified and trained
staff with the appropriate skills, and sufficient technical and
professional support, to inspect, investigate, assess, and advise on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 and representatives of the workers of
a major hazard installation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accompany
inspectors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escribed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inspectors consider, in the
light of the general instru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this
may be prejudicial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ticle 19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have the right to suspend any operation
which poses an imminent threat of a major accident.

PART V. RIGHTS AND DUTIES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20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t a major hazard installation
shall be consulted through appropriate cooperative mechanisms in order
to ensure a safe system of work. In particular,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shall:
(a) be adequately and suitably informed of the hazards associated
with the major hazard installation and their likely consequences;
(b) be informed of any orders, instructions or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c) be consulted in the preparation of, and have access to, the
follow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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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요 위험시설의 선정>
권한있는 기관은 설치 예정인 주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공장지역
그리고 공공시설물들로부터 적절히 분리하여 배치시키고, 기존의 시설들에 대
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부지설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본 협약 제2절의 일반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조사․평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충분한 기술적․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적절한 자격이 있고 훈련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시행을
확인해야 한다.
2. 사용자 대표와 주요위험시설의 근로자 대표는, 감독관이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점검지침에 비추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을 점검하는 감독관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19조
권한있는 기관은 중대사고의 긴급한 위험이 있는 어떠한 작업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5 절 근로자와 그 대표들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주요 위험시설의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작업장의 안전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상호협조체제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 주요위험시설과 관련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내린 지시, 지침, 권고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서류들의 준비에 협의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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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safety report;
(ii) emergency plans and procedures;
(iii) accident reports;
(d) be regularly instructed and trained in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the prevention of major accidents and the control of developments
likely to lead to a major accident and in the emergency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e) within the scope of their job, and without being placed at any
disadvantage, take corrective action and if necessary interrupt the
activity where, on the basis of their training and experience, they
have reasonable justification to believe that there is an imminent
danger of a major accident, and notify their supervisor or raise the
alarm, as appropriate, before or as soon as possible after taking
such action;
(f) discuss with the employer any potential hazards they consider
capable of generating a major accident and have the right to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ose hazards.
Article 21
Workers employed at the site of a major hazard installation shall:
(a) comply with all practices and procedur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jor accidents and the control of developments likely to lead
to a major accident within the major hazard installation;
(b) comply with all emergency procedures should a major accident
occur.

PART VI. RESPONSIBILITY OF EXPORTING STATES
Article 22
When, in an exporting member State,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technologies or processes is prohibited as a potential source of a major
accident, the information on this prohibition and the reasons for it
shall be made available by the exporting member State to any import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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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안전보고서
⑵ 비상계획과 절차
⑶ 사고보고서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관행과 절차, 중대사고로 진행될 경향이 있는
사고의 통제, 그리고 중대사고의 발생시 준수되어야 하는 비상절차에
관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그들의 직무범위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사고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 또는 취한 후 가능한한
빨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하게 경보를 해야 한다.
㈓ 중대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잠재위험성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토의하고 당해 위험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주요 위험시설의 부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 주요 위험시설 안에서 중대사고의 예방과 중대사고로 진행할 경향이 있는
사고의 통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들과 관행들을 준수하고
㈏ 중대사고가 일어날 경우 모든 비상절차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절 수출국가의 책임
제22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위험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공정이 중대사고의
잠재위험을 이유로 금지될 경우, 수출국가는 이러한 금지와 금지사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수입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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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81st Session on 7 June 1994, and
Noting the relevance, for part-time workers, of the provisions of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and the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and
Noting the relevance for these workers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Convention, 1988, and the Employment
Policy (Supplementary Provisions) Recommendation, 1984,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
for all workers, the economic importance of part-time work, the need for
employment policies to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part-time work in
facilitating additional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the need to ensure
protection for part-time workers in the areas of access to employment,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security,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part-time work,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part-time worker means an employed person whose
normal hours of work are less than thos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b) the normal hours of work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may be calculated
weekly or on average over a given period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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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호 협약

단시간근로 협약(1994년)
효력발생：1998년 2월 28일(11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4년 6월 7일 제81차
회기를 개회하여
1951년 평등보수협약, 1958년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1981년 가족
부양 책무를 가진 근로자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84년 고용정책
권고안이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산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고용, 단시간 근로의 경제적 중요성,
고용기회 확대에 있어서의 단시간 근로의 역할을 고려한 고용정책의 필요성,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 혜택에 있어서 단시간 근로자 보호 필요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본 회기 네번째 의제인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4년 6월 4일
단시간 근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 단시간(part-time)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비교 가능한 통상
(full time)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한다.
㈏ 정상 근로시간이란 주당 또는 주어진 고용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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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term comparable full-time worker refers to a full-time worker
who:
(i) has the same type of employment relationship;
(ii) is engaged in the same or a similar type of work or occupation; and
(iii) is employed in the same establishment or, when there is no
comparable full-time worker in that establishment, in the same
enterprise or, when there is no comparable full-time worker in
that enterprise, in the same branch of activity,
as the part-time worker concerned;
(d) full-time workers affected by partial unemployment, that is by a
collective and temporary reduction in their normal hours of work
for economic, technical or structural reasons, are not considered to
be part-time workers.
Article 2
This Convention does not affect more favourable provisions applicable to
part-time workers under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rticle 3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art-time workers, it being understood
that a Member may,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exclude wholly or partly from
its scope particular categories of workers or of establishments when
its application to them would raise particular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2. Each Member having ratified this Convention which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affor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dicate any
particular category of workers or of establishments thus excluded and
the reasons why this exclusion was or is still judged necessary.
Article 4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part-time workers receiv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accorded to comparable full-time workers in
respect of:
(a)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to act as workers' representatives;
(b)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1014 ❙ILO

Conventions

제175호 단시간근로 협약(1994년)

㈐ 비교하는 통상근로자란
⑴ 동종의 고용관계
⑵ 동종 또는 유사업종 종사
⑶ 동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동종 사업장내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기업에, 동종기업에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통상근로자를 지칭한다.
㈑ 단시간근로자라는 정의는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집단적, 일시적으로 감축된 결과 나타나는 부분적인 실업
영향을 받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이 협약은 다른 협약하에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호의적인
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3조
1. 이 협약의 적용이 중요한 성격의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회원국은
제한된 특정 범주의 근로자나 사업장을 그 적용 영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협약의 경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되는 협약 적용에 관한 보고에 상기 항에 의거하여 적용배제되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특정한 범주들을 지적하고, 왜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필요한 지 그 사유를 지적해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허용된 보호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 근로자대표 행위권
㈏ 산업안전 및 보건
㈐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별

ILO 주요협약❙ 1015

C175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

Article 5
Measures appropriate to national law and practice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part-time workers do not, solely because they work part
time, receive a basic wage which, calculated proportionately on an hourly,
performance-related, or piece-rate basis, is lower than the basic wag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ame method.
Article 6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s which are based on occupational
activity shall be adapted so that part-time workers enjoy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these conditions
may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hours of work, contributions or
earnings, or through other methods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7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part-time workers receive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in the
fields of:
(a) maternity protection;
(b) termination of employment;
(c) paid annual leave and paid public holidays; and
(d) sick leave,
it being understood that pecuniary entitlements may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hours of work or earnings.
Article 8
1. Part-time workers whose hours of work or earnings are below
specified thresholds may be excluded by a Member:
(a) from the scope of any of the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s
referred to in Article 6, except in regard to employment injury
benefits;
(b) from the scope of any of the measures taken in the fields covered
by Article 7, except in regard to maternity protection measures
other than those provided under 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s.
2. The threshol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sufficiently low as
not to exclude an unduly large percentage of part-time workers.
3. A Member which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bove shall:
(a) periodically review the thresholds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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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들은, 단지 단시간근로를 한다고 하여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들이 받는 시간급, 성과급, 또는 도급에 기초하여 비례적
으로 계산된 단위임금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
직업활동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는 단시간근로자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조건을 향유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근로시간, 기여금 또는 소득 또는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한 다른 방법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7조
단시간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통상근로자들이 향유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
㈏ 고용관계 종료
㈐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 병가
다만, 금전적인 대우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8조
1. 회원국은 특정기준 이하의 근로시간 혹은 소득의 단시간근로자를 다음의
범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급여 지급을 제외한 제6조에서 언급된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범주
㈏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경우 이외의 모성보호 조치는 제외한,
제7조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모든 범주
2. 위 1항에서 언급된 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3. 1항의 가능한 조치를 활용하는 회원국은
㈎ 정기적으로 시행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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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dicate the thresholds in force, the reasons therefor and whether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the progressive extension of protection
to the workers excluded.
4.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consulted on the establishment, review and revision of the threshold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rticle 9
1. Measures shall be taken to facilitate access to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part-time work which meets the needs of both employers and
workers, provided that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4 to 7 is
ensured.
2. These measures shall include:
(a) the review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may prevent or discourage
recourse to or acceptance of part-time work;
(b) the use of employment services, where they exist, to identify and
publicize possibilities for part-time work in their information and
placement activities;
(c) special attention, in employment policies, to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specific groups such as the unemployed,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older workers,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workers undergoing education or training.
3. These measures may also include research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degree to which part-time work responds to
the economic and social aims of employers and workers.
Article 10
Where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ransfer from
full-time to part-time work or vice versa is voluntar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1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mplemented by laws or
regulations, except in so far as effect is given to them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be consulted before any such laws or regulations ar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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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헌장 제22조에 의거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시행기준, 그에
대한 이유, 배제된 근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보호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고려가 행해졌는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는 동조에 규정된 시행기준의 수립 검토 및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1. 위의 제4조～제7조에서 언급된 보호조치가 보장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공히 만족시키는 생산적이고 자유로이 선택된 단시간근로가 촉진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단시간근로를 막거나 약화시키는 법률과 규정에 대한 검토
㈏ 정보제공과 직업소개활동에 있어서, 단시간근로를 확인․공표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활용
㈐ 고용정책면에서 실업자, 가족 부양책임자, 고령자, 장애자, 교육 및
훈련 중인 근로자와 같은 자의 요구와 선호에 특별 관심 부여
3.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 목적에 단시간
근로가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전달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도 포함
된다.

제10조
적절한 경우, 국내법과 관련 사업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통상근로에서 단
시간근로로 또는 그 반대 경우로의 이동이 자유롭게 선택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
단체협약이나 자국내 관행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의 규정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이 법률 또는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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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Second Session on
6 June 1995, and
Not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in particular,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the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0; the Guarding
of Machinery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3;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4; the Minimum Age
(Underground Work)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5; the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the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7;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5; the Asbesto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6;
the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8; the Chemical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90; and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93, and
Considering that workers have a need for, and a right to, information,
training and genuine consultation on and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concerning the hazards
and risks they face in the mining industry, and
Recognizing that it is desirable to prevent any fatalities, injuries or ill
health affecting workers or members of the public, or damage to the
environment arising from mining operations, and
Having regard to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and noting the
relevant instruments, codes of practice, codes and guidelines issued by
these organization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afety
and health in mine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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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협약

광산 안전과 보건 협약(1995년)
효력발생：1998년 6월 5일(21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5년 6월 6일 제8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 1960년 방사능 보호
협약 및 권고안, 1963년 기계류 보호 협약 및 권고안, 1964년 고용 상해 급여 협약
및 권고안, 1965년 최소임금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77년 근로 환경(대기, 소음
및 진동)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1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5년 산업안전기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6년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88년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90년 화학물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 1993년 주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협약
및 권고안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광산업 근로자들이 처한 위험관련 안전, 건강조치를 준비․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들
근로자들이 정보, 훈련, 협의의 필요성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겪게되는 사망사고, 중상사고, 건강악화와 광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기타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제도, 행동강령, 이 기구들의 강령 및 권고안을 주목하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광산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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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iv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afety and Health in Mines Convention, 1995:

PART I. DEFINITIONS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mine covers (a) surface or underground sites where the follow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ake place:
(i) exploration for minerals, excluding oil and gas, that involves the
mechanical disturbance of the ground;
(ii) extraction of minerals, excluding oil and gas;
(iii) preparation, including crushing, grinding, concentration or
washing of the extracted material; and
(b) all machinery, equipment, appliances, plant, buildings and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a) abov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employer means any
physical or legal person who employs one or more workers in a
mine and, as the context requires, the operator, the principal
contractor, contractor or subcontractor.

PART II. SCOPE AND MEANS OF APPLICATION
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mines.
2.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which ratifies the Convention:
(a) may exclude certain categories of min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certain provisions thereof, if the overall
protection afforded at these mines under national law and practice
is not inferior to that which would result from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 shall, in the case of exclusion of certain categories of mines
pursuant to clause (a) above, make plans for progressively covering
all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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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5년 6월 22일 광산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절 정

의

제1조
1. “광산”이라 함은
㈎ 지표면 또는 지하장소로써 특히 다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광물의 개발
⑵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광물의 추출
⑶ 채취된 광물의 파쇄, 분쇄, 추출 또는 세척작업
㈏ 위에서 언급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장, 건축물
및 토목공사 구조물 등을 포함한다.
2. 이 협약 목적상 “사용자”라 함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상 광산 운영자, 주계약자, 하청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의미한다.

제 2 절 적용범위 및 방법
제2조
1. 본 협약은 모든 광산에 적용한다.
2.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후 본 협약 비준국의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 어떤 범주의 광산이 만일 국가법령에 의해 협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보호가 보장된다면 본 협약수준 보다 못하지 않다면, 본 협약
또는 협약의 일부조항을 적용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된 근거에 따라서 광산의 범주를 제한할 경우에는 점진적
으로 모든 광산에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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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Member which ratifies the Convention and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afforded in paragraph 2(a) above shall indicate, in its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y
particular category of mines thus excluded and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Article 3
In the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he Member shall formulate, carry out and periodically
review a coherent policy on safety and health in min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measures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4
1. The measures for ensur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Where appropriate, thes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supplemented by:
(a) technical standards, guidelines or codes of practice; or
(b) other means of application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s iden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5
1.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1,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is to monitor and
regulate the various aspects of safety and health in mines.
2. Suc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provide for:
(a) the super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 mines;
(b) the inspection of mines by inspectors designated for the
purpose by the competent authority;
(c) the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investigating fatal and serious
accidents, dangerous occurrences and mine disasters, each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d)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tatistics on accidents, occupational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each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 the power of the competent authority to suspend or restrict
mining activities on safety and health grounds, until the condition
giving rise to the suspension or restriction has been correc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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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협약을 비준하고 위 적용제외 조항을 원용할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규정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적용제외 범주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별 여건 및 관행에 비추어 관련되는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후 회원국은
광산안전보건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특히 본 협약의 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1. 본 협약의 적용을 보증하는 수단은 국내법령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 국내법령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 기술적 기준, 지침 및 시행규칙, 또는
㈏ 국가 관행에 맞는 기타 적용수단

제5조
1. 제4조 1항에 의한 국내법령은 광산 안전보건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 국내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광산 안전보건의 감독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지명된 감독관에 의한 광산의 감독
㈐ 국내법령에 정의된 사망사고, 중상사고 및 위험상태의 발생 및 광산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보고절차
㈑ 국내법령에 정의된 사고, 직업병, 위해 발생 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발간
㈒ 안전 보건상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광업활동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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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proced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to be consulted
on matters and to participate in measures relating to safety and
health at the workplace.
3. Suc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provide that the manufacture,
storage, transport and use of explosives and initiating devices at the
mine shall be carried out by or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competent and authorized persons.
4. Suc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specify:
(a) requirements relating to mine rescue, first aid and appropriate
medical facilities;
(b) an obligation to provide and maintain adequate self-rescue
respiratory devices for workers in underground coal mines and,
where necessary, in other underground mines;
(c) protective measures to secure abandoned mine workings so as to
eliminate or minimize risks to safety and health;
(d) requirements for the safe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used in the mining process and waste
produced at the mine; and
(e) where appropriate, an obligation to supply sufficient sanitary
conveniences and facilities to wash, change and eat, and to
maintain them in hygienic condition.
5. Suc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provide that the employer in
charge of the mine shall ensure that appropriate plans of workings
are prepared before the start of operation and, in the event of any
significant modification, that such plans are brought up to date
periodically and kept available at the mine site.

PART III.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AT THE MINE
A.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rticle 6
In taking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under this Part of the
Convention the employer shall assess the risk and deal with it in the
following order of priority:
(a) eliminate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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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의 설정
3. 이러한 국내법령은 화약의 제조, 저장, 운반과 광산내의 점화장치 운반은
관련 유자격자의 직접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4. 국내법령은 다음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 광산에서의 인명구조, 응급구호 및 적절한 의료시설에 관한 설치기준
㈏ 지하탄광이나 필요시는 여타광산 갱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
구명기 비치의무
㈐ 폐광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채광과정에서 발생된 유해물질과 광산에서 생산된 폐석의 안전한
저장, 운송 및 폐기에 대한 기준
㈒ 위생용품, 세탁, 탈의 및 식사 시설의 충분한 공급 및 청결유지의무
5. 또한 이 법령은 사업주가 작업 개시 이전에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만일 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계획서를 수정하여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절 광산에서의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A. 사업주의 의무
제6조
협약의 본 조항에 의한 예방 및 보호조치에 있어서 사용자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그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 위험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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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trol the risk at source;
(c) minimize the risk by means that include the design of safe work
systems; and
(d) in so far as the risk remains, provide for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aving regard to what is reasonable, practicable and feasible, and to
good practice and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Article 7
Employer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risks to safety and health in mines under their control, and in
particular:
(a) ensure that the mine is designed, constructed and provided with
electrical, mechanical and other equipment, including a communication
system, to provide conditions for safe operation and a healthy
working environment;
(b) ensure that the mine is commissioned, operated, maintained and
decommissioned in such a way that workers can perform the
work assigned to them without endangering their safety and
health or that of other persons;
(c) take step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ground in areas to which
persons have access in the context of their work;
(d) whenever practicable, provide, from every underground workplace,
two exits, each of which is connected to separate means of egress
to the surface;
(e) ensure the monitoring, assessment and regular inspec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to identify the various hazards to which the
workers may be exposed and to assess their level of exposure;
(f) ensure adequate ventilation for all underground workings to which
access is permitted;
(g) in respect of zones susceptible to particular hazards, draw up and
implement an operating plan and procedures to ensure a safe
system of work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h) take measures and precautions appropriate to the nature of a mine
operation to prevent, detect and combat the start and spread of
fires and explosions; and
(i) ensure that when there is serious danger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operations are stopped and workers are evacuated to
a saf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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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근원 제거
㈐ 안전한 작업방식의 설계를 포함한 수단에 의한 위험의 최소화
㈑ 위험이 상존할 때는 개인용 보호구의 제공

제7조
사용자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광산 안전 보건상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 광산은 안전조업을 위한 조건과 쾌적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되고, 통신시설을 포함한 기계, 전기 기타 장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광산은 개광, 가동, 유지보수, 폐광 등이 모두 근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작업을 그들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안전 보건상의 위험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을 위해 들어가 있는 작업장 지반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지하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표로 연결되는
두개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해를 확인하고 그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감시,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를 해야 한다.
㈓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든 갱내는 적절한 통기를
확보해야 한다.
㈔ 특별한 위해지역에 대해서는 설계, 작업계획의 실행 및 작업순서 등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방식이어야 한다.
㈕ 화재나 폭발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거나 감시 및 대응하기 위하여
광산작업의 상황에 적합한 사전 주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상 중대한 위험이 있을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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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The employer shall prepare an emergency response plan, specific to each
mine, for reasonably foreseeable industrial and natural disasters.
Article 9
Where workers are exposed to physical, chemical or biological hazards
the employer shall:
(a) inform the workers, in a comprehensible manner, of the hazards
associated with their work, the health risks involved and relevant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b)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risks
resulting from exposure to those hazards;
(c) where adequate protection against risk of accident or injury to
health including exposure to adverse conditions cannot be ensured
by other means, provide and maintain at no cost to the worker
suitable protective equipment, clothing as necessary and other
facilitie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d) provide workers who have suffered from an injury or illness at
the workplace with first aid, appropriate transportation from the
workplace and access to appropriate medical facilities.
Article 10
The employer shall ensure that:
(a) adequate training and retraining programmes and comprehensible
instructions are provided for workers, at no cost to them, on
safety and health matters as well as on the work assigned;
(b)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dequate supervision
and control are provided on each shift to secure the safe operation
of the mine;
(c) a system is established so that the names of all persons who are
underground can be accurately known at any time, as well as their
probable location;
(d) all accidents and dangerous occurrences, as def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e investigated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 is
taken; and
(e) a report, as specifi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s mad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 accidents and dangerous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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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산업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하여 각 광산의 특성에 맞는
응급구호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에 대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상 위험 및 보건상 위험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예방 및 보호조치를
알기 쉽게 근로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러한 유해위험사항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사용자 부담으로 적절한 보호구, 작업복 및 유해위험사항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제공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부상 근로자들을 적정의료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작업
내용과 안전 보건에 대한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서 광산에서 안전작업이 이뤄지도록 각 교대조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해야 한다.
㈐ 지하작업장 근로자의 신원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고와 위험발생은 조사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에 따라서 사고와 위험 발생은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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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s of occupational health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employer shall ensure
the provision of regular health surveillance of workers exposed to
occupational health hazards specific to mining.
Article 12
Whenever two or more employers undertake activities at the same mine,
the employer in charge of the mine shall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all measures concerning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shall be
held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operations. This shall not
relieve individual employers from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measures concern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ir workers.

B. RIGHTS AND DUTIES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13
1.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4,
worker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a) to report accidents, dangerous occurrences and hazards to the
employer and to the competent authority;
(b) to request and obtain, where there is cause for concern on safety
and health grounds,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to be conducted
by the employer and the competent authority;
(c) to know and be informed of workplace hazards that may affect
their safety or health;
(d) to obtain information relevant to their safety or health, held by the
employer or the competent authority;
(e) to remove themselves from any location at the mine when
circumstances arise which appear, with reasonable justification, to
pose a serious danger to their safety or health; and
(f) to collectively select safety and health representatives.
2. The safety and health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1(f)
above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have
the follow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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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자는 국내법령, 산업보건의 일반원리의 기초하에 광산작업에서의 건강
장해위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건감시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2인 이상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광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항상 모광의 광업권자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조치들의 실행을
조정해야 하며 작업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개개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조치의 실행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B.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1. 제4조에 언급된 국가법령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고 및 위험을 사용자와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할 권리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요하는 곳에 사용자 및 권한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감독과 조사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의 위험성을 알거나
통보받을 권리
㈑ 사용자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갖고있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획득할
권리
㈒ 합리적인 판단으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할 권리
㈓ 근로자들 공동으로 안전보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2. 제1항의 ㈓호에 언급된 안전보건 대표자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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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represent workers on all aspects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in
paragraph 1 above;
(b) to:
(i) participate in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mployer an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t the workplace; and
(ii) monitor and investigate safety and health matters;
(c) to have recourse to advisers and independent experts;
(d) to consult with the employer in a timely fashion on safety and
health matters, including policies and procedures;
(e) to consul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and
(f) to receive, relevant to the area for which they have been selected,
notice of accidents and dangerous occurrences.
3. Procedure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bove shall be specified:
(a)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b)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4.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ensure that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bove can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r retaliation.
Article 14
Unde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orkers shall have the duty, in
accordance with their training:
(a) to comply with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b) to take reasonable care for their own safety and health and that of
other persons who may be affected by their acts or omissions at
work, including the proper care and use of protective clothing,
facilities and equipment placed at their disposal for this purpose;
(c) to report forthwith to their immediate supervisor any situation
which they believe could present a risk to their safety or health or
that of other persons, and which they cannot properly deal with
themselves; and
(d) to cooperate with the employer to permit compliance with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placed on the employer pursuant to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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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권리들의 이행을 포함한 안전 보건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권리
㈏ ⑴ 사용자 및 권한있는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와 감독에 참여할 권리
⑵ 안전 보건문제들에 대하여 감시하고 조사할 권리
㈐ 조언자 및 개별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정부의 정책과 정책 수행절차를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관련있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 대하여 사고 및 위험 발생들을 통지받을 권리
3. 위의 1, 2항에 의한 권리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국내법령
㈏ 사용자,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자간의 협의
4. 국내법령은 1, 2항에 정하여진 권리들이 차별 또는 보복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내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들이 교육받은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 정해진 안전보건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근로자 자신의 안전보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과 실수에 의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보호용 복장, 장비와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위험이 있다고 믿어지나 근로자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는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협약에 의거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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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OPERATION
Article 15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to promote safety and health in mines.

