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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특성
연중 해양사고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달인데, 9월에 이어 성어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어선사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지난 5년간 16개의 태풍 발생, 그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2006~2010년 10월중 해양사고 현황
해양사고가 총 294건(383척) 발생
▲기관손상 92건(31.3%) ▲충돌 80건(27.2%) ▲좌초 21건(7.1%) 등의 순
인명피해는 총 119명(사망실종 64명, 부상 33명)
▲충돌 86명(72.3%) ▲침몰 7명(5.9%) ▲전복 6명(5.0%)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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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간 충돌사고, 추진기 및 키손상사고가 두드러짐
어선과 충돌 빈발, 주로 조업∙정박∙표류중인 어선
항계내에서 충돌∙접촉사고 빈발
장기밀폐 화물창 상부갑판 용접중 폭발발생, 사망∙부상 각2명
항만 입출항시 방파제 등과의 접촉사고 주의
충돌이 연중 두 번째로 빈발, 주로 어선간 충돌
폐기물운반선 침몰, 유선 충돌사고에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이것만은 지킵시다!
- (화물선)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은 어선(조업,
정박, 표류중)과 충돌위험 발생시 본선에서
조기 피항

- (여객선) 항만 입출항시 침로를 신중히 선정하고,
무리하게 타 선박과 교행하지 않도록 주의

- (예부선) 항계내에서 투묘∙정박중인 선박이나
등부표에 근접하여 항해하지 않도록 주의

- (어 선) 조업중이거나 항해중인 어선의 동태를
추측하지 말고, 교신을 통해 정확한 의도 파악후
대처

- (유조선) 밀폐구역 작업전 충분한 통풍, 유해가스
농도측정 실시

- (인명피해) 지정된 항행구역을 준수하고, 항해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피항

2006~2010년 10월중 해양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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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는 일본 헤사키 동남방의 추천항로 오른쪽을 따라 항해중, B호는 인근
해상에서 선미에서 트롤어망을 내어 2kts로 끌던중 서로 충돌
맑은 날씨, 동남동풍 초속 5미터, 해상은 잔잔, 약한 조류가 동쪽으로 흐름
2006년 10월 13일 01:33경, 일본 헤사키등대 동남동방 약 4.4마일 해상

피

A호 : 구상선수부 좌현 측의 페인트가 벗겨짐
B호 : 좌현외판이 선수~중앙까지 파손되고 우현으로 전복, 선장이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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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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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 강조 일반화물선, 4,988톤, 선원 17명 승선, 공선상태
B호 : FRP 재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4.92톤, 선장 혼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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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선 A호, 어선선 B호 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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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B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B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
어선 밀집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고, 어선군을 조기에 우회운항
소형어선 선원은 항해(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사고에 대비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A호 침몰사건
강조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118톤, 선원 5명 승선
울릉도를 항하여 황천 항해중 선박이 침몰됨
기상은 흐리고 시정은 0.5마일, 남서풍 초속 14~16미터, 파고는 4미터
2009년 10월 18일 01:37경, 울릉도 쌍정초등대로부터 066도, 36마일
선박 침몰, 선원 4명 사망∙1명 실종
지정 항행구역을 벗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갑판의
폐어망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아,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시 폐어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복원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
지정된 항행구역을 항해하고, 항행구역 변경시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항해

교

훈

운항중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기상 악화시 운항할
때에는 화물은 물론, 시설 및 장비를 견고히 고박
통신장비 고장시 즉시 수리하는 등 정비 철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
부조리 신고는 ☏ 02-2110-8045, www.mlt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