PART IV. IMPLEMENTATION
Article 16
The Member shall:
(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b)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to supervise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to be taken in pursuance of the Convention
and provide these services with the resources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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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협 력
제15조
국내법령에 따라 광산에서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대표자 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4절 집 행
제16조
각 회원국들은
㈎ 본 협약 각 조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 본 협약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사항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활동을 해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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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7

Home Work Convention, 199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third Session on 4
June 1996, and
Recalling that many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laying down standards of general application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re applicable to homeworkers, and
Noting that the particular conditions characterizing home work make it
desirable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os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to homeworkers, and to supplement them by standard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home work,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home work,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ie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Home
Work Convention, 1996: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home work means work carried out by a person, to be
referred to as a homeworker,
(i) in his or her home or in other premises of his or her choice,
other than the workplace of the employer;
(ii) for remuneration;
(iii) which results in a product or service as specified by the
employer, irrespective of who provides the equipment, materials
or other inputs used, unless this person has the degree of autonomy
and of economic independence necessary to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worker under national laws, regulations or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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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협약

가내근로 협약(1996년)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5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6년 6월 4일 제8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조건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마련해주는 많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안이 가내근로자에게도 적용됨을 상기하고 가내근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협약과 권고안을 가내근로자에게 개선․적용하고 이들 협약과
권고안을 가내근로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는 표준을 통하여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기고
회기 의사일정 네번째 의제인 가내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6년 6월 20일 가내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가내근로”(home work)라 함은 가내근로자(homeworker)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로서,
⑴ 그의 집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장소에서(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⑵ 임금을 목적으로
⑶ 사용되는 장비, 재료, 또는 투입물의 제공자가 누구든지 간에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되, 국내법령이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자영업자로 간주될 정도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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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ersons with employee status do not become homeworkers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simply by occasionally performing
their work as employees at home, rather than at their usual
workplaces;
(c) the term employer means a person, natural or legal, who, either
directly or through an intermediary, whether or not intermediaries
are provided for in national legislation, gives out home work in
pursuance of his or her business activity.
Article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ersons carrying out home work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Article 3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adopt, implement
and periodically review a national policy on home work aimed at
improving the situation of homeworkers,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nd, where they
exist, with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homeworkers and those of
employers of homeworkers.
Article 4
1. The national policy on home work shall promote, as far as possible,
equality of treatment between homeworkers and other wage earner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home work and,
where appropriat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same or a similar
type of work carried out in an enterprise.
2. Equality of treatment shall be promot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homeworkers' right to establish or join organizations of their
own choosing and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such organizations;
(b)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c) protection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 remuneration;
(e) statutory social security protection;
(f) access to training;
(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or work; and
(h) maternit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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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근로자가 때때로 그들의 일상적인 작업장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협약상의 가내근로자라 할 수 없다.
㈐ 사용자라 함은 직접적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가내
작업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2조
이 협약은 위 제1조에서 규정된 가내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들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를 통해,
(그리고 존재한다면) 가내근로자와 관련된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가내근로자들의 상태를 향상하기 위해 가내근로자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
하고,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1. 가내근로에 관한 국가정책은 가내근로의 특수성과 기업에서 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 형태의 일에 적용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자와 다른
임금소득자 사이에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평한 대우는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단체의 설립 또는 단체가입, 그리고 그러한 단체
에서 활동할 권리
㈏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대한 보호
㈐ 산업안전과 보건분야에서의 보호
㈑ 임 금
㈒ 법정사회보장제도
㈓ 훈련에의 접근
㈔ 취업에의 최저연령
㈕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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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The national policy on home work shall be implemented by means of
laws and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in any
other appropriate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6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so that labour statistics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home work.
Article 7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shall apply
to home work, taking account of its special characteristics, and shall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certain types of work and the use of
certain substances may be prohibited in home work for reasons of safety
and health.
Article 8
Where the use of intermediaries in home work is permitted,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nd intermediaries shall be
determined by laws and regulations or by court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Article 9
1. A system of inspection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shall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home work.
2. Adequate remedies, including penalties where appropriate, in case of
violation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provided for and
effectively applied.
Article 10
This Convention does not affect more favourable provisions applicable to
homeworkers under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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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내근로에 관한 국가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기타 국가 관행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6조
기본 노동통계에 가내근로를 포함시키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국내법령들은 그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에 있어 안전과 보건상
특정형태의 근로나 물질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가내근로에 있어 중개인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중개인 각각의
책임이 국가 관행에 따라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9조
1. 국내법 및 관행에 일치하는 감독체계는 가내근로에 적용되는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법령들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마련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이 협약은 다른 국제노동협약에서 가내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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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Inspection (Seafarers) Convention, 199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fourth Session on 8 October
1996, and
Noting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as a
consequence thereof, the changes in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ince the Labour Inspection (Seamen) Recommendation, 1926,
was adopted,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47, the Labour Inspection (Mining and Transport) Recommendation, 1947,
and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and
Recall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on 16 November 1994,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Labour Inspection (Seamen) Recommendation, 1926, which is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flag State implementation only;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Labour Inspection (Seafarers) Convention, 1996: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and i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cargo or passengers for the purpose of
trade or is employed for any other commercial purpose.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ship that is on the register of two Members is deemed to
be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whose flag it f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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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협약

근로감독(선원) 협약(1996년)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 (14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96년 10월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4차 이사회
에서,
선박산업의 성격의 변화 및 그 결과로서, 1926년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 권고의
채택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할조건의 변화에 주목하고,
1947년 근로감독 협약 및 권고, 1947년의 광산 및 운송업에서의 근로감독 권고와
1976년의 상선의 최저기준 협약을 상기하고,
1982년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를 상기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1926년의 선원의 근로감독 권고의 개정에 관한
어떠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번 제안이 당해 선박이 속한 국가에서만 이행되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띌 것을 결정하여,
1996년 10월 22일 선원의 근로감독 협약(1996)이라고 불릴 다음의 협약을 채택
한다.

제 1 절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공․사유에 관계
없이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되고 무역을 목적으로 화물이나 여객
수송에 종사하거나 다른 상업목적에 종사되고 있는 해양항행전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2개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은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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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determine which ships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ship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3. This Convention applies to seagoing tugs.
4.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vessels less than 500 gross
tonnage and, when not engaged in navigation, vessels such as oil rigs
and drilling platforms. The decision as to which vessels are covered
by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by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5. To the extent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deems it practicable,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me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vessels.
6. In the event of any doubt as to whether or not any ships are to be
regarded as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operations or commercial
maritime fishing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seafarers and fishermen concerned.
7.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means ministers, government
departments or other public authorities having power to issue and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rders or other
instructions having the force of law in respect of inspection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in relation to any ship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b) the term inspector means any civil servant or other public official with
responsibility for inspecting any aspect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any other person holding proper
credentials performing an inspection for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uthorized by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c) the term legal provisions includes, in addition to laws and
regulations, arbitration awards and collective agreements upon
which the force of law is conferred;
(d) the term seafarers means persons who are employ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In the event of any doubt as to whether any categories of
persons are to be regarded as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concerned;

1046 ❙ILO

Conventions

제178호 근로감독(선원) 협약(1996년)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는 선박이 해양항행선으로 인정
되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해양을 항행하는 예선(tugs)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협약은 500G/T(총톤수)이하의 선박과 석유시추선과 같이 항행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절에 어느 선박이 해당
되는가는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및 단체와 협의하여 중앙조정기관이 결정
하여야 한다.
5. 중앙조정기관은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대표와 협의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어선에도 이 협약의 조항을 적용한다.
6. 이 협약 적용을 위하여 어느 선박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어느 어선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어선원 단체와 협의후 중앙조정기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 “중앙조정기관”이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규정,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감시하는 기관을 말함.
㈏ “감독관”이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제2조 3절의 규정에 중앙조정기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조직 및 기관에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규정”은 법령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효력이 부여된 재정과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 “선원”이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의 어느 부서에서든지 고용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부류의 사람이
선원인가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후 중앙조정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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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term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means the
conditions such as those relating to the standards of maintenance
and cleanliness of shipboard living and working areas, minimum
age, articles of agreement, food and catering, crew accommodation,
recruitment, manning, qualifications, hours of work, medical examinations,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medical care, sickness and
injury benefits, social welfare and related matters, repatriation,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which are subject to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freedom of association as defined i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ART II. ORGANIZATION OF INSPECTION
Article 2
1. Each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maintain
a system of inspection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2.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shall coordinate inspections wholly
or partly concerned with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shall establish principles to be observed.
3.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shall in all cases be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It may
authorize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it recognizes as
competent and independent to carry out inspections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its behalf. It shall maintain and
make publicly available a list of such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rticle 3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ships registered in its territory are
inspected at intervals not exceeding three years and, when practicable,
annually, to verify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conform to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If a Member receives a complaint or obtains evidence that a ship
registered in its territory does not conform to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respect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the
Member shall take measures to inspect the ship as soon as
practicable.
3. In cases of substantial changes in construction or accommodation
arrangements, the ship shall be inspected within three months of suc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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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란 근로 및 생활공간의 유지 및 청결기준,
최저연령, 계약조항, 식품 및 조리, 채용, 정원, 자격, 근로시간, 의료검사,
직업상의 재해방지, 상병수당, 사회복지, 송환, 국내법규에 의한 고용
조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말함

제 2 절 감독의 조직
제2조
1. 이 협약이 시행되는 회원국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여야 하며,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 감독의 모든 경우에 책임이 있다.
중앙조정기관은 공적인 기구 및 다른 조직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상태의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조정
기관은 그러한 기구 및 조직의 명세를 유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모든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상태가 국내법령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가능하면 매년) 감독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상태가
국내법령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하였거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즉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3. 선박의 구조나 선원설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감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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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Each Member shall appoint inspectors qualifi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satisfy itself that
inspectors are available in sufficient numb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rticle 5
1. Inspectors shall have the status and conditions of service to ensure
that they are independen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of improper
external influences.
2. Inspectors provided with proper credentials shall be empowered:
(a) to board a ship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and to
enter premises as necessary for inspection;
(b) to carry out any examination, test or inquiry which they may
consider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that the legal
provision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c) to require that deficiencies are remedied; and
(d) where they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a deficiency constitutes a
significant danger to seafarers' health and safety, to prohibit, subject
to any right of appeal to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
ship from leaving port unti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the
ship not being unreasonably detained or delayed.
Article 6
1. When an inspection is conducted or when measures are taken under
this Convention, all reasonable efforts shall be made to avoid a ship
being unreasonably detained or delayed.
2. If a ship is unreasonably detained or delayed, the shipowner or
operator of the ship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In any instance of alleged unreasonable detention
or delay, the burden of proof shall lie with the shipowner or
operator of the ship.

PART III. PENALTIES
Article 7
1. Adequ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egal provisions enforceable
by inspectors and for obstructing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nd
shall be effectively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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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각 회원국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감독관은 정부의 변화나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감독을 위하여 회원국 영토내에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거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구역에의 출입
㈏ 법률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및 조사의 수행
㈐ 불충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
㈑ 불충분한 사항이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관계당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진행중인 선박은 항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됨.

제6조
1. 이 협약에 의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어떠한 수단이 강구될 경우 불합리하게
선박이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만약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었거나 지연될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있다.

제3절 벌 칙 규 정
제7조
1. 법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감독관은 적정한 벌칙을 가해야 하며,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국내법과 규정에 적정한 벌칙을 정해야 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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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pectors shall have the discretion to give warnings and advice
instead of instituting or recommending proceedings.

PART IV. REPORTS
Article 8
1.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shall maintain records of inspections
of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2. It shall publish an annual report on inspection activities, including a
list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uthorized to carry out inspections
on its behalf. This report shall be publishe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end of the year to which it relates and in any case within
six months.
Article 9
1. Inspectors shall submit a report of each inspection to the central
coordinating authority. One copy of the report in English or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shall be furnished to the master of the
ship and another copy shall be posted on the ship's notice board for
the information of the seafarers or sent to their representatives.
2. In case of an inspection pursuant to a major incident,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later than one month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inspection.

PART V. FINAL PROVISIONS
Article 10
This Convention supersedes the Labour Inspection (Seamen) Recommendation,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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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관에게는 정식 재판절차를 취하는 대신에 경고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제4절 보 고
제8조
1. 중앙조정기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실태 감독에 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중앙조정기관은 감독을 수행하는 조직의 명세를 포함한 감독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매 연도 종료후 적정한
기간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
1. 감독관은 중앙조정기관에 건별 감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언어로 작성된 보고서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
되어야 하며 또 하나는 선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선원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2.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그 보고서는 검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빠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최 종 규 정
제10조
이 협약은 1926년의 선원근로감독권고를 대체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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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Convention, 199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Fourth Session on
8 October 1996,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Seamen's Articles of Agreement Convention,
1926,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Seafarers' Engagement (Foreign Vessels) Recommendation, 1958,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the Employment of Seafarers
(Technical Developments) Recommendation, 1970,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the Continuity of Employment (Seafarer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6,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and the Labour Inspection (Seafarers) Convention, 1996, and
Recall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on 16 November 1994,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Placing of Seamen Convention, 1920, which is the third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Convention, 1996: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er, designated
official, government department or other authority having power
to issue regulations, orders or other instructions having the force
of law in respect of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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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호 협약

선원모집과 알선 협약(1996년)
효력발생：2000년 4월 22일 (10개국 비준)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란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규정, 명령 또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지침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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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term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eans any person,
company, institution, agency or other organization, in the public
or the private sector, which is engaged in recruiting seafarers on
behalf of employers or placing seafarers with employers;
(c) the term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ship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ies has agreed to take over all the attenda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d) the term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fulfills the conditions to
be employed or engag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other than a government ship used for military or non-commercial
purposes.
2. To the extent it deems practicabl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vessel owners and fishermen or
those of owners of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s and seafarers
serving on such units, as the case may be,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o fishermen or to
seafarers serving on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s.
Article 2
1. Nothing i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a) prevent a Member from maintaining a free public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for seafarers in the framework of a policy to
meet the needs of seafarers and shipowners, whether it forms
part of or is coordinated with a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all workers and employers;
(b) impose on a Member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2. Where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have been or are to
be established, they shall be operated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nly in conformity with a system of licensing or certification
or other form of regulation. This system shall be established,
maintained, modified or changed only after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Undue
proliferation of such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shall
not be encouraged.
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apply its laws and regulations to ships flying its flag in relation to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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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란 사용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채용하고 직업
소개를 수행하는 개인, 회사 또는 공․사의 조직을 말함
㈐ “선박소유자”란 선박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소유자로
부터 선박운항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박운항자, 또는 나용선자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함.
㈑ “선원”이란 군함 또는 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정부선박을
제외하고 해양항행선의 어느 부서에든지 채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2. 대표적인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단체와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
소유자 및 선원과 협의휴에 어선원 및 Maritime Mobile offshore unit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 회원국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무료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회원국이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지 아니
한다.
2.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면허, 인증 등에
의하여서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는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서만 수립되고 유지되고 개정될 수 있다. 민간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회원국이 선원의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기를 계양하고 있는 선박에 그 법령을 적용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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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manner prejudice the ability of
a seafarer to exercise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trade union rights.
Article 4
1. A Member shall, by means of national laws or applicable regulations:
(a) ensure that no fees or other charges for recruitment or for
providing employment to seafarers are born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by the seafarer; for this purpose, costs of the
national statutory medical examination, certificates, a personal
travel document and the national seafarer's book shall not be
deemed to be "fees or other charges for recruitment";
(b) determine whether and under which conditions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may place or recruit seafarers abroad;
(c) specify, with due regard to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need
to protect confidentiality, the conditions under which seafarers'
personal data may be processed by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including the collection, storage, combination and
communication of such data to third parties;
(d)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licence, certificate or
similar authorization of a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ay
be suspended or withdrawn in case of vio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e) specify, where a regulatory system other than a system of licensing
or certification exis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can operate, as well as sanctions applicable in
case of violation of these conditions.
2. A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a) closely supervise all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 grant or renew the licence, certificate, or similar authorization only
after having verified that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concerned meets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 require that the management and staff of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or seafarers should be adequately trained
persons having relevant knowledge of the mariti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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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원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회원국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으로든 어떠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국내법상의 건강검사, 증명서, 개인여행서류, 선원수첩 관련
비용은 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어떠한 조건하에서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을 해외로 채용, 직업
소개를 할 것인가를 결정
㈐ 사생활과 개인 비밀의 보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선원의 인적사항이 직업
소개기관에 의해 적절히 취급되고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 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에 관한 면허, 증명
또한 유사한 인증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지켜야 할 조건의 이행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독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국내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에 접합한가를 확인한
후에 면허, 증명 또는 유사한 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 운영자 및 직원은 해운산업과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적합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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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hibit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rom using means,
mechanisms or lists intended to prevent or deter seafarers from
gaining employment;
(e) require that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adopt measures to
ensure, as far as practicable, that the employer has the means to
protect seafarers from being stranded in a foreign port; and
(f) ensure that a system of protection, by way of insurance or an equivalent
appropriate measure, is established to compensate seafarers for
monetary loss that they may incur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a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to meet its obligations to them.
Article 5
1. All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shall maintain a register of all
seafarers recruited or placed through them, to b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2. All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shall ensure that:
(a) any seafarer recruited or placed by them is qualified and holds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job concerned;
(b) contracts of employment and articles of agreement ar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collective
agreements;
(c) seafarers are informed of their rights and duties under their
contracts of employment and the articles of agreement prior to or in
the process of engagement; and
(d) proper arrangements are made for seafarers to examine their contracts
of employment and the articles of agreement before and after they
are signed and for them to receive a copy of the contract of
employment.
3. Nothing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understood as diminish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hipowner or the master.
Article 6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achinery and
procedures exist for the investigation, if necessary, of complaint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involving, as appropriate,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2. All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shall examine and respond to
any complaint concerning their activities and shall advi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y unresolved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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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 사용자가 직업소개업체가 가능한한 사용자로 하여금 선원이 외국의
항구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채용 및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상의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제도의 보장

제5조
1.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관계당국의 감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선원
으로 채용되고 소개되기 위하여 등록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여야 함.
㈎ 그들에 의하여 채용되고 소개된 모든 선원은 선원으로서 적합하여야
하고 그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 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 고용계약조항은 적용가능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적합하여야 함.
㈐ 선원에게 고용계약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가 알려져야 하며, 그러한
계약조항은 고용계약전 또는 고용계약중에 알려져야 함.
㈑ 선원들에게는 서명하기 전과 서명 후에 고용계약서 및 동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3. 제2절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의무와 책임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1.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채용 및 직업소개기관의 활동의
진정에 관하여, 가능하다면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조사는 시행
하기 위한 적정한 조직과 절차를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채용 및 직업소개업체는 그들의 활동에 관해 제기된 어떠한 진정도
검토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해결
되지 아니한 불만에 대해 조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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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complaints concerning working or living conditions on board
ships ar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they shall forward such complaints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the seafarer from bringing
any complaint directly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Article 7
This Convention revises the Placing of Seamen Convention,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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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한 진정이 채용 및 직업
소개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진정은 적절한 권한있는 기관
(competent authorities)에 알려야 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원이 적절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은 1920년의 선원직업소개협약을 개정한다.
제8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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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0

Seafarer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Convention, 199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fourth Session on
8 October 1996,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and the Protocol of 1996 thereto; and the Labour
Inspection (Seafarers) Convention, 1996, and
Recall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ollowing instrument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in 1995, Assembly resolution A 481 (XII) (1981) on Principles of Safe
Manning, Assembly resolution A 741 (18) (1993) on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and Assembly resolution A 772 (18) (1993)
on Fatigue Factors in Manning and Safety, and
Recall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on 16 November 1994,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58, and the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Recommendation, 1958, which is the second item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eafarer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Conventi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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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every seagoing ship,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which i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any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and is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ship that is on the register of two Members is deemed to be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whose flag it flies.
2. To the extent it deems practicable,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vessel owners and fisherme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3.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or not any ships are to be
regarded as seagoing ships or engaged in commercial maritime operations
or commercial maritime fishing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seafarers and fishermen concerned.
4.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wooden vessels of traditional
build such as dhows and junks.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er, government
department or other authority having power to issue regulations,
orders or other instructions having the force of law in respect of
seafarers' hours of work or rest or the manning of ships;
(b) the term hours of work means time during which a seafarer is
required to do work on account of the ship;
(c) the term hours of rest means time outside hours of work; this
term does not include short breaks;
(d) the term seafarer means any person defined as such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who is employed or engaged
in any capacity on board a seagoing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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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공․사유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등록되고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에 종사되고 있는 모든 해양
항행선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2개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은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은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어선에도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선박 또는 어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그러한 의문은 선박소유자, 선원 및 어선원과 협의한 후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4. 다우나 정크와 같이 재래식으로 건조된 목조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이 협약상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란 선원의 근로 및 휴식
시간과 선박의 정원에 관한 규정, 명령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지침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뜻한다.
㈏ “근로시간”이란 선박에서 선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시간을 뜻한다.
㈐ “휴식기간”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말함. 다만 잠시의
휴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항행선의 모든 부서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법과 규정에서 선원이라고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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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term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ship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all the attenda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PART II. SEAFARERS'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Article 3
Within the limits set out in Article 5, there shall be fixed either a
maximum number of hours of work which shall not be exceeded in a
given period of time, or a minimum number of hours of rest which
shall be provided in a given period of time.
Article 4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acknowledges that the normal
working hours' standard for seafarers, like that for other workers, shall
be based on an eight-hour day with one day of rest per week and rest
on public holidays. However, this shall not prevent the Member from
having procedures to authorize or register a collective agreement which
determines seafarers' normal working hours on a basis no less favourable
than this standard.
Article 5
1. The limits on hours of work or rest shall be as follows:
(a) maximum hours of work shall not exceed:
(i) 14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2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or
(b) minimum hours of rest shall not be less than:
(i) ten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7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2. Hours of rest may be divided into no more than two periods, one of
which shall be at least six hours in length, and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periods of rest shall not exceed 14 hours.
3. Musters, fire-fighting and lifeboat drills, and drills prescrib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minimizes the disturbance of rest
periods and does not induce fatigue.

1068 ❙ILO

Conventions

제180호 선원의 근로시간과 선박 정원 협약(1996년)

㈒ “선박소유자”란 선박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의 책임을 위임받은 선박운항자, 또는 나용선자 등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절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제3조
제5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최대
근로시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선원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일의 휴식과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1일 8시간 근로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회원국이 동
기준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등록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조
1.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한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최대 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⑴ 24시간중 14시간
⑵ 1주일에 72시간
㈏ 최소휴식시간은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⑴ 24시간중 10시간
⑵ 1주일에 77시간
2. 휴식시간은 2회 이내로 분할되어야 하고, 그 중의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어야 하며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소집, 소화훈련, 구명정훈련과 국내법령과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훈련은
휴식시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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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respect of situations when a seafarer is on call, such as when a
machinery space is unattended, the seafarer shall have an adequate
compensatory rest period if the normal period of rest is disturbed by
call-outs to work.
5. If no collective agreement or arbitration award exists or if the
competent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r award in respect of paragraph 3 or 4 are inadequat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such provisions to ensure the
seafarers concerned have sufficient rest.
6. Nothing in paragraphs 1 and 2 shall prevent the Member from
having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a procedure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uthorize or register collective agreements permitting
exceptions to the limits set out. Such exceptions shall, as far as
possible, follow the standards set out but may take account of more
frequent or longer leave periods or the granting of compensatory
leave for watchkeeping seafarers or seafarers working on board ships
on short voyages.
7. The Member shall require the posting, in an easily accessible place, of
a table with the shipboard working arrangements, which shall contain
for every position at least:
(a) the schedule of service at sea and service in port; and
(b) the maximum hours of work or the minimum hours of rest
required by the laws,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in force
in the flag State.
8. The table referred to in paragraph 7 shall be established in a
standardized format in the working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ship
and in English.
Article 6
No seafearer under 18 years of age shall work at nigh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night means a period of at least nine consecutive hours,
including the interval from midnight to five a.m. This provision need
not be applied when the effective training of young seafarers between the
ages of 16 and 18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grammes and
schedules would be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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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실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다가 작업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5. 단체협약․중재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이 단체협약․
중재재정 관련규정이 3, 4절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권한있는
기관은 그러한 규정이 선원들에게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제1절, 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휴식시간․근로
시간의 예외를 정한 단체협약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자주 휴가를 실시하거나
휴가를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원국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작업절차 일람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항해중 및 항구에 정박중의 작업 일정
㈏ 법, 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8. 제7절 관련 작업일람표는 실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영어로 표준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
18세 미만의 선원은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조의 목적상 야간이라 함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를 포함하여 최소한 9시간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16세이상 18세 미만의 선원이 효과적인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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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mpair the right of
the master of a ship to require a seafarer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for the immediate safety of the ship, persons on board or cargo,
or for the purpose of giving assistance to other ships or persons in
distress at sea.
2.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master may suspend the
schedule of hours of work or hours of rest and require a seafarer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until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3.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the master shall ensure that any seafarers who have performed work
in a scheduled rest period are provided with an adequate period of
rest.
Article 8
1. The Member shall require that records of seafarers' daily hours of
work or of their daily hours of rest be maintained to allow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Article 5.
The seafarer shall receive a copy of the records pertaining to him or
her which shall be endorsed by the ma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master, and by the seafarer.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procedures for keeping
such records on board, including the intervals at which the information
shall be recorde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stablish the format
of the records of the seafarers' hours of work or of their hours of
rest taking into account any availabl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uidelines or shall use any standard format prepared by the Organization.
The forma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provided
by Article 5, paragraph 8.
3. A cop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ational legislation pertaining
to this Convention and the relevant collective agreements shall be
kept on board and be easily accessible to the crew.
Article 9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xamine and endorse the records referred
to in Article 8, at appropriate intervals, to monitor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governing hours of work or hours of rest that give effect to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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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 인명, 화물의 안전을 위하거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다른 선박이나 인명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요구하는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제1절과 관련하여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연기하고 선원에게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는 즉시 선장은 휴식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선원
에게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1. 회원국은 제5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
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선원은 선장
또는 선장이 지명하는 자가 확인하고 선원이 서명한 자기의 근무에 관한
기록 사본을 받아아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선박에서 그러한 기록을 하는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선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서식을 국제노동기구의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법령과 단체협약은 선박에 비치하고 선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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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If the records or other evidence indicate infringement of provisions
governing hours of work or hours of rest,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measures, including if necessary the revision of the manning
of the ship, are taken so as to avoid future infringements.

PART III. MANNING OF SHIPS
Article 11
1. Every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sufficiently,
safely and efficiently manned,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or an equivalent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2. When determining, approving or revis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a) the need to avoid or minimize, as far as practicable, excessive
hours of work, to ensure sufficient rest and to limit fatigue; and
(b)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identified in the Preamble.
Article 12
No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shall work on a ship.

PART IV. RESPONSIBILITIES OF SHIPOWNERS AND
MASTERS
Article 13
The shipowner shall ensure that the master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appropriate manning of
the ship. The master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n seafarers' hours of work and rest arising from this
Convention are complied with.

PART V. APPLICATION
Article 14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y means of laws or regulations, except where
effect is given by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or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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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그러한 기록 또는 다른 증거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였음을 알았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법령위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정원
재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박의 정원
제11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최소안전정원
증서에 의거하여 충분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선원이 승선하여야 한다.
2. 승무정원을 정하고 승인하고 재조정할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가능한 한 과도한 근로시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증하며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 이 협약 전문에 열거된 국제협약
제12조
16세 미만인 자는 선박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 4 절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책임
제13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정원을 포함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이
선장에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이 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적 용
제14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단체협약, 중재재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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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The Member shall:
(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sanc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 hav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to supervise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taken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and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for this purpose; and
(c) after consulting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have
procedures to investigate complaints relating to any matter
contained in this Convention.

PART VI. FINAL PROVISIONS
Article 16
This Convention revises the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58; the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49; the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1946; and the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1936. As from the date this Convention
has come into force, the above-listed Conventions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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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 이 협약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시행의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교정수단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의 강구해야 하고
㈏ 이 협약 조항 적용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감시기구를
만들고 감시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이 협약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제6절 최 종 규 정
제16조
이 협약은 1958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 1949년 선원임금, 근로
시간 및 정원협약, 1946년 선원임금,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과 1936년 선원
근로시간 및 정원협약을 개정한다. 위의 모든 협약은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
하는 날로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을 중단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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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fifth Session on 3
June 1997,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 and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in the functioning of labour
markets, and
Recalling that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1st Session, 1994,
held the view that the ILO should proceed to revise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 and
Considering the very different environment in which private employment
agencies operate, when compared to the conditions prevailing when the
above-mentioned Convention was adopted, and
Recognizing the role which private employment agencies may play in a
well-functioning labour market, and
Recalling the need to protect workers against abuses, and
Recognizing the need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promote collective bargaining and social dialogue as necessary
components of a well-functioning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and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Convention, 1988, and the
provisions relating to recruitment and placement in the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 and the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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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협약

민간 직업소개소 협약(1997년)
효력발생：2000년 5월 10일 (20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7년 6월
3일 제85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 직업소개업체 협약(1949년 개정)의 조항에 주목하고, 노동시장 기능에 있어
탄력성의 중요성을 주시하고, 1994년 제81차 총회에서 동 협약의 개정을 추진
해야할 필요성이 개진되었음을 상기하고.
또한, 동 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환경이 변화했음을 고려하고, 제기능을 발휘하는 노동시장에서 민간 직업소
개업체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인지하며, 근로자들을 부조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원활한 노사관계 체제의 필수요건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사회적 대화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이 외에 직업안정기관 협약(1948)의 조항에 주목하고, 강제노동협약(1930), 결사의
자유와 단체 결성권 보호 협약(1948), 단체결성과 단체교섭권 협약(1949), 차별
(고용 및 직업) 협약(1958), 고용정책 협약(1964), 최저연령 협약(1973), 고용
증진 및 실업보호 협약(1988)등의 조항과, 취업 이민 협약(1949년 개정)과 이민
근로자(추가조항) 협약(1975) 중 모집 및 배치와 관련된 조항을 상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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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nine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rivate employment
agency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independent of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provide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labour
market services:
(a) services for matching offers of and applications for employment,
without the private employment agency becoming a party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s which may arise therefrom;
(b) services consisting of employing workers with a view to making
them available to a third party, who may be a natural or legal
person (referred to below as a "user enterprise") which assigns
their tasks and supervises the execution of these tasks;
(c) other services relating to jobseeking,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do not set out to match specific offers of and applications for
employment.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workers includes
jobseekers.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workers means the collection, storage, combination, communication or
any other use of information rela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worker.
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private employment agencies.
2.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categories of workers and all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It does not apply to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3. On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s to allow the oper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using
their servic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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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유료 직업소개업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97년 6월 19일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채택
한다.

제1조
1. 이 협약상,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아래와 같은
노동시장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다.
㈎ 구직․구인의 수요를 연결시켜 주되, 그로 인한 발생한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 서비스
㈏ 근로자에게 업무을 할당하고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제3자(이하 “사용사업체(user enterpris)”라 칭함)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서비스
㈐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이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결정하는, 특정한 구직 및 구인 수요를 연결시키는 기능이 없는(예：정보의
제공) 구직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2.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라 함은 구직자를 포함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신분이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저장, 조합, 통신, 기타 이용을 의미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모든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모든 범주의 근로자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단, 선원의
모집 및 배치는 제외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 규정내에서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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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 Member may:
(a) prohibit,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private employment agencies
from operating in respect of certain categories of workers or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in the provision of one or more of the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1;
(b) exclude,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workers in certain branches
of economic activity, or parts thereof, from the scope of the
Convention or from certain of its provisions, provided that adequate
protection is otherwise assured for the workers concerned.
5. A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specify,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y prohibition or exclusion of which it avails itself
under paragraph 4 above, and give the reasons therefor.
Article 3
1. The legal status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2. A Member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oper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a system of
licensing or certification, except where they are otherwise regulated or
determined by appropriate national law and practice.
Article 4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workers recruited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providing the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1 are
not denied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rticle 5
1.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access
to employment and to particular occupations, a Member shall ensure
that private employment agencies treat workers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social origin, or any other form of discrimination covered
by national law and practice, such as age or disability.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implemented in such a way
as to prevent private employment agencies from providing special
services or targeted programmes designed to assist the most disadvantaged
workers in their jobseek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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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각 회원국은,
㈎ 특정 상황하에서, 제1조 1항에 언급된 서비스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일정 범주의 근로자 및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 특정 상황하에서, 일정 범주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 협약
및 협약의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관련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이 협약을 비준할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에 위의 4항에 의해 취해지는 금지 및 제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법적 지위는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 후 각국의 법과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2. 각 회원국은 면허제 및 허가제에 의해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운영조건을
결정한다. 단, 운영조건이 자국의 적절한 법과 관행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4조
제1조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서 모집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5조
1. 취업 및 특정직업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회원국은 민간 직업소개업체들이 근로자를 대우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기원, 기타 법과 관행에 언급되는
차별의 형태, 예를 들면, 연령 및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 1항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민간 직업소개업체가 제공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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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workers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shall be:
(a) done in a manner that protects this data and ensures respect for
workers privac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b) limited to matter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 the workers concerned and any other directly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7
1. Private employment agencies shall not charg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any fees or costs to workers.
2. In the interest of the workers concerned, and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uthorize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in respect of certain categories of workers, as well as specified
types of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3. A Member which has authorized exceptions under paragraph 2 above
shall, in its report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rovide information on such
exceptions and give the reasons therefor.
Article 8
1. A Member shall,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dopt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both within its jurisdiction and, where appropriate, in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and prevent abuses of migrant workers recruited or placed in its
territory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These shall include laws
or regulations which provide for penalties, including prohibition of
thos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which engage in fraudulent
practices and abuses.
2. Where workers are recruited in one country for work in another, the
Members concerned shall consider concluding bilateral agreements to
prevent abuses and fraudulent practices in recruitment, placement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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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는,
㈎ 각국의 법과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근로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근로자의 자격 및 직업 경력 그리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7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2.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에,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형태의 서비스 및 일정
범주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위의 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에 의거 예외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의거한
보고에 그러한 예외와 예외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1.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자국의 영토내에서 모집되거나 배치되는 이민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부조리를 막기 위해, 각 회원국은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 후에 관할권내에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회원국과 협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기적 관행과 부조리를 행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영업금지를 비롯하여
여러 처벌을 규정한 법과 규정이 포함된다.
2. 한 국가에 고용될 목적으로 다른국가에서 모집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근로자의 모집, 배치, 고용에 있어 사기적 관행 및 부조리를 막기
위한 상호 협약의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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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A Member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 labour is not used
or supplied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rticle 10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achinery and
procedures, involving as appropriate the most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exist for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lleged abuses and fraudulent practice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rticle 11
A Member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adequate protection for the workers
employed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s described in Article 1,
paragraph 1(b) above, in relation to:
(a) freedom of association;
(b) collective bargaining;
(c) minimum wages;
(d) working tim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e) statutory social security benefits;
(f) access to training;
(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 compensation in case of occupational accidents or diseases;
(i) compensation in case of insolvency and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j) maternity protection and benefits, and parental protection and
benefits.
Article 12
A Member shall determine and allocat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providing the serv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of Article 1
and of user enterprises in relation to:
(a) collective bargaining;
(b) minimum wages;
(c) working tim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d) statutory social security benefits;
(e) access to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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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각 회원국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한 아동노동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진정, 부조리
고발 및 사기적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적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적절한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은 1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결사의 자유
㈏ 단체교섭권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 법적 사회보장 급여
㈓ 훈련의 기회
㈔ 산업 안전 및 보건
㈕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 파산시 보상 및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
㈗ 모성 보호 및 급여, 부성 보호 및 급여

제12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제1조 1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직업소개업체와 사용자 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관련한 의무를
결정하고 그 의무를 양자사이 배분해야 한다.
㈎ 단체교섭권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 법적 사회보장 급여
㈒ 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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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rotection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g) compensation in case of occupational accidents or diseases;
(h) compensation in case of insolvency and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 maternity protection and benefits, and parental protection and
benefits.
Article 13
1. A Member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after consulting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formulate, establish and periodically review condition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private employment agencies.
2.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public authorities retain final authority for:
(a) formulating labour market policy;
(b) utilizing or controlling the use of public funds earmark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at policy.
3. Private employment agencies shall, at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provide to that authority the information
required by it, with due regard to the confidential nature of such
information:
(a) to allow the competent authority to be aware of the structure and
activities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s;
(b) for statistical purposes.
4.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mpile and, at regular intervals, make
this information publicly available.
Article 14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ed by means of laws
or regulations or by any other mean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such as court decisions, arbitration awards or collective agreements.
2.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to give effect to this
Convention shall be ensured by the labour inspection service or
other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3. Adequate remedies, including penalties where appropriate, shall be
provided for and effectively applied in case of violation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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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보호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
파산시 보상 및 근로자의 지급 요구 보호
모성 보호 및 급여, 부성 보호 및 급여

제13조
1. 자국의 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각
회원국은 공공 직업소개기관과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형성 및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공공기관이 아래의 각 항에 대한 최종
권한을 지닌다는 전제에 의한다.
㈎ 노동시장 정책 형성
㈏ 노동시장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된 공공기금의 사용 또는 관리
3. 민간 직업소개업체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일정주기마다 권한있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그러한 정보의 기밀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권한있는 기관이 자국의 여건 및 관행에 따라 민간 직업소개업체의
구조 및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통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4. 권한있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집계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자국의 법령 또는 법정 판결․중재 재정․단체협약 등
국가의 관행과 상호 일치하는 수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지니기 위한 규정의 이행 감사는 근로감독기관 및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위반시, 필요한 경우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이 규정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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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This Convention does not affect more favourable provisions applicable
under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to workers recruited, placed
or employed b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rticle 16
This Convention revises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 and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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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협약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의해 모집, 배치 또는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국제노동협약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본 협약은 유료 직업소개소 협약(1949년 개정)과 유료 직업소개소 협약(1933)을
개정한다.
제1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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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87th Session on 1 June
1999, and
Considering the need to adopt new instruments for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s the main priority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to complement the Convention and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1973, which
remain fundamental instruments on child labour, and
Considering that the effectiv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requires immediate and comprehensive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free basic education and the need to remove the children
concerned from all such work and to provide for their rehabili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while addressing the needs of their famil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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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효력발생：2000년 11월 19일(172개국 비준)

주요내용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비준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즉시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아래 각호를 포함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
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불법활동,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회원국은 처벌 또는 기타 제재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회원국은 사회․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보편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9년 6월 1일 제87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협력 및 지원을 포함한 국가적․국제적 행동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로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 및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채택하고, 아동
노동이 관한 기본적 수단인 1973년 고용이 허용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및 권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상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아동을 작업장에서 분리시킬 필요성, 그들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그들의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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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the resolu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3rd Session in 1996, and
Recognizing that child labour is to a great extent caused by poverty and
that the long-term solution lies in sustained economic growth leading to
social progress, in particular poverty alleviation and universal education,
and
Recall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89, and
Recalling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6th Session in 1998, and
Recalling that som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re covered b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nd the United Nations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1956,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child labour,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seven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ni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Article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s a matter of urgency.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hild shall apply to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rticle 3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rises:
(a) all forms of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uch as the sale
and trafficking of children, debt bondage and serfdom and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cluding forced or compulsory recruitment
of children for use i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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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83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결의문을 상기
하고,
아동노동이 주로 빈곤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과 그 장기적인 해결책은 사회적 발전
특히 빈곤완화와 보편적인 교육으로 연결되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상기
하고,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노동기구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를 상기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일부는 다른 국제기준들, 특히 1930년 강제노동협약과
1956년 노예제, 노예매매,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보충 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아동노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
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9년 6월 17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즉시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는 용어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3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라는 용어는 아래 각호를 포함
한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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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use, procuring or offering of a child for prostitution, for the
production of pornography or for pornographic performances;
(c) the use, procuring or offering of a child for illicit activities, in
particular for the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drug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d) work which, by its nature o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carried out, is likely to harm the health, safety or morals of
children.
Article 4
1. The types of work referred to under Article 3(d)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aking into consideration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Paragraphs 3 and 4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Recommendation, 1999.
2.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identify where the types of
work so determined exist.
3. The list of the types of work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eriodically examined and revised as necessary, in
consultation with th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rticle 5
Each Member shall, after consultation with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establish or designate appropriate mechanism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giving effect to this Convention.
Article 6
1. Each Member shall design and implement programmes of action to
eliminate as a priority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2. Such programmes of action shall b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institutions and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views of other
concerned groups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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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불법활동,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제4조
1. 제3조 ㈑에 언급된 작업의 종류는,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기준들, 특히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권고 제3항과
제4항을 고려하여 국내법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된 종류의 작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해 결정된 작업 종류의 목록은 필요한 경우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수정 되어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
하는 조항들의 이행을 감독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회원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우선과제로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행동계획은 관련 정부기관과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하여,
그리고 적절하다면 다른 관련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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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Each Member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giving effect to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provision and application of penal
sanctions or, as appropriate, other sanctions.
2. Each Member shall,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eliminating child labour, take effective and time-bound measures
to:
(a) prevent the engagement of children i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b) provide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direct assistance for the
removal of children from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nd for
their rehabili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 ensure access to free basic education, and, 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vocational training, for all children removed from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d) identify and reach out to children at special risk; and
(e) take account of the special situation of girls.
3. Each Member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giving effect to this
Convention.
Article 8
Members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assist one another in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rough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or assistance including support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verty eradication programmes and
univers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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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회원국은, 처벌조항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제재규정의
제공 및 적용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을
위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이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
㈏ 가혹한 아동노동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그들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격리된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 기초
교육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
㈑ 특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파악하여 지원
㈒ 소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3. 회원국은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은 사회․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보편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지원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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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3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88th Session on 30 May
2000, and
Noting the need to revise the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Revised),
1952, and the Maternity Protection Recommendation, 1952, in order to
further promote equality of all women in the workforce and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mother and child, and in order to recognize the diversity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Members, as well as the diversity of
enterpris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otection of maternity in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Noting the provis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s (1975),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imed at ensur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men and women workers,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concerning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1981,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women workers and the need to
provide protection for pregnancy, which are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nd society,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Revised), 1952, and
Recommendation, 1952,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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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협약

모성보호 협약(2000년)
효력발생：2002년 2월 7일 (1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2000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88차 회의에서
모든 근로 여성의 평등 및 모자 건강 및 안전을 더욱 증진하며 국내법과 관행에
있어서 모성보호의 발전과 기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 및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의 개정 필요성에 주목하고,
남녀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평등을 위한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81년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과 세계인권선언(1948년),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1995년), ILO의 여성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선언(1975), ILO의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 선언과 그 후속조치
(1998년)의 조항을 주목하며,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인 여성 근로자의 상황과 임부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회기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 및 권고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ILO 주요협약❙ 1101

C183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if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SCOPE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woman applies to any
female person without discrimination whatsoever and the term child
applies to any child without discrimination whatsoever.
Article 2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employed women, including those in
atypical forms of dependent work.
2. However,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may,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exclude wholly or partly from the scope of the Convention
limited categories of workers when its application to them would
raise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3. Each Member which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affor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 its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ist the categories of workers thus excluded and
the reasons for their exclusion. In its subsequent reports, the Member
shall describe the measures taken with a view to progressively
extend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o these categories.

HEALTH PROTECTION
Article 3
Each Member shall,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are not obliged to perform work
which has been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be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the mother or the child, or where an assessment has
established a significant risk to the mother's health or that of he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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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여,
2000년 6월 15일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2000)이라고 명명될 다음 협약을 채택
한다.

제1절 범 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차별없이 모든 여성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차별없이 모든 아동을 말한다.
제2조
1. 본 협약은 모든 비정형 형태의 의존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여성에게
적용된다.
2. 그러나 본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협약의 적용이 심각한 성격의 특수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당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기구와 협의를 거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를 협약의 범위로부터 전부 혹은 일부 제외할 수
있다.
3. 이전 항에서 부여된 가능성을 사용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에 대한 1차 보고서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범주와 제외된 이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후속 보고서에서
회원국은 협약을 이런 범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 2 절 건강보호
제3조
각 회원국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와 협의를 거쳐 임신 및 수유여성이
모성과 아동의 건강에 해롭다고 당국이 결정했거나 모성이나 그 아동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가 내려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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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ITY LEAVE
Article 4
1. On production of a medical certificate or other appropriate certification,
as determined by national law and practice, stating the presumed
date of childbirth, a woman to whom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entitled to a period of maternity leave of not less than 14 weeks.
2. The length of the period of leave referred to above shall be specified
by each Member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its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3. Each Member may subsequently deposit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 further declaration extending the
period of maternity leave.
4. With due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f the mother and
that of the child, maternity leave shall include a period of six weeks'
compulsory leave after childbirth, unless otherwise agreed at the
national level by the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5. The prenatal portion of maternity leave shall be extended by any
period elapsing between the presumed date of childbirth and the
actual date of childbirth, without reduction in any compulsory portion
of postnatal leave.

LEAVE IN CASE OF ILLNESS OR COMPLICATIONS
Article 5
On production of a medical certificate, leave shall be provided before or
after the maternity leave period in the case of illness, complications or
risk of complications arising out of pregnancy or childbirth. The nature and
the maximum duration of such leave may b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BENEFITS
Article 6
1. Cash benefits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to women who are absent from work on leave referred to in Articles 4 o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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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출산휴가
제4조
1. 국내법 및 관행에서 정해진 대로 출산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나 기타 적절한
증명서 제출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여성은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위에서 언급한 휴가 기간은 본 협약의 비준에 수반하는 선언에서 각 회원국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선언을 국제노동사무소 국장
에게 추후에 기탁해야 한다.
4. 모성과 아동의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후 6주의
의무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5. 출산휴가의 출산 전 휴가 기간은 출산후 의무 휴가 기간의 단축없이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사이의 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제 4 절 질병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휴가
제5조
진단서의 제출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질병, 합병증 또는 합병증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전 또는 후에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런 휴가의
성격 및 최대 기간은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명시될 수 있다.

제5절 급 여
제6조
1. 현금급여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기타 방식
으로 4조나 5조에서 언급한 휴가로 인해 결근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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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h benefits shall be at a level which ensures that the woman can
maintain herself and her child in proper conditions of health and
with a suitable standard of living.
3. Where, under national law or practice, cash benefits paid with respect
to leave referred to in Article 4 are based on previous earnings,
the amount of such benefits shall not be less than two-thirds of the
woman's previous earnings or of such of those earnings as are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benefits.
4. Where, under national law or practice, other methods are used to
determine the cash benefits paid with respect to leave referred to in
Article 4, the amount of such benefits shall be comparable to the
amount resulting on averag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5.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conditions to qualify for cash
benefits can be satisfied by a large majority of the women to whom
this Convention applies.
6. Where a woman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to qualify for cash
benefits unde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she shall be entitled to adequate
benefits out of social assistance funds, subject to the means test
required for such assistance.
7. Medical benefits shall be provided for the woman and her chil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Medical benefits shall include
prenatal, childbirth and postnatal care, as well as hospitalization care
when necessary.
8. In order to protect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benefits in respect of the leave referred to in Articles 4 and 5 shall
be provided through compulsory social insurance or public funds, or
in a manner determined by national law and practice. An employer
shall not be individually liable for the direct cost of any such
monetary benefit to a woman employed by him or her without that
employer's specific agreement except where:
(a) such is provided for in national law or practice in a member State
prior to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Convention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r
(b) it is subsequently agreed at the national level by the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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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급여는 여성이 자신과 아동의 양호한 건강상태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3. 국내법이나 관행에 따라 4조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이전의 임금에 기초한 경우 급여 액수는 여성의 이전 임금 또는
급여 산정에 이용한 임금의 3분의 2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4. 국내법이나 관행에 따라 4조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현금
급여를 결정하는데 기타 방식을 사용한 경우 급여 액수는 이전 항을 적용
하여 평균적으로 나온 액수에 필적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회원국은 현금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본 협약이 적용되는 대다수 여성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현금
급여 수급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부조기금에서 적절한
급여를 해당 부조에 요구되는 자산조사를 받아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또는 국내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는
여성과 그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급여는 출산전, 출산 및 출산후
진료 및 필요시 입원치료까지 포함해야 한다.
8.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4조 및 5조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한 급여는 의무적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을 통해서나 국내
법과 관행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구체적 동의 없이 고용된 여성에게 제공하는 이런
금전적 급여의 직접 비용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말아야 한다.
㈎ 국제노동총회에서 본 협약을 채택하기 이전에 회원국의 국내법이나
관행으로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경우나
㈏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후속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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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A Member whose economy and social security system are insufficiently
developed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Article 6,
paragraphs 3 and 4, if cash benefits are provided at a rate no lower
than a rate payable for sickness or temporary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A Member which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affor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 its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xplain the reasons therefor and indicate the
rate at which cash benefits are provided. In its subsequent reports,
the Member shall describe the measures taken with a view to
progressively raising the rate of benefits.

EMPLOYMENT PROTECTION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 8
1. It shall be unlawful for an employer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
woman during her pregnancy or absence on leave referred to in Articles 4
or 5 or during a period following her return to work to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except on grounds unrelated to the pregnancy
or birth of the child and its consequences or nursing.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reasons for dismissal are unrelated to pregnancy or
childbirth and its consequences or nursing shall rest on the employer.
2. A woman is guaranteed the right to return to the same position or an
equivalent position paid at the same rate at the end of her maternity leave.
Article 9
1. Each Member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maternity
does not constitute a source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cluding - notwithstanding Article 2, paragraph 1 - access to employment.
2. Measur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clude a
prohibition from requiring a test for pregnancy or a certificate of
such a test when a woman is applying for employment, except where
requir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n respect of work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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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경제 및 사회보호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현금급여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일시장애에 대한 급여 지급률 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제공될 경우 6조 3항과 4항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이전 항에서 부여된 가능성을 사용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22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에 대한 1차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현금
급여 지급율을 나타내야한다. 후속 보고서에서 회원국은 협약을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 6 절 고용보호 및 비차별
제8조
1. 임신이나 출산 및 이에 따른 결과나 수유와 무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여성이 임신이나 4조나 5조에서 언급한 휴가로 결근한
동안이나 국내법이나 규정에서 규정된 업무로 복귀한 이후에 그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야 한다. 해고의 이유가 임신이나 출산 및 이에
따른 결과나 수유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어야
한다.
2. 여성은 출산휴가를 마친 후 동일한 지위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등한
지위로 복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9조
1. 각 회원국은 모성이-2조 1항에도 불구하고-취업기회의 접근을 포함하여
취업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택해야 한다.
2. 이전 항에서 언급한 조치는 여성이 취업신청을 한 경우 다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법이나 규정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테스트나
그런 테스트 증명서의 요구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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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hibited or restricted for pregnant or nursing women under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 where there is a recognized or significant risk to the health of the
woman and child.

BREASTFEEDING MOTHERS
Article 10
1. A woman shall be provided with the right to one or more daily
breaks or a daily reduction of hours of work to breastfeed her child.
2. The period during which nursing breaks or the reduction of daily
hours of work are allowed, their number, the duration of nursing
breaks and the procedures for the reduction of daily hours of work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 and practice. These breaks or the
reduction of daily hours of work shall be counted as working time
and remunerated accordingly.

PERIODIC REVIEW
Article 11
Each Member shall examine periodically,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the appropriateness of extending
the period of leave referred to in Article 4 or of increasing the amount
or the rate of the cash benefits referred to in Article 6.

IMPLEMENTATION
Article 12
This Convention shall be implemented by means of laws or regulations,
except in so far as effect is given to it by other means such as collective
agreements, arbitration awards, court decision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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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이나 규정에 따라 임신이나 수유 여성에게 금지 또는 제한된
업무나
㈏ 여성이나 아동의 건강에 인정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는 업무

제 7 절 수유모성
제10조
1. 여성은 자녀의 수유를 위해 매일 1회 이상의 휴식시간이나 일일 시간단축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수유휴식시간이나 일일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횟수, 수유휴식시간길이
및 일일 근로시간단축 절차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휴식시간이나 일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보수가
주어진다.

제 8 절 정기검토
제11조
각 회원국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와 협의하여 4조에서 언급된 휴가
기간의 연장과 6조에서 언급된 현금 급여율 또는 액수의 인상에 대한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9절 이 행
제12조
단체협약, 중재재정 및 법원판결에 의해서나 국내관행에 일치하는 기타 방식
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은 법이나 규정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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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PROVISIONS
Article 13
This Convention revises the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Revised),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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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조 항
제13조
본 협약은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을 개정한다.
제14조
이하 표준 최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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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4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Convention, 200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89th Session on 5 June
2001, and
Noting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Plantation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58, the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4, the Labour Inspection
(Agricultur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9,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1,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85, and the Chemical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90, and
Stressing the need for a coherent approach to agriculture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wider framework of the principles embodied in other ILO
instruments applicable to the sector,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and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and
Noting the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as well as the relevant codes of practice, in
particular the code of practice on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1996, and the code of practice on safety and health
in forestry work, 1998,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rst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on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Conven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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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호 협약

농업 안전 보건 협약(2001년)
효력발생：2003년 9월 20일 (8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사무국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2001년 6월 5일
제 89차 회기를 개최하여,
관련 국제노동협약과 권고, 특히 플랜테이션 농업에 관한 협약 및 권고 (1958),
산업재해급여협약 및 권고 (1964), 농업부문 노동감독에 관한 협약 및 권고
(1969),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81), 산업보건서비스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85),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90)에 구현된 원칙을 주목
하며,
농업에 대한 일관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타
ILO의 기준들,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단체
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에 관한 협약 (1949)’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1999)’에 구현된 원칙의 폭 넓은 기본 틀을 고려하며,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노사정선언문’과 관련 행동지침,

특히 ‘산업재해 및 질병의 기록 및 통보에 관한 행동지침 (1996)’ ‘임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행동지침 (1998)’을 주목하며,
본 회기의 논의주제 가운데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농업부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며,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며,
2001년 6월 21일, 다음의 협약을 채택하며 이를 ‘2001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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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COPE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agriculture covers agricultural
and forestry activities carried out in agricultural undertakings including
crop production, forestry activities, animal husbandry and insect raising,
the primary processing of agricultural and animal products by or on behalf
of the operator of the undertaking as well as the use and maintenance of
machinery, equipment, appliances, tools, and agricultural installations, including
any process, storage, operation or transportation in an agricultural undertaking,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ion.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agriculture does not cover:
(a) subsistence farming;
(b) industrial processes that use agricultural products as raw material
and the related services; and
(c) the industrial exploitation of forests.
Article 3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which ratifies the Convention,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 may exclude certain agricultural undertakings or limited categories of
worker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certain
provisions thereof, when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arise; and
(b) shall, in the case of such exclusions, make plans to cover
progressively all undertakings and all categories of workers.
2. Each Member shall list, in the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y exclusions made in
pursuance of paragraph 1(a) of this Article giving the reasons for
such exclusion. In subsequent reports, it shall describe the measures
taken with a view to extending progressive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o the worker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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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범 위
제1조
본 협약에서 '농업'이라는 용어는 작물 생산, 임업 활동, 목축, 잠업, 사업장의
운영자에 의한 혹은 운영자를 대표한 농산품 및 축산품의 가공과 농업 사업장
에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가공, 보관, 운영, 수송을 포함한
기계, 장비, 도구, 기기, 농업설비의 사용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농업 사업장
에서 행해지는 모든 농업 및 임업활동을 포괄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농업’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괄하지 않는다.
㈎ 자급농업 (subsistence farming)
㈏ 농산품을 원자재로서 사용하는 산업가공 및 관련 서비스
㈐ 임야의 산업 용도 개발
제3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한 후,
㈎ 본질적인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이나 협약의 특정
조항의 적용에서 특정 농업 사업장이나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 상기한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과 모든 범주의 근로자들을
조항의 적용에 전향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ILO헌장 제 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 제 3조 1㈎에 의거한 제외를 그러한 제외의 이유를 함께
기술하여 나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관련 근로자들
에게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으로 취한 조치를 후속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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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4
1. In the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Members shall formulate, carry out and periodically review a coherent
national policy on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This policy shall
have the aim of preventing accidents and injury to health arising out
of, linked with, or occurring in the course of work, by eliminating,
minimizing or controlling hazards in the agricultural working
environment.
2. To this end,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a)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for the enforcement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b) specify the rights and duties of employers and workers with
respect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and
(c) establish mechanisms of inter-sectoral coordination among relevant
authorities and bodi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define their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lementarity
and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s.
3. The designated competent authority shall provide for corrective
measures and appropriate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suspension or
restriction of those agricultural activities which pose an imminent risk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until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 suspension or restriction have been corrected.
Article 5
1. Members shall ensure that an adequate and appropriate system of
inspection for agricultural workplaces is in place and is provided
with adequate means.
2.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may
entrust certain inspection functions at the regional or local level, on
an auxiliary basis, to appropriate government services,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institutions under government control, or may
associate these services or institutions with the exercise of such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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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반규정
제4조
1. 국가의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고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한
후 회원국은 농업부문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세우고,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작업환경의
위험을 제거, 최소화, 통제함으로서 작업에서 비롯되거나 관련되거나
발생한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법과 규정으로,
㈎ 농업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국가법과 규정의
집행의 책임을 담당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의 관련 기관과 단체 사이의 분야간 조정 기재(mechanism)를
설치하고, 이러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상호보완성과 국가적인 상황
및 관행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권한있는 기관은 국가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조치와 적절한
처벌조치를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긴급한 위험을 초래하는 농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 정지나 제한 조치에 이르게 한 상황이 시정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제5조
1. 회원국은 농업사업장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검사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에 적절한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국가의 법제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지역이나 지방 단위의 보조적인
성격의 특정한 검사 기능을 적절한 정부서비스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나 기관들을 특정
검사기능의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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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GENERAL
Article 6
1. In so far as is compatibl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employer shall have a duty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in every aspect related to the work.
2.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ovide that whenever in an agricultural workplace two or more
employers undertake activities, or whenever one or more employers
and one or more self-employed persons undertake activities, they shall
cooperate in applying the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Where appropriat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general procedures for this collaboration.
Article 7
In order to comply with the national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ovide,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the undertaking
and the nature of its activity, that the employer shall:
(a) carry out appropriate risk assessments in relation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dopt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under all conditions of their intended
use, all agricultural activities, workplaces, machinery, equipment, chemicals,
tools and processes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are safe and
comply with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 ensure that adequate and appropriate training and comprehensible
instructions on safety and health and any necessary guidance or
supervision are provided to workers in agriculture,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ir work and
the action to be taken for their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 take immediate steps to stop any operation where there is an
imminent and serious danger to safety and health and to evacuate
workers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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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예방 및 보호 조치
총 칙
제6조
1. 국가법.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측면
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2. 국가법.규정 혹은 권한있는 기관은 하나의 농업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사업활동을 하거나 한 명 이상의 사용자 혹은 한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들 사용자나 자영업자가 안전과
보건의 의무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협약 제 4조에서 언급된 국가정책에 일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법과 규정
혹은 권한있는 기관은 사업장의 크기와 그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다음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적절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농업활동, 사업장, 기계류, 장비,
화학물질, 도구, 처리과정들이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
하에서 안전하며 규정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예방적
이고 보호적인 조치들을 채택한다.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적합하고 적절한 훈련,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도,
필요한 지침이나 감독이 - 업무와 연관된 위험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 근로자들의 교육수준과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업부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안전과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적절한 경우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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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1. Workers in agriculture shall have the right:
(a) to be informed and consulted on safety and health matters
including risks from new technologies;
(b) to participate i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o select
safety and health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in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and
(c) to remove themselves from danger resulting from their work
activity when they have reasonable justification to believe there is
an imminent and serious risk to their safety and health and so
inform their supervisor immediately. They shall not be placed at
any disadvantage as a result of these actions.
2. Workers in agriculture and their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duty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to
cooperate with employers in order for the latter to comply with their
ow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3. The procedure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establish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competent authority, collective agreements or other appropriate means.
4. Wher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implemented as
provided for by paragraph 3, there shall be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MACHINERY SAFETY AND ERGONOMICS
Article 9
1.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that machinery, equipment, includ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ppliances and hand tools used in agriculture comply with national
or other recognized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be appropriately
installed, maintained and safeguarded.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manufacturers,
importers and suppliers comply with the stand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provide adequate and appropriate information, including
hazard warning signs, in the official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user
country, to the users and, o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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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새로운 기술에서 비롯된 위험을 포함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한다.
㈏ 안전과 보건조치의 적용과 검토에 참여하며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안전과 보건 대표들과 안전.보건위원회들의 대표들을 선임한다.
㈐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작업활동에서 비롯된 위험에서 벗어나며
그러한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2. 농업부문 근로자들과 그들의 대표는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력
하여야 한다.
3. 위 제 8조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절차는 국가법과
규정, 권한있는 기관, 단체협약, 혹은 기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립
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의 조항이 위 3절의 규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기계류의 안전과 인체공학
제9조
1. 국가법.규정,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에서 사용되는 개인 보호장비, 기구,
연장을 포함한 기계류와 장비가 국가의 안전ㆍ보건 기준 혹은 기타 인정
받은 안전ㆍ보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적절히 설치, 유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들이 위 1절에 언급된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 경고 표시를 포함한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식 언어, 혹은
기계류와 장비의 사용인의 국가언어로 그 사용인에게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LO 주요협약❙ 1123

C184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Convention, 2001

3. Employers shall ensure that workers receive and understand th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supplied by manufacturers, importers
and suppliers.
Article 10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prescribe that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 shall:
(a) only be used for work for which they are designed, unless a use
outside of the initial design purpose has been assessed as saf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in particular, shall
not be used for human transportation, unless designed or adapted
so as to carry persons; and
(b) be operated by trained and competent pers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HANDLING AND TRANSPORT OF MATERIALS
Article 11
1.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shall establish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materials, particularly
on manual handling. Such requirements shall be based on risk
assessment, technical standards and medical opinion, 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onditions under which the work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2. Workers shall not be required or permitted to engage in the manual
handling or transport of a load which by reason of its weight or
nature is likely to jeopardize their safety or health.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rticle 1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o ensure that:
(a) there is an appropriate national system or any other system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stablishing specific criteria
for the importation,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chemicals used in agriculture and for their banning or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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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들이 제공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해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법과 규정은 농업 기계류와 장비에 관하여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류와 장비는 최초의 설계 목적 외의 사용이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안전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설계된 용도의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람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한 사람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농업기계류와 장비는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훈련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운전되어야 한다.

자재의 취급 및 운반
제11조
1.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 후 권한있는 기관은 자재의
취급과 운반, 특히 수동 취급에 대한 안전ㆍ보건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은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 기술적인 기준, 의학적인 소견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그 무게나 성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수동 취급이나 운반에 관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
되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제12조
권한있는 기관은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다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분류, 포장, 표기, 이러한 물질의
금지나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절한 국가적인 제도나 기타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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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ose who produce, import, provide, sell, transfer, store or dispose
of chemicals used in agriculture comply with national or other
recognized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provide adequate and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users in the appropriate official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country and, o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d
(c) there is a suitable system for the safe collection, recycling and
disposal of chemical waste, obsolete chemicals and empty containers
of chemicals so as to avoid their use for other purposes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risks to safety and health and to the
environment.
Article 13
1.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that there are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for the use of
chemicals and handling of chemical waste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2. These measures shall cover, inter alia:
(a) the preparation, handling, applica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chemicals;
(b) agricultural activities leading to the dispersion of chemicals;
(c) the maintenance, repair and cleaning of equipment and containers
for chemicals; and
(d) the disposal of empty containers and the treatment and disposal of
chemical waste and obsolete chemicals.

ANIMAL HANDLING AND PROTECTION AGAINST
BIOLOGICAL RISKS
Article 14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ensure that risks such as those of
infection, allergy or poisoning are prevented or kept to a minimum
when biological agents are handled, and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livestock and stabling areas, comply with national or other recognized
health and safe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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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제공, 판매, 이전, 보관,
처리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ㆍ보건 기준 혹은 기타 인정된 안전ㆍ
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식 언어로 혹은
화학물의 사용인의 국가언어로 그 사용인에게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게 제공한다.
㈐ 화학폐기물, 오래된 화학물, 화학물의 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활용,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기타 목적으로 이들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며 보건ㆍ안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제13조
1. 국가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그리고 사업장
단위의 화학페기물 처리에 관한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조치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의 준비, 취급, 적용, 보관, 운반
㈏ 화학물질의 확산을 초래하는 농업활동
㈐ 화학물질을 위한 장비와 용기의 유지보수, 수리, 청소
㈑ 빈 용기의 폐기 및 화학 폐기물과 오래된 화학물의 처리와 폐기

동물 취급 및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보호
제14조
국가 법.규정은 감염, 알레르기, 중독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 생물학제 취급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동물, 가축, 사육지와 관련된 활동이 국가의
안전ㆍ보건 기준이나 기타 인정된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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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INSTALLATIONS
Article 15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ing of agricultural installations
shall be in conformity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IV. OTHER PROVISIONS
YOUNG WORKERS AND HAZARDOUS WORK
Article 16
1. The minimum age for assignment to work in agriculture which by its
nature o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carried out is likely to
harm the safety and health of young persons shall not be less than
18 years.
2. The types of employment or work to which paragraph 1 applies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uthorize the
performance of work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as from 16 years
of age on condition that appropriate prior training is given and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young workers are fully protected.

TEMPORARY AND SEASONAL WORKERS
Article 17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emporary and seasonal workers
receive the same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s that accorded to
comparable permanent workers i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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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설비
제15조
농업 설비의 건축, 유지보수, 수리는 국가법규정과 안전ㆍ보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타 조항들
아동 근로자들과 유해 작업
제16조
1. 작업이 수행되는 성격이나 상황에 의하여 아동들의 안전.보건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배정하는 최저 연령은 18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위 1절이 적용되는 고용이나 작업의 유형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위 1절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
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위 1절에 언급된 작업의 수행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적절한 사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ㆍ계절 근로자
제17조
임시/계절 근로자들이 농업 부문의 상시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안전ㆍ보건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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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WORKERS
Article 18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special needs of women
agricultural workers are taken into account in relation to pregnancy,
breastfeeding and reproductive health.

WELFARE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Article 19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escrib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 the provision of adequate welfare facilities at no cost to the
worker; and
(b) the minimum accommodation standards for workers who are
required by the nature of the work to live temporarily or
permanently in the undertaking.

WORKING TIME ARRANGEMENTS
Article 20
Hours of work, night work and rest periods for workers in agricultur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COVERAGE AGAINST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rticle 21
1.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workers in agriculture
shall be covered by an insurance or social security scheme against
fatal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s well as
against invalidity and other work-related health risks, providing
coverage at least equivalent to that enjoyed by workers in other
sectors.
2. Such schemes may either be part of a national scheme or take any
other appropriate form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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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제18조
여성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특별한 수요를 임신, 수유, 모자보건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 / 숙박 시설
제19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 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적절한 복지 시설
㈏ 사업장에서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근로의 성격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숙박 시설 기준

근로시간조정
제20조
농업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 야간 근로, 휴식 시간 등은 국가법ㆍ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일치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제21조
1.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산업재해나 질병, 질병으로 인한 취업불능, 기타 근로관련 보건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 기타 분야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혹은 사회 보험제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그러한 보험제도는 국가적인 제도의 일부이거나 국가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의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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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5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Revised),
2003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Ninety-first Session on 3 June 2003,
and Mindful of the continuing threat to the security of passengers and
crews and the safety of ships, to the national interest of States and to
individuals, and
Mindful also of the core mandate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to
promote decent conditions of work, and
Considering that,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seafarers need special protection, and
Recognizing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 concerning the facilitation of entry by seafarers into the
territory of Members, for the purposes of shore leave, transit, transfer or
repatriation, and
Noting the Convention 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as amended,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 particular,
Standards 3.44 and 3.4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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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호 협약

선원신분증명 협약(개정)(2003년)
효력발생：2005년 2월 9일 (18개국 비준)

주요내용
이 협약은 선원이 상륙, 통과, 전선 또는 송환의 목적으로 회원국 영토로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원신분증명서의 표준을 정함
선원신분증명서는 간단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해상의 조건을 특별히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하여야
회원국은 자국이 발급, 정지 또는 회수한 선원신분증명서 관련 기록을 반드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함
비준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발급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원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이 협약이
의미하는 선원으로 인정되어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 소집되어 2003년 6월 3일 제9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 선박의 안전, 국가의 국익,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염두에 두고,
또한 양호한 근로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임무를 염두에
두고,
해운산업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선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상륙, 통과, 전선 또는 송환의 목적으로 선원이 회원국 영토로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 구현된 원칙을 인식
하며,
개정된 국제해사기구의 1965년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특히 기준
3.44항 및 3.45항에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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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further tha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57/219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ffirms that States must ensure that any measure taken to combat
terrorism complies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fugee and humanitarian law, and
Being aware that seafarers work and live on ship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at access to shore facilities and shore leave are vital elements
of seafarers' general well-being and, therefore, to the achievement of safer
shipping and cleaner oceans, and
Being aware also that the ability to go ashore is essential for joining a ship
and leaving after the agreed period of service, and
Noting the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concerning 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that wer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Diplomatic Conference on 12 December 2002,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improved security of seafarers' identification, which is the seven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cid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revising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
adopts this nine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three,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Revised), 2003.
Article 1 SCOP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or is engaged or works in any capacity on board a
vessel, other than a ship of war, ordinarily engaged in maritime
navigation.
2. In the event of any doubt whether any categories of persons are to
be regarded as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of nationality or
permanent residence of such persons after consulting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3. After consulting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vessel owners
and persons working on board fishing vessel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mmercial maritim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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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제연합 총회결의서 A/RES/57/219(테러에 대응하는 동안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는 국가들이 테러를 진압하기 위하여 취한 일체의 조치가
국제법, 특히 국제 인권, 난민 및 인도주의법 하의 그들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음에 주목하며,
선원이 국제무역에 관여하는 선박에서 일하고 생활한다는 점과, 육상시설에의
접근 및 상륙은 선원의 일반적인 복지에 있어 중대한 요소이며 따라서 보다
안전한 해운과 깨끗한 해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또한 선박 승선 및 합의된 승무기간 후의 하선을 위해서는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각하며,
2002년 12월 12일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해사 안전 및 안보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와 관련되어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의 개정 규정에 주목하고,
이 회기 의제의 일곱 번째 항목인 선원 신분증명서의 개선된 보안과 관련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제안은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한다고
결정하고,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개정)으로 부를 다음의 협약을 2003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이라는 용어는 군함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해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지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떠한 범주의 사람을 선원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문은 그러한 사람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어선 소유자 및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 단체와
협의한 후, 이 협약의 규정을 상업적인 해사 어업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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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ISSUANCE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issue to
each of its nationals who is a seafarer and makes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conform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2.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the issuance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may be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issuance
of travel documents.
3. Each Member may also issu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seafarers who have been granted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t in its territory. Permanent residents shall in all cases
travel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paragraph 7.
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are
issued without undue delay.
5. Seafarers shall have the right to an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case
of a rejection of their application.
6. This Conven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of each
Member under international arrangements relating to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Article 3 CONTENT AND FORM
1.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covered by this Convention shall
conform - in its content - to the model set out in Annex I hereto. The
form of the document and the materials used in it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specifications set out in the model, which shall be
based on the criteria set out below. Provided that any amendment is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Annex I may, where necessary,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below, in particular to take
accoun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decision to adopt the
amendment shall specify when the amendment will enter into effect,
taking account of the need to give Members sufficient time to make
any necessary revisions of their national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and procedures.
2.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be designed in a simple manner,
be made of durable material, with special regard to conditions at sea
and be machine-readable. The materials used shall:
(a) prevent tampering with the document or falsification, as far as
possible, and enable easy detection of alte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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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1. 이 협약이 발효된 회원국은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국민 선원
에게 이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은 여행문서의
발급을 위한 국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과 동일한 조건을 따를 수 있다.
3. 회원국은 또한 제1항에 언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자국 영토 내에서 영주자의
지위를 얻은 선원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모든 경우에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선원신분증명서가 반드시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발급되도록
하여야한다.
5. 선원은 그들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 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6. 이 협약은 난민 및 무국적자에 관한 국제합의 하에 회원국이 가지는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3 조 내용 및 형식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원신분증명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부속서 ㈎에
규정된 모델에 부합하여야 한다. 증명서의 양식 및 증명서에 사용된 재료는
모델에 규정된 일반적 사양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모델은 아래에
규정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일체의 개정이 아래의 항들에 부합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속서 ㈎는 필요할 경우 특히 기술 발전을 고려
하여 아래의 제8조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을 채택하는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국내 선원신분증명서 및 절차를 개정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을 회원국에 주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언제 그
개정안이 발효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는 간단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해상의 조건을 특별히 고려
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된 재료는,
㈎ 가능한 한 증명서의 변경이나 위조를 방지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을
쉽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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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 generally accessible to governments at the lowest cost consistent
with reliably achieving the purpose set out in (a) above.
3.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any availabl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n standards of the
technology to be used which will facilitate the use of a common
international standard.
4.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be no larger than a normal
passport.
5.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contain the name of the issuing
authority, indications enabling rapid contact with that authority, the
date and place of issue of the document, and the following statements:
(a) this document is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for the purpose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Revised), 2003,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b) this document is a stand-alone document and not a passport.
6. The maximum validity of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ssuing State and shall in no case exceed ten years, subject to renewal
after the first five years.
7. Particulars about the holder included in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be restricted to the following:
(a) full name (first and last names where applicable);
(b) sex;
(c) date and place of birth;
(d) nationality;
(e) any special physical characteristics that may assist identification;
(f) digital or original photograph; and
(g) signature.
8. Notwithstanding paragraph 7 above, a template or other representation
of a biometric of the holder which meets the specification provided for
in Annex I shall also be required for inclusion in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provided that the following preconditions are satisfied:
(a) the biometric can be captured without any invasion of privacy of
the persons concerned, discomfort to them, risk to their health or
offence against their dignity;
(b) the biometric shall itself be visible on the document and it shall
not be possible to reconstitute it from the template or other
representation;
(c) the equipment needed for the provision and verification of the
biometric is user-friendly and is generally accessible to governments
at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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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에 규정된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 비용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국은 공통의 국제기준 이용을 촉진할, 국제노동기구가 사용될 기술
기준에 대하여 개발한 모든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는 통상적인 여권보다 커서는 안된다.
5. 선원신분증명서는 발급당국의 명칭, 그 당국과 신속히 접촉할 수 있는
연락처, 증명서 발급일 및 발급장소,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증명서는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협약(개정)상
선원신분증명서이다.
㈏ 이 증명서는 독립적 증명서이며 여권이 아니다.
6. 선원신분증명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발급국의 법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최초 5년이 지난 후 갱신되는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7. 선원신분증명서에 포함된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명세는 다음 사항에 제한
되어야 한다.
㈎ 성명 (적용 가능한 경우 성과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
㈒ 신분식별에 도움이 될 일체의 특별한 신체적 특성
㈓ 디지털 또는 원본 사진 및
㈔ 서명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속서
㈎에 규정된 명세를 충족하는 소지자의 생체인식 형판 또는 기타 증표를
선원신분증명서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 생체인식정보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일체의 사생활 침해, 불쾌감, 건강에
대한 위협 또는 존엄성에 대한 침해 없이 채취될 것
㈏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를 신분증명서 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형판
또는 기타 증표로부터 그것을 재구성할 수 없어야 함
㈐ 생체인식정보의 제공 및 검증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에 용이하고 통상적
으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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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equipmen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biometric can be conveniently
and reliably operated in ports and in other places, including on
board ship, where verification of identity is normally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e) the system in which the biometric is to be used (including the
equipment, technologies and procedures for use) provides results
that are uniform and reliable for the authentication of identity.
9. All data concerning the seafarer that are recorded on the document
shall be visible. Seafarers shall have convenient access to machines
enabling them to inspect any data concerning them that is not
eye-readable. Such access shall be provided by or on behalf of the
issuing authority.
10. The content and form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cited in Annex I.
Article 4 NATIONAL ELECTRONIC DATABASE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 record of each seafarers' identity
document issued, suspended or withdrawn by it is stored in an
electronic database. The necessary measures shall be taken to secure
the database from interference or unauthorized access.
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cord shall be restricted to detail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purposes of verifying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or the status of a seafarer and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seafarer's right to privacy and which meet all applicable data
protection requirements. The details are set out in Annex II hereto,
which may be amend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8
below, taking account of the need to give Members sufficient time to
make any necessary revisions of their national database systems.
3. Each Member shall put in place procedures which will enable any
seafarer to whom it has issued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to
examine and check the validity of all the data held or stored in the
electronic database which relate to that individual and to provide for
correction if necessary, at no cost to the seafarer concerned.
4. Each Member shall designate a permanent focal point for responding
to inquiries, from the immigration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oncern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issued by its authority.
Details of the permanent focal poi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the Office shall maintain a list which
shall be communicated to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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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의 검증 장비는 권한 있는 기관이 통상적으로 신분을 검증
하는 항구 및 선상을 포함한 다른 장소에서 편리하고 확실히 작동될
수 있을 것
㈒ 생체인식정보가 이용될 시스템(장비, 기술 및 사용 절차 포함)은 신분
증명 위한 일률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
9. 신분증명서에 기록된 선원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선원들은 자신과 관련된 육안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일체의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편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을 대신하는 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10. 선원신분증명서의 내용 및 양식은 부속서 ㈎에 인용된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조 국가 전자 데이터베이스
1. 회원국은 자국에 의해 발급, 정지 또는 회수된 각 선원신분증명서 기록이
반드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하여야한다. 개입 또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선원의 신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선원의 사생활 권리에 부합하며, 모든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세부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세부사항은 부속서
(나)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에게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개정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3. 회원국은 자국이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모든 선원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유지․저장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유효성을 조사․점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선원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완비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자국의 정부당국에 의해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 및
유효성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의 출입국 당국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영구적인 연락처를 지정
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연락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되며, 사무국은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되는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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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detail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shall at all times be
immediately accessible to the immigration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in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either electronically
or through the focal point referred to in paragraph 4 above.
6.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ppropriate restrictions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no data - in particular, photographs - are
exchanged, unless a mechanism is in place to ensure that applicable
data protection and privacy standards are adhered to.
7.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 personal data on the electronic
database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verification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Article 5 QUALITY CONTROL AND EVALUATIONS
1. Minimum requirements concerning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the issue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including quality-control procedures, are
set out in Annex III to this Convention. These minimum requirements
establish mandatory results that must be achieved by each Member in the
administration of its system for issuance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2. Processes and procedures shall be in place to ensure the necessary
security for:
(a) the production and delivery of blank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b) the custody, handling and accountability for blank and completed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 the processing of applications, the completion of the blank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into personalized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by the authority and unit responsible for issuing them and the
delivery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d)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database; and
(e) the quality control of procedures and periodic evaluations.
3. Subject to paragraph 2 above, Annex III may be amend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8, taking account of the need to give Members sufficient
time to make any necessary revisions to their processes and procedures.
4. Each Member shall carry out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its system for issuing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including quality-control procedures, at least every five years. Reports on
such evaluations, subject to the removal of any confidential material,
shall be provid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th a copy to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in the Member concerned. This reporting require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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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에 언급된 세부사항은 기구의 회원국에 있는 출입국 당국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전자적으로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영구적인 연락처를
통해서 항상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 협약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권리 기준이 준수
되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완비되지 않는 한, 데이터 특히 사진이
교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7. 회원국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자료가 선원신분증명서 검증 이외의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품질관리 및 평가
1. 품질관리절차를 포함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최저 요건은 이 협약 부속서 (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 최저 요건은 선원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자국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회원국이 달성
하여야 할 의무적인 결과를 정하고 있다.
2. 과정 및 절차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비되어야
한다.
㈎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
㈏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와 완성된 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책임
㈐ 발급신청서의 처리, 권한 있는 기관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부서에 의하여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를 특정인의 선원신분증명서로
완성하는 것, 선원신분증명서의 전달
㈑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및 유지
㈒ 절차의 품질관리 및 주기적 평가
3. 제2항에 따라, 부속서 (다)는 회원국에게 자국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
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적어도 5년에 한번 품질관리절차를 포함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국 시스템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한 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일체의 기밀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회원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의 대표단체를 위한 사본과 함께 국제
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보고 요건은 국제
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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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make these evaluation reports
available to Members. Any disclosure, other than those authorized by
this Convention,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porting Member.
6.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cting on the
basis of all relevan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by it, shall approve a list of Members which fully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7. The list must be available to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t all
times and be updated as appropriate information is received. In
particular, Members shall be promptly notified where the inclusion of
any Member on the list is contested on solid grounds in the
framework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8.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Governing Body,
provision shall be made for Members which have been or may be
excluded from the list, as well as interested governments of ratifying
Members and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to make their views known to the Governing Body,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above and to have any disagreements
fairly and impartially settled in a timely manner.
9. The recognition of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issued by a Member is
subject to its compliance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Article 6 FACILITATION OF SHORE LEAVE AND TRANSIT AND
TRANSFER OF SEAFARERS
1. Any seafarer who holds a valid seafarers' identity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a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be recognized as a seafarer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vention unless clear grounds exist for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2. The verification and any related inquiries and formalities needed to
ensure that the seafarer for whom entry is requested pursuant to
paragraphs 3 to 6 or 7 to 9 below is the holder of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t no cost to the seafarers or shipowners.

Shore leave
3. Verification and any related inquiries and formal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carried out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provided that reasonable advance notice of the holder's arrival was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notice of the holder's
arrival shall include the details specified in section 1 of Annex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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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노동사무소는 회원국이 이들 평가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협약에 의해 허가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의 동의를 요한다.
6. 국제노동사무소의 이사회는, 자신이 만든 조치에 따라서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제1항에서 언급한 최소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회원국의
명단을 승인하여야 한다.
7. 이 명단은 기구의 회원국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명단에 어떤 회원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제8항에서 언급한 절차의 틀 내에서 확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회원국들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8. 이사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서, 그 목록으로부터 제외되었거나 제외될
수 있는 회원국과 관심 있는 비준한 회원국의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단체로 하여금,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이사회에
밝히고 또한 의견차이를 적시에 타당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9.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인정은 제1항에서 언급한 최소
요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6 조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전선의 간편화
1. 이 협약이 발효 중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발급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이 협약이 의미하는 선원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2. 아래 제3항 내지 제6항 또는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입국을 요청하는
선원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자라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증, 일체의 관련 질의 및 정식절차는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상 륙
3. 제2항에서 언급한 검증, 일체의 관련 질의 및 정식절차는,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 소지자의 합리적인 사전 도착통지를 접수한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실시되어야 한다. 소지자의 도착통지는 부속서 (나)의
제1절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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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unless clear grounds exist for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permit th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a seafarer holding a valid seafarer's identity
document, when entry is requested for temporary shore leave while
the ship is in port.
5. Such entry shall be allowed provided that the formalities on arrival of
the ship have been fulfilled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no
reason to refuse permission to come ashore on grounds of public
health,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6. For the purpose of shore leave seafarers shall not be required to hold
a visa. Any Member which is not in a position to fully implement
this requirement shall ensure that its laws and regulations or practice
provide arrangements that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ransit and transfer
7.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lso permit th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seafarers
holding a valid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upplemented by a
passport, when entry is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a) joining their ship or transferring to another ship;
(b) passing in transit to join their ship in another country or for
repatriation; or any other purpose approved by the authorities of
the Member concerned.
8. Such entry shall be allowed unless clear grounds exist for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no reason to refuse entry on grounds of
public health,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9. Any Member may, before permitting entry into its territory for one of
the purposes specified in paragraph 7 above, require satisfactory
evidence, including documentary evidence of a seafarer's intention
and ability to carry out that intention. The Member may also limit
the seafarer's stay to a period considered reasonable for the purpose
in question.
Article 7 CONTINUOUS POSSESSION AND WITHDRAWAL
1.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remain in the seafarer's
possession at all times, except when it is held for safekeeping by the
master of the ship concerned, with the seafarer's writte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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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협약이 발효 중인 회원국은 선박이 항내에 있는 동안의 일시상륙을
위하여 입국이 요청되는 경우,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을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5. 그러한 입국은 선박의 도착에 관한 정식절차가 완료되고 권한 있는 기관이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상륙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한 허가되어야 한다.
6. 상륙 목적을 위하여 선원에게 비자 소지가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이 요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또는 관행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통과 및 전선
7. 이 협약이 발효 중인 회원국은 다음의 목적으로 입국이 요청될 경우에도,
여권이 첨부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에게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자국 영토로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그들의 선박에 승선 또는 다른 선박으로의 전선
㈏ 다른 국가에 있는 그들의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통과 또는 송환;
또는 관련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허가된 다른 목적을 위한
통과
8. 그러한 입국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를
근거로 입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되어야
한다.
9. 모든 회원국은 제7항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로 자국 영토로의 입국을
허가하기 전에, 선원의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할 능력에 관한 문서상의
증거를 포함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선원의
체류를 해당 입국 목적상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지속적인 소지 및 회수
1. 선원신분증명서는, 선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련 선박의 선장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선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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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 shall be promptly withdrawn by the
issuing State if it is ascertained that the seafarer no longer meets the
conditions for its issue under this Convention. Procedures for
suspending or withdrawing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shall be
drawn up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and shall includ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appeal.
Article 8 AMENDMENT OF THE ANNEXES
1.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mendments to
the Annexes may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cting on the advice of a duly constituted tripartite maritime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decision shall require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by the delegates present at
the Conference, including at least half the Member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2. Any Member that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give written
notice to the Director-General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adoption of such an amendment that it shall not enter into force for
that Member, or shall only enter into force at a later date upon
subsequent written notification.
Article 9 TRANSITIONAL PROVISION
Any Member which is a party to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 and which is tak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ith a
view to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its intention to apply the present Convention provisionally.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issued by such a Member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s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issued under it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2 to 5 of this
Convention are fulfilled and that the Member concerned accepts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issued under this Convention.

FINAL PROVISIONS
Article 10
This Convention revises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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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국가는 선원이 더 이상 이 협약에 따른 증명서 발급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선원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지 및 회수절차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단체와
협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속서 개정
1.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속서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구성된 국제
노동기구의 삼자 해사 단체의 자문을 받아 국제노동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그 결정은 최소한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절반을 포함하여 총회
참석 대표의 3분의 2 다수결을 요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은 그러한 개정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국에 대하여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는다거나 추후 서면통보가
있는 날 발효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9 조 경과 규정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의 당사국이자 이 협약을 비준할 목적으로 국제
노동기구 헌장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
에게 잠정적으로 이 협약을 적용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는 이 협약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로
취급된다.

최종 규정
제10조
동 협약은 선원신분증명협약(1958년)을 개정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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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7 February 2006, and
Desiring to create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fundamental principles
to be found in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in particular:
-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and
Mindful of the core mandate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to promote
decent conditions of work, and
Recalling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and
Mindful also that seafarers are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other ILO
instruments and have other rights which are established as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pplicable to all persons, and
Considering that,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seafarers need special protection, and
Mindful also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ship safety, human security
and quality ship management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s amended, and the
seafarer training and competency requirements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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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노동 협약(2006년)
미발효(2008.2.현재) (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2006년 2월 7일 제94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국제노동협약 특히 다음 협약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 뿐 아니라 현행
국제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일성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 1930년 강제노동협약(29호),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
-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100호),
- 1957년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
- 1958년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111호),
- 1973년 최저연령 협약(138호),
- 1999년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82호),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사명인 양호한 근로조건의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기본권에 관한 ILO 선언을 상기하며, 그리고
또한 다른 ILO 문서의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선원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과 자유로서 확립된 기타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해운산업의 범세계적인 특성상, 선원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하고, 그리고
또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과 그 개정규정」과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
협약과 그 개정규정」상 선박안전, 인적 보안 및 선박품질관리에 관한 국제기준
그리고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개정규정」상 선원 훈련 및 해기능력 요건을 염두에 두며,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일반적 법률 체제를 설정하여 대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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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sets out a general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all activities in the oceans
and seas must be carried out and is of strategic importance as the basis for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action and cooperation in the marine sector,
and that its integrity needs to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Article 9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establishes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a flag State with
regard to, inter alia, labour conditions, crewing and social matt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and
Recalling paragraph 8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provides that in no case shall the adoption of
any Convention or Recommendation by the Conference or the ratification of
any Convention by any Member be deemed to affect any law, award,
custom or agreement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o the
workers concerned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r
Recommendation, and
Determined that this new instrument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the
widest possible acceptability among governments, shipowners and seafarer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decent work, that it should be readily
updateable and that it should lend itself to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for the realization
of such an instrument, which is the only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third day of February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General Obligations
Article I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give
complete effect to its provisions in the manner set out in Article VI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all seafarers to decent employment.
2. Member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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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그 체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 협약은 해양분야에 있어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행동 및 협력을 위한 근거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완전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특히 근로조건,
배승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국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하며,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은 어떤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일체의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어떠한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도 본 협약 또는 권고에서
규정된 것보다 관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보증하는 일체의 법률, 판례,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문서는 양호한 근로의 원칙을 좇아야 할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가장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과 용이하게 최신화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집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 회의의 의사일정의 유일한 의제인 그러한 문서의 실현을 위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2006년 2월
23일에 채택한다.

일반적 의무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양호한 고용에 대한 모든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본문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자국의 규정이
철저히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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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and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II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d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particular provisions, the term:
(a)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er, government department
or other authority having power to issue and enforce regulations,
orders or other instructions having the force of law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vision concerned;
(b)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means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Regulation 5.1.3;
(c) gross tonnage means the gross tonnag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tonnage measurement regulations contained in Annex I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or any successor Convention; for ships covered by the
tonnage measurement interim schem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gross tonnage is that which is included
in the REMARKS column of the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1969);
(d) maritime labour certificate means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Regulation 5.1.3;
(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fers to the requirements in these
Articles and in the Regulations and Part A of the Code of this
Convention;
(f)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or engaged or works
in any capacity on board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g)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cludes both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articles of agreement;
(h)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eans any person,
company, institution, agency or other organization, in the public or
the private sector, which is engaged in recruiting seafarers on
behalf of shipowners or placing seafarers with shipowners;
(i) ship means a ship other than one which navigates exclusively in
inland waters or waters within, or closely adjacent to, sheltered
waters or areas where port regulation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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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특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책임당국”이라 함은 관계 규정의 주된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명령을 발행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부서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 “해사노동적합선언서”라 함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을 말한다.
㈐ “총톤수”라 함은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일체의
후속 협약의 부속서 1에 수록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총
톤수를 말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 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총톤수는 1969년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는
총톤수로 한다.
㈑ “해사노동적합증서”라 함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 “이 협약의 요건”이라함은 이 협약의 본문, 규정 및 코드 A편에 있는
요건을 말한다.
㈓ “선원”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
되거나, 종사하거나 또는 근로하는 일체의 자를 말한다.
㈔ “선원근로계약”은 고용계약과 계약주요사항을 포함한다.
㈕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라 함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을 모집
하거나 또는 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일체의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 “선박”이라 함은 전적으로 내해를 항행하거나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된 수역을 항행
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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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hipowner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s fulfil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i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2.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eafarers.
3.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any categories of persons are to be
regarded as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is question.
4.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hips,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other than ships engaged in fishing or in
similar pursuits and ships of traditional build such as dhows and junks.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warships or naval auxiliaries.
5.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this Convention applies to a ship
or particular category of ships,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6.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determines that it would not be
reasonable or practicable at the present time to apply certain details
of the Code referred to in Article VI, paragraph 1, to a ship or
particular categories of ships flying the flag of the Memb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subject matter is dealt with differently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r other measures. Such a
determination may only be made in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may only be
made with respect to ships of less than 200 gross tonnage not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7. Any determinations made by a Member under paragraph 3 or 5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o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8.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the Regulations and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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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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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떤 범주의 자가 선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 후 그 사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하는 선박과 삼각돛 붙이 범선 및 밑이 평평한 범선과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공․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전함 또는 해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이 어떤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의 책임당국은 관계되는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 후 그 사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책임당국이,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일부 세부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그 코드의 관계 규정은 관계사안이 국내 법률 또는 규정 또는 단체
협약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달리 취급되는 범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은 관계되는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를 거쳐서만
하여야 하며 그리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과
관련해서만 하여야 한다.
7. 이 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회원국이 규정한 일체의 결정
사항은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사무종장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8.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대하여 인용하는 것은
동시에 동 협약의 규정과 코드에 대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ILO 주요협약❙ 1157

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Article III
Each Member shall satisfy itself that the provisions of its law and
regulations respect, in the context of this Convention, the fundamental
rights to: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Seafarers' Employment and Social Rights
Article IV
1. Every seafarer has the right to a safe and secur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safety standards.
2.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fair terms of employment.
3.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decen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ship.
4. Every seafarer has a right to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measures and other forms of social protection.
5. Each Member shall ensure, within the limits of its jurisdiction, that
the seafarers' employment and social rights set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e ful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Convention, such implementation may be achieved throug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through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r through other measures or in practic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Article V
1. Each Member shall implement and enforce laws or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hat it has adopted to fulfil its commitments under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ships and seafarers under its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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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및 기본원칙
제3조
각 회원국은 자국 법령의 규정이, 이 협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되도록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
㈐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그리고
㈑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제거

선원의 근로권 및 사회권
제4조
1. 모든 선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일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선원은 공정한 고용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선원은 선내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선원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조치 및 사회적 보호의 기타 형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5.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의 한계 내에서 이 조의 상기 항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근로권과 사회권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협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이행은 국가 법령,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하여 또는 관습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행 및 법집행 책임
제5조
1.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선박 및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이행하고 집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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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hips that fly its flag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regular inspections,
reporting, monitoring and legal proceedings under the applicable laws.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arry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a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as
required by this Convention.
4.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ma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e inspected by a Member other than the flag State,
when the ship is in one of its ports, to determine whether the ship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5. Each Member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if these are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6. Each Member shall prohibit violation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establish sanctions or require the adoption of corrective measures
under its laws which are adequate to discourage such violations.
7. Each Member shall implemen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the ships that fly the
flag of any State that has not ratified this Convention do not receive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the ships that fly the flag of any
State that has ratified it.

Regulations and Parts A and B of the Code
Article VI
1. Th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are
mandatory.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Code are not mandatory.
2. Each Member undertakes to respect the rights and principles set out in
the Regulations and to implement each Regulation in the manner set
out in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In
addition, the Member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implementing
its responsibilities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t B of the Code.
3. A Member which is not in a position to implement the rights and
principles in the manner set out in Part A of the Code may,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this Convention, implement Part A
through provisions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provisions of 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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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주기적 검사, 보고, 감시 및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
및 통제를 행사하여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
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4. 기국이 아닌 회원국도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 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5. 각 회원국은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가 자국 영역에 설치된 경우 이들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과 통제를 효과적 행사하여야 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요건의 위반을 금지하고 그리고 국제협약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하거나 자국 법으로 그러한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시정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7. 각 회원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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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규정과 코드 A편 및 코드 B편
제6조
1. 규정과 코드 A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코드 B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에 설정된 권리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코드 A편의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부가하여
회원국은 코드 B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코드 A편에 설정된 방식으로 권리와 원칙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않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코드 A편의 조항에 실질적
으로 동등한 자국의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하여 코드 A편을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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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the sole purpos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y law,
regulation, collective agreement or other implementing measure shall
be considered to be substantially equivalent, in the context of this
Convention, if the Member satisfies itself that:
(a) it is conducive to the full achievement of the general objec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concerned; and
(b) it gives effect to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concerned.

Consultation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Article VII
Any derogation, exemption or other flexibl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for which the Convention requires consultation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may, in cases wher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or of seafarers do not exist within a Member, only be
decided by that Member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XIII.

Entry into Force
Article VIII
1.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by the Director-General.
3.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re have been registered ratifications by at least 30 Members
with a total share in the world gross tonnage of ships of 33 per cent.
4.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Denunciation
Article IX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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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조 제3항의 유일한 목적상, 일체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이행조치는,
회원국이 다음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관계 코드 A편의 조항 또는 조항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하게
성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b) 코드 A편의 관계 조항 또는 조항들을 유효하게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와의 협의
제7조
협약이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나 회원국내에
선박소유자단체의 대표 또는 선원단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서만 이 협약에 대한 일체의 완화,
적용제외 또는 기타 유연한 적용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

발

효

제8조
1.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3. 이 협약은 세계 총선복량의 33%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에 발효한다.
4.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월에 해당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폐

기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로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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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new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Effect of Entry into Force
Article X
This Convention revises the following Conventions:
Minimum Age (Sea) Convention, 1920 (No. 7)
Unemployment Indemnity (Shipwreck) Convention, 1920 (No. 8)
Placing of Seamen Convention, 1920 (No. 9)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Sea) Convention, 1921 (No. 16)
Seamen's Articles of Agreement Convention, 1926 (No. 22)
Repatriation of Seamen Convention, 1926 (No. 23)
Officers' Competency Certificates Convention, 1936 (No. 53)
Holidays with Pay (Sea) Convention, 1936 (No. 54)
Shipowners' Liability (Sick and Injured Seamen) Convention, 1936 (No. 55)
Sickness Insurance (Sea) Convention, 1936 (No. 56)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1936 (No. 57)
Minimum Age (Sea) Convention (Revised), 1936 (No. 58)
Food and Catering (Ships' Crews) Convention, 1946 (No. 68)
Certification of Ships' Cooks Convention, 1946 (No. 69)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0)
Paid Vacations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2)
Medical Examination (Seafarers) Convention, 1946 (No. 73)
Certification of Able Seamen Convention, 1946 (No. 74)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1946 (No. 75)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1946 (No. 76)
Paid Vacations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1)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Revised), 1949 (No. 92)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49 (No. 93)
Wages, Hours of Work and Manning (Sea) Convention (Revised), 1958 (No. 109)
Accommodation of Crew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0 (No. 133)
Prevention of Accidents (Seafarers) Convention, 1970 (No.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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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간 구속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발효의 효과
제10조
이 협약은 다음 협약을 개정한다.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제7호
1920년 실업보상(선박 멸실․침몰)에 관한 협약 제8호
1920년 해원의 직업소개소 설치에 관한 협약 제9호
1921년 연소자(해상)의 신체검사에 관한 협약 제16호
1926년 해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 제22호
1926년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제23호
1936년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 제53호
1936년 유급휴가(해상)에 관한 협약 제54호
1936년 선박소유자의 책임(해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협약 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에 관한 협약 제56호
1936년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에 관한 협약 제57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개정)협약 제58호
1946년 식량 및 조달(선박 승무원) 협약 제68호
1946년 선박조리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 제69호
1946년 사회보장(선원) 협약 제70호
1946년 유급휴가(선원) 협약 제72호
1946년 신체검사(선원) 협약 제73호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 제74호
1946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 제75호
1946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 제76호
1949년 유급휴가(선원)에 관한 (개정)협약 제91호
1949년 선원 거주설비 (개정)협약 제92호
1949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개정)협약 제93호
1958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개정)협약 제109호
1970년 선원 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 제133호
1970년 재해방지(선원) 협약 제134호

ILO 주요협약❙ 1165

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Continuity of Employment (Seafarers) Convention, 1976 (No. 145)
Seafarers' Annual Leave with Pay Convention, 1976 (No. 146)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No. 147)
Protocol of 1996 to the Merchant Shipping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76 (No. 147)
Seafarers' Welfare Convention, 1987 (No. 163)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Seafarers) Convention, 1987 (No. 164)
Social Security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No. 165)
Repatriation of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No. 166)
Labour Inspection (Seafarers) Convention, 1996 (No. 178)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Convention, 1996 (No. 179)
Seafarer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Convention, 1996 (No. 180).

Depositary Functions
Article XI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denunci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 When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VIII have
been fulfilled,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XII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denunciations registered
under this Convention.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Article XIII
1.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keep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under continuous review through a
committee established by it with special competence in the area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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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976년
1976년
1976년
1987년
1987년
1987년
1987년
1996년
1996년
1996년

고용계속(선원) 협약 제145호
선원 연차유급휴가 협약 제146호
상선최저기준 협약 제147호
상선최저기준 협약 제147호에 대한 1996년 의정서
선원복지협약 제163호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선원) 협약 제164호
사회보장(선원) (개정)협약 제165호
선원송환(선원) (개정)협약 제166호
선원근로감독 협약 제178호
선원 모집 및 배치에 관한 협약 제179호
선원의 근로시간, 선박 승무정원 협약 제180호

기탁의 기능
제11조
1.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본문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무총장은 국제
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 협약이 발효할 날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기구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삼자간위원회
제13조
1. 국제노동사무소의 집행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한 해사노동기준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유지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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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matters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wo representatives nominated by the Government of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the representative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appointed by the Governing Bod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3.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Members which have not yet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but shall
have no right to vote on any matter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Governing Body may invite other organizations
or entities to be represented on the Committee by observers.
4. The votes of each Shipowner and Seafarer representative in the
Committee shall be weighted so as to ensure that the Shipowners'
group and the Seafarers' group each have half the voting power of
the total number of governments which are represented at the meeting
concerned and entitled to vote.

Amendment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V
1. Amendments to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the framework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Organization for the adoption of Conventions. Amendments to
the Code may also be adopted following the procedures in Article XV.
2. In the case of Members whose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were
registered before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 text of the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for ratification.
3. In the case of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text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for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4. An amend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on the date
when there have been registered ratifications, of the amendment or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as the case may be, by at least 30
Members with a total share in the world gross tonnage of ships of at
least 33 per cent.
5. An amendment adopted in the framework of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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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에 따라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삼자간위원회는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의 정부가 지명한 2명의 대표단, 집행이사회가 합동해사
위원회와 협의 후 지명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은 위 위원회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이 협약에 따라서 다루는 일체에 사안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
지는 못한다. 집행이사회는 기타의 단체 또는 기관을 특별삼자간위원회에
참관인으로 대표단이 출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특별삼자간위원회에 있어서 각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의 투표는, 선박
소유자 그룹과 선원 그룹의 비중이 각각,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정부 합계수의 투표권의 절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약의 개정
제14조
1. 이 협약 조항의 어느 것에 대한 개정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19조의
체제와 협약의 채택을 위한 동 기구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코드에 대한 개정안도 본문 제15조의 절차를 취한 후에
채택될 수 있다.
2.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비준을 위하여 그들에게 개정안의 문안이 전달되어야 한다.
3. 동 기구의 기타 회원국의 경우에는, 헌장 제19조에 따라서 비준을
위하여 그들에게 협약과 개정안의 문안이 전달되어야 한다.
4. 개정안은, 세계 총선복량의 33%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이상의 회원국이,
경우에 따라 개정안 또는 협약과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등록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5. 헌장 제19조의 체제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동 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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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r any Me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o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has been
registered, whichever date is later.
7. Subject to paragraph 9 of this Article, for Member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Convention as amended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o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ir ratifications of the Convention have been registered, whichever
date is later.
8. For those Members whos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was
registered before the adoption of an amendment but which have
not ratified the amendment,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without the amendment concerned.
9. Any Member whos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is registered after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but before the dat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may, in a declaration accompany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specify that its ratification relates to the
Convention without the amendment concerned. In the case of a
ratification with such a declaration,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 was registered. Where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is
not accompanied by such a declaration, or where the ratification is
registered on or after the date referred to in paragraph 4,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 was registered and,
upon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this
Article, the amendment shall be binding on the Member concerned
unless the amendment provides otherwise.

Amendments to the Code
Article XV
1. The Code may be amended either by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XIV or,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the pre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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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 또는 개정안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 중 나중의 날짜에 개정안이 발효한다.
7. 이 조 제9항을 조건으로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 또는 협약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 중 나중의 날짜에 협약과 개정안이 발효
한다.
8. 이 협약은 개정안의 채택 전에,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하였으나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발효 상태를
유지한다.
9. 개정안이 채택된 후 그러나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짜 이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일체의 회원국은, 비준문서에 첨부된 선언으로
해당 비준이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에 관계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된 비준의 경우에는 동 협약은 해당 비준서가
등록된 날 이후 12개월에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비준문서에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비준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비준서가 등록된 날짜 이후 12개월에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해당 개정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7항에 따른 발효 즉시 그 개정안은 관계 회원국을 구속한다.

코드의 개정
제15조
1. 코드는 본문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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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 amendment to the Code may be propo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y the government of any Member
of the Organization or by the group of Shipowner representatives or
the group of Seafarer representatives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XIII. An amendment proposed
by a government must have been proposed by, or be supported by,
at least five governments of Member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or by the group of Shipowner or Seafarer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3. Having verified that the proposal for amend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communicate the proposal, accompanied by any comments or
suggestions deemed appropriate, to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ith an invitation to them to transmit their observations or suggestions
concerning the proposal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or such other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nor more than nine
months) prescribed by the Governing Body.
4. At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proposal, accompanied by a summary of any observations or
suggestions made under that paragraph,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t a meeting. An amendment shall be
considered adopted by the Committee if:
(a) at least half the governments of Member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are represented in the meeting at which the proposal
is considered; and
(b) a majority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vote
in favour of the amendment; and
(c) this majority comprises the votes in favour of at least half the
government voting power, half the Shipowner voting power and
half the Seafarer voting power of the Committee members
registered at the meeting when the proposal is put to the vote.
5. Amendment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be submitted to the next session of the Conference for approval.
Such approval shall require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by the delegates present. If such majority is not obtained, the
proposed amendment shall be referred back to the Committee for
reconsideration should the Committee so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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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에 대한 개정안은, 기구의 일체의 회원국 정부 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삼자간위원회로 지명된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자 그룹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안될 수 있다. 한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최소한 협약을 비준한 5개의 정부 또는 이 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 그룹에 의하여 제안
되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3. 개정 제안이 이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한 후, 사무총장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체의 의견과 권고를 첨부하여 그 제안을 신속
하게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6개월의 기간 또는 집행이사회가 설정한
다른 기간(3개월 미만이거나 9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내에 그
제안에 관한 그들의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을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종료시점에서 회원국에 의한 일체의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의 요약서를 첨부한 제안서가 특별삼자간위원회
에게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 동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 동 제안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정부의 최소한
절반이 참석하였을 것, 또한
㈏ 동 위원회의 최소한 2/3의 다수결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투표
하였을 것, 또한
㈐ 그 제안이 투표에 붙여졌을 때 회의에 등록된 동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한 정부 투표권의 절반, 선박소유자 투표권의 절반 그리고 선원
투표권의 절반이 찬성의 투표를 하였을 것
5. 이 조 제4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승인은 출석 대표단의 2/3 다수결을 요한다.
그러한 다수결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특별삼자간위원회가
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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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endments approved by the Conference shall be notified by the
Director-General to each of the Members whose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were registered before the date of such approval by the
Conference. These Members are referred to below as the ratifying
Members . The notification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e present
Article and shall prescribe the period for the communication of any
formal disagreement. This period shall be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unless, at the time of approval, the Conference has set
a different period, which shall be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
copy of the notifica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their information.
7. An amendment approved by the Conferen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unless, by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formal
expressions of disagreement have been received by the Director-General
from more than 40 per cent of th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nd which represent not less than 40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s of th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8. An amendment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shall come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for all the ratifying
Members except those which had formally expressed their dis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this Article and have not withdrawn
such dis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However:
(a) before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any ratifying Member
may give notice to the Director-General that it shall be bound by
the amendment only after a subsequent express notification of its
acceptance; and
(b)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any
ratifying Member may give notice to the Director-General that it
will not give effect to that amendment for a specified period.
9. An amendment which is the subject of a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8(a)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Member
giving such notice six months after the Member has notified the
Director-General of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or on the date
on which the amendment first comes into force, whichever date is
later.
10.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8(b) of this Article shall not go
beyond one year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or beyond any longer period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at the
time of approval of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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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총회에 의하여 승인이 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각 회원국에게 사무총장이 통고하여야 한다. 이
회원국들은 아래에서 “비준회원국”이라고 지칭한다. 그 통고는 이 조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반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승인 당시에 총회가 최소한 1년인 다른
기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고일로부터 2년이어야 한다. 그
통고의 사본을 동 기구의 타 당사국에도 정보사항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7.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시까지 동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40개국을 초과하고 동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선복량의
40% 이상을 구성하는 회원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반대의 의사가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은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11항에 따라서 그 반대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비준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비준 회원국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의 종료 후 6개월에
발효한다. 그러나,
㈎ 명시된 기간의 종료 전에, 일체의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자국이
수락의 명시적 의사를 표시를 한 후에만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안이 발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 개정안의 발효일 전에, 일체의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어떤 특정의
기간동안 당해 개정안이 발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9. 이 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통지가 적용되는 개정안은, 해당 회원국이
개정안의 수락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날 또는 그 개정안이 최초로 발효한
날 중 나중의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0. 이 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1년 또는
그 개정안의 승인 시 총회가 결정한 다른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ILO 주요협약❙ 1175

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11. A Member that has formally expressed disagreement with an
amendment may withdraw its disagreement at any time. If notice of
such withdrawal is received by the Director-General after the
amendment has entered into force,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Member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was registered.
12. After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the Convention may only
be ratified in its amended form.
13. To the extent that a maritime labour certificate relates to matters
covered by an amendment to the Convention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a) a Member that has accepted that amendment shall not be obliged
to extend the benefit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s issued to ships flying the flag of another
Member which:
(i)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is Article, has formally expressed
disagreement to the amendment and has not withdrawn such
disagreement; or
(ii) pursuant to paragraph 8(a) of this Article, has given notice that
its acceptance is subject to its subsequent express notification
and has not accepted the amendment; and
(b) a Member that has accepted the amendment shall extend the
benefit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s issued to ships flying the flag of another Member that
has given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8(b) of this Article, that it
will not give effect to that amendment for the period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Authoritative Languages
Article XVI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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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국은 언제나 반대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한 후에 사무총장이 그러한 철회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개정안은 그 통지가 등록된 날 후 6개월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2. 개정안이 발효한 후, 협약은 개정된 형태로만 비준될 수 있다.
13. 해사노동적합증서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계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 동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할 의무는 없다.
⑴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그 개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 또는
⑵ 이 조 제8㈎호에 따라서 자국의 수락은 후속의 명시적 통지에 의한다는
통고를 하고 동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이 조 제8㈏호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서 명시한 기간동안 해당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한 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식 언어
제16조
이 협약 내용의 영어 및 불란서어 판은 동등한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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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7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200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Ninety-fifth Session on 31 May 2006,
Recognizing the global magnitude of occupational injuries, diseases and
deaths, and the need for further action to reduce them, and
Recalling that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sickness, disease and injury
arising out of employment is among the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s set out in its Constitution, and
Recognizing that occupational injuries, diseases and deaths have a negative
effect on productivity and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Noting paragraph III(g) of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which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s the solemn obligation to
further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programmes which will achieve
adequate protection for the life and health of workers in all occupations, and
Mindful of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 and
No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 155),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commendation, 1981 (No. 164), and other
instrument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levant to the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Recalling that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s par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agenda of decent work for a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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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호 협약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2006년)
효력발생：2009년 2월 20일 (16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국가 시스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여야 함
회원국은 국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촉진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한 단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시켜야 함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2006년 5월 31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95차 회기에서,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의 세계적 규모와 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고용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에 해당함을 상기하며,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이 생산성 및 경제․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직종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절하게 보호할 프로
그램을 전세계 국가들 사이에 발전시킬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필라델피아
선언 III(g)에 주목하며,
1998년 ILO 근로자기본권 선언 및 그 후속조치에 유의하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및 1981년 산업안전보건권고(제164호)와 산업
안전보건 증진체계와 관련된 기타 국제노동기구 기제들에 주목하며,
산업안전보건의 증진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이라는 국제노동기구 의제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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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the Conclusions concerning ILO standards-related activities in the
are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global strategy,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91st Session (2003), in particular
relating to ensuring that priority be given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national agendas,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continuous promotion of a national preventative
safety and health culture,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if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six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2006.

I. DEFINITION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national policy refers to the national policy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Article 4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 155);
(b) the term national syste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 national
system refers to the infrastructure which provides the main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national policy and national
programm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 the term national programm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
national programme refers to any national programme that includes
objectives to be achieved in a predetermined time frame,
priorities and means of action formulated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means to assess progress;
(d) the term a national preventative safety and health culture refers to
a culture in which the right to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s respected at all levels, where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s actively participate in securing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through a system of defined righ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nd where the principle of prevention is accorded the
highes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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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별 의제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우선시 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ILO 제91차 총회(2003년)에서 채택한 국제적 전략인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ILO
기준 관련 활동에 관한 결론을 상기하며,
계속적인 국가적인 예방적 안전․보건 문화를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며,
2006년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2006년 6월 15일
채택한다.

I. 정 의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국가정책‘이라는 용어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제4조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립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국가
정책을 말한다.
㈏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또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국가정책과 국가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체계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또는 국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계획 내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우선과제 및 행동 수단,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 ‘국가적인 예방적 안전보건 문화’라는 용어는 권리․책임․의무가
뚜렷한 시스템을 통해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확보에 적극 참여하고 예방 원칙을 최우선시 하는 가운데 안전
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 대한 권리가 모든 단계에서 존중되는 문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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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BJECTIVE
Article 2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promote continuous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 prevent occupational
injuries, diseases and deaths, by the develop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of a national policy, national system and national programme.
2. Each Member shall take active steps towards achieving progressively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through a national system
and national programm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set out in instrument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relevant to the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3. Each Member,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periodically consider what measures
could be taken to ratify releva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s of the ILO.

III. NATIONAL POLICY
Article 3
1. Each Member shall promote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by formulating a national policy.
2. Each Member shall promote and advance, at all relevant levels, the
right of workers to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3. In formulating its national policy, each Member, in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shall promote basic principles
such as assessing occupational risks or hazards; combating occupational
risks or hazards at source; and developing a national preventative
safety and health culture that include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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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목적
제2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국가 시스템 및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국은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기제에
명시된 원칙들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시스템 및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ILO의
관련 산업안전보건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주기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III. 국가정책
제3조
1. 회원국은 국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촉진
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모든 관련한 단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 상황 및 관행을
고려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업무상 위험을
평가하고, 업무상 위험을 원천에서부터 근절하고, 정보․협의․훈련을
포함하는 국가적인 예방적 안전보건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의 기본 원칙들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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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NATIONAL SYSTEM
Article 4
1. Each Member shall establish, maintain, progressively develop and
periodically review a national syste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2. The national syste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all include
among others:
(a) laws and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where appropriate, and
any other relevant instrument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 an authority or body, or authorities or bodies, responsibl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c) mechanisms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systems of inspection; and
(d) arrangements to promote,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cooperation
between management,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s an
essential element of workplace-related prevention measures.
3. The national syste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a national tripartite advisory body, or bodies, address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ssues;
(b)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 the pro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d)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e) research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 a mechanism for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ILO instruments;
(g) provisions for collaboration with relevant insurance or social
security schemes cover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nd
(h) support mechanisms for a progressiv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ditions in micro-enterprise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in the inform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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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제도
제4조
1.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수립․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시스템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절한 경우 단체협약, 기타 관련 기제
㈏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지정된 산업안전보건 관할 정부당국이나 기관,
또는 정부당국들이나 기관들
㈐ 국내법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제도를 포함한 메커니즘
㈑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간의 협력을
작업장 관련 예방적 조치의 중요한 요소로서 촉진하기 위한 장치
3.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시스템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국가 차원의 노사정 3자 자문기구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자문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제공
㈑ 국내법과 관행에 의거한 산업보건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 관련 ILO 기제를 고려한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자료의 수립 및
분석을 위한 메커니즘
㈔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관련 보험 또는 사회보장 제도와의 협력
규정
㈕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및 비공식 경제부문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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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ATIONAL PROGRAMME
Article 5
1. Each Member shall formulate, implement, monitor, evaluate and
periodically review a national programm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2. The national programme shall:
(a)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preventative safety and
health culture;
(b)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eliminating or
minimizing,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work-related
hazards and risk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in order to prevent occupational injuries, diseases and deaths and
promote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c) be formulated and reviewed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national situation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cluding analysis of the national syste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 include objectives, targets and indicators of progress; and
(e) be supported, where possible, by other complementary national programmes
and plans which will assist in achieving progressively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3. The national programme shall be widely publicized and, to the
extent possible, endorsed and launched by the highest national
authorities.

VI. FINAL PROVISIONS
Article 6
This Convention does not revise any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or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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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 프로그램
제5조
1.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 및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국가 프로그램은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적인 예방적 안전보건 문화의 발전을 촉진한다.
㈏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정도로 업무관련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한다.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가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수립․검토된다.
㈑ 목적, 목표 및 성과 지표를 포함한다.
㈒ 가능한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의 점진적 달성을 지원할 기타
보완적인 국가 프로그램 및 계획의 지원을 받는다.
3. 국가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가능한 한 최고 국가 기관이 승인
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VI. 최종 조항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국제노동협약 또는 권고도 개정하지 않는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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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ninety-sixth Session on
30 May 2007, and
Recognizing that globalization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fishing sector,
and
Noting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undamental rights to be found in the
following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and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and
Noting the relevant instrument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No. 155) and
Recommendation (No. 164), 1981, and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No. 161) and Recommendation (No. 171), 1985, and
Noting,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No. 102), and considering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77 of that
Convention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protection extended by Members
to fishers under social security schemes, and
Recognizing tha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siders fishing as
a hazardous occupation when compared to other occupations, and
Noting also Article 1, paragraph 3,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Revised), 2003 (No. 185), and
Mindful of the core mandate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to promote
decent conditions of work, and

1188 ❙ILO

Conventions

제188호 어선근로 협약(2007년)

제188호 협약

어선근로 협약(2007년)
미발효(2008.2.현재)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집행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져 2007년 5월 30일자에
제96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세계화가 어업부문에 끼치는 큰 영향을 인식하며, 그리고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기본권에 관한 ILO선언」을 주목하고, 그리고
다음의 국제노동협약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원칙을 고려하며,
-「1930년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100호)」
-「1957년 강제근로의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
-「1958년 차별대우(고용 및 직업)에 관한 협약(111호)」
-「1973년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38호)」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호)」, 그리고
특히, 다음의 국제노동기구 관련 문서를 주목하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155호) 및 권고(164호)」
-「1985년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161호) 및 권고(171호)」
부가적으로,「1952년 사회보장(최저요건)에 관한 협약(102호)」을 주목하고, 해당
협약의 제77조 규정은 회원국에 의해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어선원을 확대 보호
하기 위해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고려하며,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어업이 위험직업으로 고려됨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2003년 개정 선원신분증명서 협약(185호)」제1조 제3항을 주목
하며,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사명인 양호한 근로조건의 증진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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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ul of the need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fishers in this
regard,and
Recall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revise the follow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specifically
concerning the fishing sector, namely the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No. 112), the Medical Examination (Fishermen) Convention,
1959 (No. 113), the Fishermen's Articles of Agreement Convention, 1959 (No. 114),
and the Accommodation of Crews (Fishermen) Convention, 1966 (No. 126), to
bring them up to date and to reach a greater number of the world's
fishers, particularly those working on board smaller vessels, and
Noting that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is to ensure that fishers have
decent conditions of work on board fishing vessels with regard to minimum
requirements for work on board; conditions of service; accommodation and
foo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and social
security,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work in the fishing sector,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four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sev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Part I. Definitions and scope
Definition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 commercial fishing means all fishing operations, including fishing
operations on rivers, lakes or canals, with the exception of
subsistence fishing and recreational fishing;
(b)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er, government department
or other authority having power to issue and enforce regulations,
orders or other instructions having the force of law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visi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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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어선원의 권리는 보호 및 증진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며,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상기하고, 그리고
다음 국제협약의 최신화와 특히 소형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수많은 세계 어선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특별히 어업부문에 관하여
채택된 다음 국제협약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며,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에 관한 협약(112호)」
-「1959년 건강검진(어선원)에 관한 협약(113호)」
-「1959년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14호)」
-「1966년 선원(어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협약(126호)」, 그리고
이 협약의 목적은 어선원이 근무조건, 거주구역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승선중 근로를 위한 최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어선에
승선중 양호한 근로조건의 보장에 있음을 주목하고, 그리고
이 회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로서 어업부문의 근로에 관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그리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2007년 6월
14일에 채택한다.

제 1 편 정의 및 적용범위
정 의
제1조
협약의 목적상
㈎ “상업적 어로”라 함은 강, 호수 및 운하에서의 어로작업을 포함한
모든 어로작업을 말한다. 다만, 생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어로는
제외한다.
㈏ “책임당국”이라 함은 관계 규정의 주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명령을 발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부서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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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sultation means consult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nd in particular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s, where they exist;
(d) fishing vessel owner means the owner of the fishing vessel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vessel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fishing vessel owner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fulfils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the fishing vessel owner;
(e) fisher means every person employed or engaged in any capacity or
carrying out an occupation on board any fishing vessel, including
persons working on board who are paid on the basis of a share
of the catch but excluding pilots, naval personnel, other persons in
the permanent service of a government, shore-based persons
carrying out work aboard a fishing vessel and fisheries observers;
(f) fisher's work agreement means a contract of employment, articles
of agreement or other similar arrangements, or any other contract
governing a fisher's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n board a vessel;
(g) fishing vessel or vessel means any ship or boat, of any nature
whatsoever, irrespective of the form of ownership,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fishing;
(h) gross tonnage means the gross tonnag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tonnage measurement regulations contained in Annex I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or any instrument amending or replacing it;
(i) length (L) shall be taken as 96 per cent of the total length on a
waterline at 85 per cent of the least moulded depth measured from
the keel line, or as the length from the foreside of the stem to the
axis of the rudder stock on that waterline, if that be greater. In
vessels designed with rake of keel, the waterline on which this
length is measured shall be parallel to the designed waterline;
(j) length overall (LOA) shall be taken as the distance in a straight
line parallel to the designed waterline between the foremost point
of the bow and the aftermost point of the stern;
(k)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eans any person, company,
institution, agency or other organization, in the public or the
private sector, which is engaged in recruiting fishers on behalf of,
or placing fishers with, fishing vessel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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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라 함은 협약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취해져야할 조치와 협약
하에서 허용되는 일체의 완화, 면제 또는 기타 유연성 있는 적용에
관하여 책임당국과 관련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와의 협의를
말한다. 다만, 어선선박소유자와 어선원의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당국과 그들과의 협의를 말한다.
㈑ “어선소유자”라 함은 어선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그리고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어선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와는 관계없이 그 책임의
위탁 시 이 협약에 따라서 어선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
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일체의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어선원”이라 함은 어획량 할당에 기초하여 보수를 받고 있는 선내
근로중인 어선원을 포함하여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자격이 있거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어선에서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다만, 도선사, 해군, 기타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영구적인 정부
근무자 및 육상 근무자와 어업감시자는 제외한다.
㈓ “어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계약, 고용계약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
이나 어선원의 선박내 거주 및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그 밖의 계약을
말한다.
㈔ “어선” 또는 “선박”이라 함은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이든 소유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적 어로를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질 의도가
있는 모든 종류의 선박이나 주정을 말한다.
㈕ “총톤수”는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Ⅰ과 이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일체의 문서에 포함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를 말한다.
㈖ “길이(L)”이라 함은 용골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 깊이의 85%에
있어서의 수선상 총 길이의 96% 또는 그 수선상에 있는 선수재의 전면
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까지의 길이 중 큰 것을 말한다. 용골이 경
사하여 설계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 그 길이를 측정하는 수선은 계획
수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 “전장(LOA)”이라 함은 선수의 최전단과 선미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
㈘ “모집과 직업소개업체”라 함은 어선소유자를 대신하여 어선원을 모집
하거나 또는 어선원의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영역에서의
일체의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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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kipper means the fisher having command of a fishing vessel.

Scope
Article 2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fishers and all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mmercial fishing operations.
2.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a vessel is engaged in commercial
fishing,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3. Any Member, after consultation, may extend, in whole or in part, to
fishers working on smaller vessels the protection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fishers working on vessels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Article 3
1.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raises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in the light of the particular conditions of service of
the fishers or of the fishing vessels' operations concerned, a Member
may, after consultation, exclude from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or from certain of its provisions:
(a) fish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operations in rivers, lakes or
canals;
(b) limited categories of fishers or fishing vessels.
2. In case of exclusion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ere
practicabl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to extend progressively the requirements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categories of fishers and fishing vessels concerned.
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a) in its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 list any categories of fishers or fishing vessels excluded under
paragraph 1;
(ii) give the reasons for any such exclusions, stating the respective
positions of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s, where they exi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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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장”은 어선을 지휘하는 어선원을 말한다.

범 위
제2조
1.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상업적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한다.
2. 선박이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 책임당국은
그 문제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협의 후 이 보다 작은 선박에서 근로하는 어선원
에게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확대할 수 있다.
제3조
1. 협약의 적용은 어선원의 특별한 근무조건이나 관계된 어선의 조업의 견지
에서 중대한 성질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은, 협의 후, 이
협약의 요구사항 또는 협약의 특정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 강, 호수 또는 운하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
㈏ 어선원 또는 어선의 한정된 범주
2. 상기 항에 따라 면제된 경우, 책임당국은 실행 가능한 한 이들의 관계된
어선원 및 어선의 범주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⑴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어선원 또는 어선의 범주를 수록할 것
⑵ 관계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 특히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대표단체가 있을 경우 그들 각각의 입장을 진술한 그 같은 면제의
사유를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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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scribe any measures taken to provide equivalent protection to
the excluded categories; and
(b) in subsequent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describe
any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4
1. Where it is not immediately possible for a Member to implement all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owing to special
problems of a substantial nature in the light of insufficiently developed
infrastructure or institutions, the Member may, in accordance with a
plan drawn up in consultation, progressively implement all or some
of the following provisions:
(a) Article 10, paragraph 1;
(b) Article 10, paragraph 3, in so far as it applies to vessels remaining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c) Article 15;
(d) Article 20;
(e) Article 33; and
(f) Article 38.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fishing vessels which:
(a) are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or
(b) remain at sea for more than seven days; or
(c) normally navigate at a distance exceeding 20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line of the flag State or navigate beyond the outer edge
of its continental shelf, whichever distance from the coastline is
greater; or
(d) are subject to port State control as provided for in Article 43 of
this Convention, except where port State control arises through a
situation of force majeure,
nor to fishers working on such vessels.
3. Each Member which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afforded in
paragraph 1 shall:
(a) in its first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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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면제된 범주들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일체의 조치를
기술할 것
㈏ 협약의 적용에 관한 후속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라 취해진 일체의 조치를
기술할 것

제4조
1. 회원국은 자국의 불충분한 기반시설 및 법령의 견지에서 중대한 성질의
특별한 문제로 인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된 모든 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하여 입안된 계획에 따라 다음 규정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다만,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선박에 적용한다.
㈐ 제15조
㈑ 제20조
㈒ 제33조, 그리고
㈓ 제38조
2. 제1항은 다음 어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또는
㈏ 7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
㈐ 통상적으로 기국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한 영역 또는 기국의
대륙붕 외곽쪽 경계밖의 영역 중 해안선으로부터 보다 먼 영역에서
항해하는 어선
㈑ 이 협약의 제43조에 규정된 항만국통제의 대상이 되는 어선. 다만,
항만국통제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항에서 주어진 가능성 그 자체를 적용한 각 회원국은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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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dicat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o be progressively
implemented;
(ii) explain the reasons and state the respective positions of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and in
particular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s, where they exist; and
(iii) describe the plan for progressive implementation; and
(b) in subsequent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describe measures taken with a view to giving effect to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5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may decide to use length overall (LOA) in place of length
(L) as the basis for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the equivalence
set out in Annex I.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the paragraphs
specified in Annex III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may decide to use gross tonnage in place of length
(L) or length overall (LOA) as the basis for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the equivalence set out in Annex III.
2. In the reports submitted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the
Member shall communicate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taken
under this Article and any comments arising from the consultation.

Part II. General principles
Implementation
Article 6
1. Each Member shall implement and enforc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hat it has adopted to fulfil its commitments under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fishers and fishing vessels under its
jurisdiction. Other measures may include collective agreements,
court decisions, arbitration awards, or other means consistent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any law, award or custom, or
any agreement between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s, which ensur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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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지기로 한 협약의 규정들을 표시할 것
⑵ 그 사유와 관계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 특히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대표단체가 있을 경우 그들 각각의 입장을 기술할 것
⑶ 점진적 이행을 위한 계획을 기술할 것
㈏ 협약의 적용에 관한 후속보고서에는 협약의 모든 규정들이 효력을 갖기
위한 관점에서 취해진 조치를 기술할 것

이행 및 법집행 책임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책임당국은 협의 후 부속서 Ⅰ에 규정된 동등규정에
따라 측정단위로서 길이(L) 대신에 전장(LOA)을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이 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각 항들의 목적상,
책임당국은 협의 후 부속서 Ⅲ에 규정된 동등기준에 따라 측정단위로서
길이(L) 또는 전장(LOA) 대신에 총톤수를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회원국은 이 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의 사유와 협의시 제기된 일체의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 2 편 일반원칙
이 행
제6조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어선원 및 어선에 관하여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채택되어진 법령 또는 기타 조치들을
이행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기타 조치들에는 단체협약, 법원판결, 중재
판정 또는 국내법 및 실무와 모순됨이 없는 기타 수단들을 포함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에 규정된 요구사항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어떠한 법, 판결이나 관습 또는 어선소유자와 어선원간의 일체의 근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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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authority and coordination
Article 7
Each Member shall:
(a)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and
(b) establish mechanisms for coordination among relevant authorities for
the fishing sector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s appropriate,
and define their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lementarities and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Responsibilities of fishing vessel owners, skippers and
fishers
Article 8
1. The fishing vessel owner has the overal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skipper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and facilities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2. The skipper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of the fishers on
board and the safe operation of the vesse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a) providing such supervision as will ensure that, as far as possible,
fishers perform their work in the best conditions of safety and
health;
(b) managing the fishers in a manner which respects safety and
health, including prevention of fatigue;
(c) facilitating on-boar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wareness
training; and
(d) ensuring compliance with safety of navigation, watchkeeping and
associated good seamanship standards.
3. The skipper shall not be constrained by the fishing vessel owner from
taking any decision which, in the professional judgement of the
skipper,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vessel and its safe navigation
and safe operation, or the safety of the fishers on board.
4. Fishers shall comply with the lawful orders of the skipper and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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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국 및 조정
제7조
각 회원국은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책임당국 또는 책임당국들을 지정하는 것
㈏ 적합한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어업분야의 관련 책임당국간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그들의 인원과 국가상황 및 실무를 고려한 그들의 기능
및 책임을 정하는 것

어선소유자, 어선장 및 어선원의 책임
제8 조
1. 어선소유자는 어선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및 설비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2. 어선장은 승선중인 어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 어선원이 실행가능한 한 최상의 안전보건상태에서 근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제공하는 것
㈏ 승선중인 어선원들의 피로예방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어선원을 관리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선상 안전의식훈련을 촉진하는 것
㈑ 안전항해, 당직근무 및 이와 연계된 선박운용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
3. 어선장은 어선의 안전, 안전항해 및 안전조업 또는 승선중인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있어 어떠한 결정도 어선
소유자로부터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어선원은 어선장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명령과 적용가능한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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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Minimum requirements for work on board
fishing vessels
Minimum age
Article 9
1. The minimum age for work on board a fishing vessel shall be 16
years. However,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uthorize a minimum
age of 15 for persons who are no longer subject to compulsory
schooling as provided by national legislation, and who are engaged
in vocational training in fishing.
2.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practice, may authorize persons of the age of 15 to perform light
work during school holidays. In such cases, it shall determine, after
consultation, the kinds of work permitted and shall prescribe the
conditions in which such work shall be undertaken and the periods
of rest required.
3. The minimum age for assignment to activities on board fishing
vessels, which by their nature o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carried out are likely to jeopardize the health, safety or morals of
young persons, shall not be less than 18 years.
4. The types of activities to whic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pplies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isks
concerned and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5. The performance of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s from the age of 16 may be authoriz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dec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on condition that the health, safety and morals of the young persons
concerned are fully protected and that the young persons concerned
have received adequate specific instruction or vocational training and
have completed basic pre-sea safety training.
6. The engagement of fishers under the age of 18 for work at night
shall be prohibited.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nigh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It shall cover a
period of at least nine hours starting no later than midnight and
ending no earlier than 5 a.m. An exception to strict compliance with
the night work restriction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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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어선의 선내 근로에 관한 최저요건
최저연령
제9조
1.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하기 위한 최저 연령은 16세이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당국은 국내법령에 의해 규정된 의무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어업분야 직업훈련을 받는 자는 15세로 최저 연령을 정할 수 있다.
2. 책임당국은 국내법 및 관습에 따라 15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방학 기간 동안
경미한 근로를 수행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협의 후
허용된 근로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근로가 행하여 져야
할 조건과 요구되는 휴식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어선에 승선하여 활동이 부여된 최저 연령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근로의
성격 또는 사정이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4. 제3항을 적용하는 활동의 형태는 협의 후 관련된 위험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 법령 또는 책임당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16세의 연령부터 이 조의 제3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수행은 관계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이 전적으로 보호되고, 관계된 연소자가 적절한
특정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을 것과 승선 전 기초안전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조건으로 국내 법령 또는 책임당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6. 야간근로를 위한 18세 미만 어선원의 종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 조의
목적상, “야간”은 국내 법률 및 관습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한다. 야간은
자정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야간 근로 제한의
엄격한 준수에 대한 면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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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effective training of the fisher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grammes and schedules, would be impaired; or
(b) the specific nature of the duty or a recognized training programme
requires that fishers covered by the exception perform duties at
night and the authority determines, after consultation, that the work
will not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their health or well-being.
7.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any obligations assumed by the
Member arising from the ratification of any other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

Medical examination
Article 10
1. No fishers shall work on board a fishing vessel without a valid
medical certificate attesting to fitness to perform their duties.
2.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may grant exemp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and health of fishers, size of the vessel, availability
of medical assistance and evacuation, duration of the voyage, area of
operation, and type of fishing operation.
3. The exemptions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
fisher working on a fishing vessel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or
which normally remains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In urgent
cas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ermit a fisher to work on such
a vessel for a period of a limited and specified duration until a
medical certificate can be obtained, provided that the fisher is in
possession of an expired medical certificate of a recent date.
Article 1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providing
for:
(a) the nature of medical examinations;
(b) the form and content of medical certificates;
(c) the issue of a medical certificate by a dul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r, in the case of a certificate solely concerning eyesight,
by a person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qualified to
issue such a certificate; these persons shall enjoy full independence
in exercising their professional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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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된 어선원의 효과적인 훈련이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라
지장을 주는 경우
㈏ 임무의 특별한 성질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은 어선원이 야간업무
수행의 면제에 따라 적용되도록 요구되며, 책임당국은 협의 후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에 관하여 이롭지 못한 영향이 없는 근로를 결정하는
경우
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로 하여금 다른 기타 국제노동협약의 비준
으로부터 야기되는 일체의 의무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건강진단
제10조
1. 어떠한 어선원도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할 수 없다.
2. 책임당국은, 협의 후, 이 조 제1항의 적용으로부터 어선원의 건강 및 안전,
선박의 크기, 의료원조 및 피난의 가능성, 항해기간 그리고 어로작업 형태를
고려하여 면제를 허락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의 면제는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또는 3일 이상 해상
에서 머무는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
책임당국은 최근 날짜에 만료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한 자가 건강진단서를
획득할 때까지 제한되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선박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허락할 수 있다.

제11조
각 회원국은 다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기타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서의 성질
㈏ 건강진단서의 양식과 내용
㈐ 건강증명서는 정히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 또는 시력에 관한 별도의
진단서의 경우에는 책임당국이 그러한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는 건강
검진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의료적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직업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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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frequency of medical examinations and the period of validity
of medical certificates;
(e) the right to a further examination by a second independent
medical practitioner in the event that a person has been refused a
certificate or has had limitations imposed on the work he or she
may perform; and
(f) other relevant requirements.
Article 12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 10 and Article 11, on a
fishing vessel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or on a vessel which
normally remains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1. The medical certificate of a fisher shall state, at a minimum, that:
(a) the hearing and sight of the fisher concerned are satisfactory for
the fisher's duties on the vessel; and
(b) the fisher is not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fish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safety or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2. The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unless the fisher is under the age of 18, in which case the
maximum period of validity shall be one year.
3.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expires in the course of a
voyage, the certificate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end of that
voyage.

Part IV. Conditions of service
Manning and hours of rest
Article 13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requiring
that owners of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ensure that:
(a) their vessels are sufficiently and safely manned for the safe
navigation and operation of the vessel and under the control of a
competent skipper; and
(b) fishers are given regular periods of rest of sufficient length to
ensure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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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의 주기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
㈒ 건강진단서의 발급이 거부된 자 또는 그가 수행해야할 근로에 관하여
부과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개업의사에 의해 재검사를
받을 권리
㈓ 기타 관련 요구사항들

제12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또는 통상적으로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의 경우;
1. 어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 어선원의 청력 및 시력은 어선에서 어선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만족스러울 것
㈏ 어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하여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기타의 자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일체의 의료조건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아니할 것
2.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다. 다만, 18세 미만의
어선원의 경우 건강진단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다.
3. 항해 중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진단서는 해당
항차가 종료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4편 근 무 조 건
승무정원과 휴식시간
제13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다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 그들의 선박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 및 운항을 위해 충분하고도 안전
하게 배승되어야 하고, 또한 자격을 갖춘 선장의 통제하에 있을 것
㈏ 어선원들에게는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규칙적인
휴식시간이 주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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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1.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 13,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 for vessels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establish a minimum
level of manning for the safe navigation of the vessel, specifying
the number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 fishers required;
(b) for fishing vessels regardless of size remaining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after consultation and for the purpose of limiting
fatigue, establish the minimum hours of rest to be provided to
fishers. Minimum hours of rest shall not be less than:
(i) ten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7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permit, for limited and specified
reasons, temporary exceptions to the limits established in paragraph 1(b)
of this Article. However, in such circumstances, it shall require that
fishers shall receive compensatory periods of rest as soon as practicable.
3.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consultation, may establish alternative
requirements to those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However,
such alternative requiremen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and
shall not jeopardiz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fishers.
4.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mpair the right of the
skipper of a vessel to require a fisher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for the immediate safety of the vessel, the persons on
board or the catch, or for the purpose of giving assistance to other
boats or ships or persons in distress at sea. Accordingly, the skipper
may suspend the schedule of hours of rest and require a fisher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until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the skipper shall ensure that any fishers who have
performed work in a scheduled rest period are provided with an
adequate period of rest.

Crew list
Article 15
Every fishing vessel shall carry a crew list, a copy of which shall be
provided to authorized persons ashore prior to departure of the vessel,
or communicated ashore immediately after departure of the vessel.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determine to whom and when such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and for what purpose or purposes.

1208 ❙ILO

Conventions

제188호 어선근로 협약(2007년)

제14조
1. 제13조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책임당국은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하여 요구
되는 어선원의 숫자와 자격요건을 명시한 최소배승기준을 정할 것
㈏ 선박의 크기와 관계없이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에 대하여, 협의 후
그리고 피로를 제한할 목적상, 어선원에게 제공되어야할 최소 휴식
시간을 정할 것. 최소 휴식시간은 다음의 정해진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⑴ 일체의 24시간 동안 10시간; 그리고
⑵ 일체의 7일 동안 77시간
2. 책임당국은 제한적이고 특정한 사유로, 이 조의 제1(b)항에서 정해진 기준에
대해 일시적인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에 있어서,
휴식시간은 어선원이 실행 가능한 한 보상적인 휴식기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당국은, 협의 후,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대체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대체 요구사항은 실질적
으로 동등하여야 하며,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경우에도 어선, 승선중인 어선원 또는 어획물의 즉각적인
안전이나 해상에서 조난당한 다른 단정, 선박 또는 인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원에게 요구하는 어선장의 권리는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선장은 정상적인 상황
으로 회복되어질 때까지 휴식시간의 계획을 일시중지하고 일체의 필요한
근로를 수행하도록 어선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실행가능한 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어지면, 어선장은 계획된 휴식시간중에 근로를 수행한
모든 어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원명부
제15조
모든 어선은 1통의 선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1통의 사본은 선박의 출항
이전에 육상의 책임당국자들에게 제공되거나 선박의 출항 후 즉시 육상에
전달되어야 한다. 책임당국은 그와 같은 정보를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제공
하여야 하는지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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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s work agreement
Article 16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a) requiring that fishers working on vessels flying its flag have the
protection of a fisher's work agreement that is comprehensible to
them and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b) specifying the minimum particulars to be included in fishers' work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nnex II.
Article 17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regarding:
(a) procedures for ensuring that a fisher has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seek advice on the terms of the fisher's work agreement
before it is concluded;
(b) where applicable, the maintenance of records concerning the
fisher's work under such an agreement; and
(c) the means of settling disputes in connection with a fisher's work
agreement.
Article 18
The fisher's work agreement, a copy of which shall be provided to the
fisher, shall be carried on board and be available to the fisher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to other concerned parties on
request.
Article 19
Articles 16 to 18 and Annex II do not apply to a fishing vessel owner
who is also single-handedly operating the vessel.
Article 20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fishing vessel owner to ensure that
each fisher has a written fisher's work agreement signed by both the
fisher and the fishing vessel owner or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shing vessel owner (or, where fishers are not employed or engaged
by the fishing vessel owner, the fishing vessel owner shall have
evidence of contractual or similar arrangements) providing decent work
and living conditions on board the vessel as required by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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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근로계약
제16조
회원국은 다음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어선원들이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어선원의 근로계약에 의해 보호
되도록 요구하는 것
㈏ 부속서Ⅱ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어선원의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명세들을 명시할 것
제17조
회원국은 다음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 어선원이 어선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조건을 검토할
기회가 부여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
㈏ 그와 같은 근로계약 하에서 어선원의 근로에 관한 기록 유지
㈐ 그와 같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제18조
어선원의 근로계약서는 선내에 비치되어야 하고, 그 사본1부는 어선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어선원과 국내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기타 관련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 내지 제18조와 부속서Ⅱ는 선박을 단독으로 운항하는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 협약의 요구에 따라 선박에 승선 중 양호한 근로 및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어선소유자는 각각의 어선원이 어선원과 어선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어선소유자의 대표자 양자간에 서명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소지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또는 어선원이 어선소유자에 의해 고용되어지거나 종사
되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선소유자는 계약 또는 유사한 협정의 증거를 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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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triation
Article 21
1. Members shall ensure that fishers on a fishing vessel that flies their
flag and that enters a foreign port are entitled to repatriation in the
event that the fisher's work agreement has expired or has been
terminated for justified reasons by the fisher or by the fishing vessel
owner, or the fisher is no longer able to carry out the duties required
under the work agreement or cannot be expected to carry them out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is also applies to fishers from that vessel
who are transferred for the same reasons from the vessel to the
foreign port.
2. The cost of the repatr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borne by the fishing vessel owner, except where the fisher
has been fou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o be in serious default of his or her work agreement
obligations.
3. Members shall prescribe, by means of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he precise circumstances entitling a fisher cover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repatriation, the maximum duration of
service periods on board following which a fisher is entitled to
repatriation, and the destinations to which fishers may be repatriated.
4. If a fishing vessel owner fails to provide for the repatriation referred
to in this Article, the Member whose flag the vessel flies shall
arrange for the repatriation of the fisher concerned an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the cost from the fishing vessel owner.
5.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not prejudice any right of the
fishing vessel owner to recover the cost of repatriation under third
party contractual agreements.

Recruitment and placement
Article 22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fishers
1. Each Member that operates a public service providing recruitment and
placement for fisher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forms part of, or is
coordinated with, a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all workers and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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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환

제21조
1.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어선에 승무하고 외국항에 입항하는
어선원이 어선원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어선원 또는 어선소유자의
정당한 사유로 종료된 경우 또는 선원이 근로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송환될 자격이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동일한 사유로 자국 선박으로부터 외국항으로 전선되어지는 어선원
에게도 적용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송환비용은 어선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법령 또는 기타 조치에 따라 어선원이 자신의 근로계약의무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원국은 선원이 제1항에 따라 송환될 자격이 있는 상세한 상황, 법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해, 어선원이 송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선내 최대
승무기간, 및 어선원이 송환되어질 목적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4. 만약 어선소유자가 이조에 언급된 송환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회원국은 관련된 어선원의 송환을 수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어선소유자로부터 구상할 권리가 있다.
5. 국내법령은 제3자의 계약협정에 따라 송환비용을 구상할 어선소유자의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직업소개
제22조
어선원의 직업소개
1. 어선원 직업소개를 제공할 공공업무를 운영하는 회원국은 그 업무가
모든 근로자 및 고용주를 위한 공공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것과
동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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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private service providing recruitment and placement for fishers
which operates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hall do so in conformity
with a standardized system of licensing or certification or other form
of regulation, which shall be established, maintained or modified only
after consultation.
3. Each Member shall, by means of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a) prohibit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rom using means,
mechanisms or lists intended to prevent or deter fishers from
engaging for work;
(b) require that no fees or other charges for recruitment or placement of fishers
be born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by the fisher; and
(c)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ny licence, certificate or
similar authorization of a private recruitment or placement service
may be suspended or withdrawn in case of violation of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and spec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can operat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4.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No. 181), may allocate certain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to private employment agencies that provide the
serv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of Article 1 of that Convention.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any such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nd of the fishing vessel owners, who shall be the "user
enterprise" for the purpose of that Convention, shall be determined
and allocat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at Convention. Such
a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o ensure
that no allocation of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r obligations to
the private emloyment agencies providing the service and to the
"user enterprise" pursuant to this Convention shall preclude the fisher
from asserting a right to a lien arising against the fishing vessel.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the fishing vessel
owner shall be liable in the event that the private employment
agency defaults on its obligations to a fisher for whom, in the context
of th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No. 181), the
fishing vessel owner is the "user enterprise".
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mpose on a Member
the obligation to allow the operation in its fishing sector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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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체의 사설 어선원직업소개는
표준화된 면허제도, 인증제도 또는 기타 형식의 규제에 적합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제도는 협의 후에만 수립,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법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해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직업소개가 선원이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목적의 수단
또는 메카니즘을 사용하거나 목록의 작성을 금지하는 것
㈏ 어선원의 직업소개를 위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 직업소개의 면허, 인증 또는 유사한 공인에 의한 조건들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중지 또는 철회되어질 수 있도록 정할 것. 그리고 직업
소개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것

사설고용대리업
4.「1997년 사설 고용대리업협약(제181호)」을 비준한 회원국은 해당 협약의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설 고용대리업자들에게 이
협약하에서의 특정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협약의 목적상 “사용
사업체”가 되는 일체의 그와 같은 사설 고용대리업자들 및 어선소유자의
각 책임은 해당 협약의 제12조에서 규정하고 것으로 판단되고 부여되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사설 고용
대리업체들 및 “사용사업체”에게 부여된 어떠한 각각의 책임 또는 의무도
어선소유자에게 발생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어선원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사설 고용대리업자가 「1997년
사설 고용대리업협약(제181호)」의 문맥상 “사용사업체”인 어선소유자를
대신하여 어선원에게 자신의 의무를 태만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6. 이 협약상 어떠한 것도 이 조 제4항에서 언급한 사설 고용대리업자들의
어업부문에서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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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of fishers
Article 23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providing that fishers who are paid a wage are ensured a
monthly or other regular payment.
Article 24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all fishers working on board fishing
vessels shall be given a means to transmit all or part of their payments
received, including advances, to their families at no cost.

Part V. Accomodation and food
Article 25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for fishing
vessels that fly its flag with respect to accommodation, food and potable
water on board.
Article 26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requiring
that accommodation on board fishing vessels that fly its flag shall be of
sufficient size and quality and appropriately equipped for the service of
the vessel and the length of time fishers live on board. In particular,
such measures shall address,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issues:
(a) approval of plans for the construction or modification of fishing
vessels in respect of accommodation;
(b) maintenance of accommodation and galley spaces with due regard
to hygiene and overall safe, healthy and comfortable conditions;
(c) ventilation, heating, cooling and lighting;
(d) mitigation of excessive noise and vibration;
(e) location, size, construction materials, furnishing and equipping of
sleeping rooms, mess rooms and other accommodation spaces;
(f) sanitary facilities, including toilets and washing facilities, and
supply of sufficient hot and cold water; and
(g)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complaints concerning accommodation
tha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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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임금 지급
제23조
각 회원국은, 협의 후, 어선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매월 또는 기타
정규적인 지급이 보장되도록 규정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회원국은 어선에 승무하여 근로하는 모든 어선원에게 전도금을 포함하여
수령된 자신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5 편 거주구역 및 식량
제25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어선의 선내 거주, 식량 및 휴대용 식수와
관련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26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어선의 선내 거주구역이 충분한 규격과
품질을 갖추고, 어선원이 업무수행과 선내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비되도록 요구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그와 같은 조치는 다음 사항들을 적절히 명시하여야 한다.
㈎ 거주구역에 관한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를 위한 도면의 승인
㈏ 위생과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및 안락한 조건을 상당히 고려한 거주구역
및 주방공간의 유지
㈐ 통풍, 난방, 냉방 및 조명
㈑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의 경감
㈒ 침실, 식당 및 기타 거주공간의 위치, 크기, 재질, 가구 및 비품
㈓ 화장실 및 욕실을 포함한 위생설비와 충분한 온수 및 냉수의 공급
㈔ 기준미달 거주구역에 관한 불만처리를 위한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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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requiring that:
(a) the food carried and served on board be of a sufficient nutritional
value, quality and quantity;
(b) potable water be of sufficient quality and quantity; and
(c) the food and water shall be provided by the fishing vessel owner
at no cost to the fisher. Howeve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cost can be recovered as an operational cost if
the collective agreement governing a share system or a fisher's
work agreement so provides.
Article 28
1.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o be adopted by the Membe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5 to 27 shall give full effect to Annex III
concerning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Annex III may be amend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45.
2. A Member which is not in a positio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Annex III may, after consultation, adopt provisions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provisions set out in Annex III, with the excep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Article 27.

Part VI. Medical care, health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Medical care
Article 29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requiring
that:
(a) fishing vessels carry appropriate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supplies for the service of the vessel,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fishers on board, the area of operation and the length
of the voyage;
(b) fishing vessels have at least one fisher on board who is qualified
or trained in first aid and other forms of medical care and who
has the necessary knowledge to use the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for the vessel concerned,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fishers on board, the area of operation and the length of the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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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각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 충분한 영양가, 품질 및 양의 식량이 적재되고 공급될 것;
㈏ 충분한 품질 및 양의 휴대용 식수가 제공될 것; 그리고
㈐ 식량 및 식수는 어선소유자에 의해 어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 법령에 따라, 비율급제도 또는 어선원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운영비에서 구상
되어질 수 있다.

제28조
1. 제 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는
어선 거주구역에 관한 부속서 Ⅲ에 철저히 효력이 미쳐야한다. 부속서 Ⅲ은
제4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개정되어질 수 있다.
2. 부속서 Ⅲ의 제반규정을 이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회원국은, 협의 후,
제27조와 관련된 규정들의 면제를 포함하여 부속서 Ⅲ에 규정된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규정들을 자국의 법령 또는 기타 조치로 제정할 수 있다.

제 6 편 의료관리, 보건 및 사회보장
의료관리
제29조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 어선은 승선중인 어선원 수, 운항구역 및 항해기간을 고려하여, 선박의
업무를 위한 적절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어선은, 승선중인 어선원의 수, 운항구역 및 항해기간을 고려하여, 응급
처치 및 기타 의료관리의 자격을 갖추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선박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가 최소한 1명이 승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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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carried on board be accompanied
by instructions or other information in a language and format
understood by the fisher or fish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d) fishing vessels be equipped for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with persons or services ashore that can provide medical advice,
taking into account the area of operation and the length of the
voyage; and
(e) fishers have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 ashore and the right to
be taken ashore in a timely manner for treatment in the event of
serious injury or illness.
Article 30
For fishing vessels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fishers on board, the area of operation and the duration
of the voyage,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requiring that:
(a) the competent authority prescribe the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supplies to be carried on board;
(b) the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supplies carried on board be
properly maintained and inspected at regular intervals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by responsible persons designated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c) the vessels carry a medical guide adopted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late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d) the vessels have access to a prearranged system of medical advice
to vessels at sea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including
specialist advice, which shall be available at all times;
(e) the vessels carry on board a list of radio or satellite stations
through which medical advice can be obtained; and
(f)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Member's national law and
practice, medical care while the fisher is on board or landed in a
foreign port be provided free of charge to the fis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Article 3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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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비치된 의료장비 및 의약품에는 상기 제(b)에서 언급된 자 또는
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언어 및 양식의 사용설명서 또는 기타 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 어선은, 운항구역 및 항해기간을 고려하여, 의료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육상의 자 또는 의료기관과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위한 설비가 설치
되어야 한다.
㈒ 어선원은 육상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대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육상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0조
각 회원국은, 승선중인 어선원의 수, 운항구역 및 항해기간을 고려한,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법령 및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 책임당국은 선내 비치되어야 할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명시할 것
㈏ 선내 비치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은, 책임당국이 정한 정기적인 간격
으로 책임당국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책임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유지하고 점검할 것
㈐ 선박은 책임당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승인된 의료지침서 또는 (국제노동
기구/국제해사기구/세계보건기구)의 「선박을 위한 국제의료지침서」를
배치할 것
㈑ 선박은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이 미리 준비된 제도에 접근
하도록 할 것
㈒ 선박은 의료조언을 얻을 수 있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 목록을 선내에
비치 할 것
㈓ 회원국의 국내 법령 및 관습에 일치하는 범위까지 의료관리는
어선원이 승선중이거나 외국항에 상륙한 때 어선원에게 무료로 제공
되어야 할 것

산업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제31조
각 회원국은 다음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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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occupational diseases and
work-related risks on board fishing vessels, including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training and on-board instruction of
fishers;
(b) training for fishers in the handling of types of fishing gear they will
use and in the knowledge of the fishing operations in which they
will be engaged;
(c) the obligations of fishing vessel owners, fishers and others concerned,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safety and health of fishers under
the age of 18;
(d) the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on board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and
(e) the setting up of joint committe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 after consultation, of other appropriate bodies.
Article 32
1.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fishing vessels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normally remaining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and, after consultation, to other vessels,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fishers on board, the area of operation, and
the duration of the voy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 after consultation, require that the fishing vessel owne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nd practice, establish on-board procedures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diseas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hazards and risks on the fishing vessel
concerned; and
(b) require that fishing vessel owners, skippers, fishers and other
relevant persons be provided with sufficient and suitable guidance,
training material, or other appropriate information on how to
evaluate and manage risks to safety and health on board fishing
vessels.
3. Fishing vessel owners shall:
(a) ensure that every fisher on board is provided with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
(b) ensure that every fisher on board has received basic safety train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authority
may grant written exemptions from this requirement for fishers
who have demonstrated equivale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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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의 위험 평가 및 관리와 교육훈련 및 선내 교육을 포함한 직업상
사고, 질병 및 선내 근로와 관련된 위험성의 예방
㈏ 어선원이 사용할 어구의 종류별 취급과 그들이 종사하게 될 어선 조업에
관한 지식을 어선원에게 교육훈련
㈐ 18세 미만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상당히 고려되어져야 할
어선소유자, 어선원 및 다른 관련자들의 의무
㈑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합동위원회 또는, 협의 후, 기타 적절한 단체들의
구성

제32조
1. 이 조의 요구들은 통상적으로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적용하여야 하며, 협의 후, 승선중인 어선원 수, 운항구역 및
항해기간을 고려하여 기타 선박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2. 책임당국은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협의 후, 어선소유자가, 국내 법령, 단체교섭계약 및 관습에 따라, 관련된
어선에서 존재할 수 있는 특정 유해 및 위험을 고려하여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선내 절차를 정하도록 요구할 것
㈏ 어선소유자, 어선장, 어선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선내 안전보건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충분하고 알맞은 지침, 훈련자료
또는 기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구할 것
3. 어선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모든 승무중인 어선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복 및 보호장비를 제공
되도록 보장할 것
㈏ 모든 승무중인 어선원은 책임당국에 의해 승인된 기초훈련을 이수하도록
보장할 것, 책임당국은 동등한 지식 및 경력을 입증하는 어선원에 대하여
이 요구사항의 문서화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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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nsure that fishers are sufficiently and reasonably familiarized with
equipment and its methods of operation, including relevant safety
measures, prior to using the equipment or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s concerned.
Article 33
Risk evaluation in relation to fishing shall be conducted, as appropriate,
with the participation of fish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ocial security
Article 3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fishers ordinarily resident in its territory,
and their dependants to the extent provided in national law, are entitled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protection under condition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pplicable to other workers, including employed
and self-employed persons, ordinarily resident in its territory.
Article 35
Each Member shall undertake to take steps, according to national
circumstances, to achieve progressively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rotection for all fishers who are ordinarily resident in its territory.
Article 36
Members shall cooperate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or
practice:
(a) to achieve progressively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rotection for
fishers,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reatment
irrespective of nationality; and
(b)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which have
been acquired or are in the course of acquisition by all fishers
regardless of residence.
Article 37
Notwithstanding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in Articles 34, 35 and
36, Members may determin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through provisions adopted in the framework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other rules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o which fishers ar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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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은 장비의 사용 또는 관련된 직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관련안전
조치를 포함하여 장비 및 장비의 운용방법에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련되도록 보장할 것

제33조
어선에 관계된 위험성평가는 어선원들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적절히 실시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34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어선원과 국내법에서
규정된 범위까지의 그들의 부양가족이 자국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된 자 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
보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해택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회원국은, 국내 사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어선원을 위해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원국들은, 국내 법령 또는 관습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이나 기타 협정을 통해 협력하여야 한다.
㈎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대우원칙을 고려하여, 어선원의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는 것
㈏ 거주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들에 의해 취득되었거나 취득중에 있는
사회보장보호권의 유지를 보장하는 것

제37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책임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과 지역경제통합기구 체제에서 채택된 규정을 통하여, 어선원
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규에 관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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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in the case of work-related sickness,
injury or death
Article 38
1. Each Member shall take measures to provide fishers with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regulations or practice, for
work-related sickness, injury or death.
2. In the event of injury due to occupational accident or disease, the
fisher shall have access to:
(a) appropriate medical care; and
(b)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3.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within the fishing sector,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ensured
through:
(a) a system for fishing vessel owners' liability; or
(b) compulsory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or other schemes.
Article 39
1. In the absence of national provisions for fishers,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o ensure that fishing
vessel owners ar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to fishers on vessels
flying its flag, of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while employed
or engaged or working on a vessel at sea or in a foreign port. Such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shall ensure that fishing vessel
owners are responsible for defraying the expenses of medical care,
including related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during medical
treatment in a foreign country, until the fisher has been repatriated.
2.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ermit the exclusion of the liability
of the fishing vessel owner if the injury occurred otherwise than in
the service of the vessel or the sickness or infirmity was concealed
during engagement, or the injury or sickness was du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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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시 보호
제38조
1. 각 회원국은, 국내 법령 또는 관습에 따라, 어선원을 업무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어선원은 다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의료관리
㈏ 국내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
3. 어업분야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보호는 다음을
통하여 보장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어선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 또는
㈏ 강제보험, 근로자의 손해보상 또는 기타 제도들

제39조
1. 어선원에 관한 국내 규정이 부재한 경우, 각 회원국은 어선소유자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하여 해상 또는 외국항에
머무르고 있는 어선에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또는 일하는 동안에 보건
및 의료관리에 대한 규정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법령 또는 기타 조치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이 송환될 때까지, 외국에서 의료처치를 하는 동안, 관계
되는 물질적인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한 의료관리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질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내 법령은 당해 선박의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종사중 은폐된
질병이나 질환, 또는 어선원의 고의적인 부당행위에 기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 어선소유자의 책임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ILO 주요협약❙ 1227

C188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C188

Part VII. Compliance and enforcement
Article 40
Each Member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vessels that fly its flag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as appropriate, inspections,
reporting, monitoring, complaint procedures, appropriat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Article 41
1. Members shall require that fishing vessels remaining at sea for more
than three days, which:
(a) are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or
(b) normally navigate at a distance exceeding 20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line of the flag State or navigate beyond the outer edge
of its continental shelf, whichever distance from the coastline is
greater,
carry a valid document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tating
that the vessel has been insp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on its behalf, for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concerning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 The period of validity of such document may coincide with the
period of validity of a national or an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safety certificate, but in no case shall such period of validity exceed
five years.
Article 42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ppoint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inspectors to fulfil its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 41.
2.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for the inspection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n board fishing vessels, a Member, where
appropriate, may authorize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that it recognizes as competent and independent to carry out
inspections and issue documents. In all cases, the Member shall
remain fully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and issuance of the related
documents concerning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fishers on fishing vessels that fly its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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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준수 및 집행
제40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효과적으로 관할하고 통제
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 보고, 감시, 불만처리 절차,
벌금 및 시정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
1. 회원국들은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다음의 어선이 생활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들에 적합함을 책임당국 또는 그들을 대신한 자에
의하여 점검되어졌음을 나타내는 책임당국에 의해 발행된 유효한 문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 통상적으로 기국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영역 또는
기국의 대륙붕 외곽쪽 경계밖의 영역 중 해안선으로부터 보다 먼 영역
에서 항해하는 어선
2. 그와 같은 문서의 유효기간은 국내 또는 국제 어선안전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1. 책임당국은 제41조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의
자격을 갖춘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어선의 선내거주 및 근로 조건에 관한 효과적인 검사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검사의 수행 및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적합하고 독립적인 것으로써
인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게 적절하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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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1. A Member which receives a complaint or obtains evidence that a
fishing vessel that flies its flag does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shall take the step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matter
and ensure that action is taken to remedy any deficiencies found.
2. If a Member, in whose port a fishing vessel calls in the normal
course of its business or for operational reasons, receives a complaint
or obtains evidence that such vessel does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t may prepare a report addressed to the government
of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with a copy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ctify
any conditions on board which are clearly hazardous to safety or health.
3. In tak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Member shall notify forthwith the nearest representative of the flag
State and, if possible, shall have such representative present. The
Member shall not unreasonably detain or delay the vessel.
4.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complaint may be submitted by a
fisher, a professional body, an association, a trade union or, generally,
any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e safety of the vessel, including an
interest in safety or health hazards to the fishers on board.
5.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complaints which a Member considers
to be manifestly unfounded.
Article 44
Each Member shall apply this Convention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the fishing vessels flying the flag of any State that has not ratified
this Convention do not receive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fishing
vessels that fly the flag of any Member that has ratified it.

Part VIII. Amendment of Annexes I, II and III
Article 45
1.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may amend Annexes I, II and III.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may place an item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regarding proposals for such amendments
established by a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The decision to adopt
the proposals shall require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by the delegates present at the Conference, including at least half the
Member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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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요구사항에 일치
하지 아니하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증거를 획득한 경우, 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견된 일체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정상적인 업무상 또는 운항상의 사유로 자국의 항구에 기항한
어선으로부터 해당어선이 이 협약의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증거를 획득한 경우,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
에게 사본 1부와 함께 해당어선의 기국 정부에게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 또는 보건에 명확하게 위험한 일체의 선내
조건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 조의 제2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취할 경우, 회원국은 기국의 가장 가까운
대표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그러한 대표부가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선박을 불합리하게 억류하거나 지연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불만사항은 어선원, 전문단체, 협회, 노동조합 또는
선내 어선원의 안전보건의 위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심 있는 일체의 자에 의해 제출되어질 수 있다.
5. 회원국은 명백하게 판명되지 아니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약
을 비준한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보다 더 유리하게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8 편 부속서 제1장, 제2장 및 제3장의 개정
제45조
1. 이 협약의 관련 제반규정상, 국제노동총회는 부속서 제1장, 제2장 및
제3장을 개정할 수 있다. 국제노동사무소의 집행이사회는 3자간 전문가
회의에 의해 정해진 부속서 제1장, 제2장 및 제3장에 대한 개정의 제안에
관하여 국제노동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채택을 위한
결정은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과반수이상을 포함하여 총회에 출석한
대표단의 2/3 다수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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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adoption
for any Member that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unless such Member
has given written notice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at it shall not enter into force for that Member, or
shall only enter into force at a later date upon subsequent written
notification.

Part IX. Final provisions
Article 46
This Convention revises the Minimum Age (Fishermen) Convention, 1959
(No. 112), the Medical Examination (Fishermen) Convention, 1959 (No. 113),
the Fishermen's Articles of Agreement Convention, 1959 (No. 114), and
the Accommodation of Crews (Fishermen) Convention, 1966 (No. 126).
Article 47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48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 It shall come into force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en Members, eight of which are coastal State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is registered.
Article 49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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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일체의 개정안은 이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채택한 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다만, 회원국이
자국에 대하여 개정안을 발효하지 아니하거나 후속적인 서면 통지한 날짜
이후에만 발효한다는 취지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9 편 종결규정
제46조
이 협약은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에 관한 협약(112호)」, 「1959년 건강
검진(어선원)에 관한 협약(113호)」, 「1959년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14호)」 및 「1966년 선원(어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협약(126호)」을
개정한다.
제47조
이 협약의 공식적인 비준서는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제48조
1.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등록되어진 국제노동
기구의 회원국에 한하여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8개 연안국을 포함한 10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되어진 날짜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이후에는, 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되어진 날짜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로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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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within the first
year of each new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50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declarations and denunciations that have been
communicated by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2.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last of the ratifications required to bring the Convention into
force,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5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declarations and denunciations registered
by the Director-General.
Article 52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taking into account also the provisions of Article 45.
Article 53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49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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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서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간
구속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50조
1.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들로부터 전달되어진 모든
비준서, 선언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협약의 발효를 위해 요구되는 최종 비준서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되었을 때,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 협약이 발효할
날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51조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은 자신에 의해 등록된 모든 비준서, 선언서 및
폐기서의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
에게 전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
현 협약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고려될 경우, 국제노동사무소의 집행이사회는
이 협약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제4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정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3조
1. 총회에서 이 협약을 개정한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새로운 개정 협약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은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된
때, 상기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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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2.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Article 54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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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을 비준하고 새로운 개정 협약을 비준
하지 아니한 회원국을 위해 협약 자체로서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4조
이 협약 내용의 영어 및 불란서어 판은 동등한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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