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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요 특성
항해중 자주 기상이 악화되며, 해수 온도가 낮아 선박종사자 해상 추락시 저체온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새벽시간대(04~ 08시경) 항해중 주변경계 소홀로 인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기관정비∙점검 소홀에 따른 기관손상사고가 많음

2007~2011년 1월중 해양사고 현황
해양사고가 총 284건(379척) 발생
▲기관손상 89건(31.3%) ▲충돌 81건(28.5%) ▲안전저해 25건(8.8%) 등의 순
인명피해는 총 91명(사망실종 49명, 부상 42명)
▲충돌 38명(41.8%) ▲침몰 26명(28.6%) ▲인명사상 9명(9.9%) 등의 순

선종별 해양사고 예방 중점사항
(화 물 선) 남해해역에서 외국적 컨테이너선간, 외국적 컨테이너선과 국내 어선간
충돌사고 주의
(예 부 선) 부선 등 예인시 적정 예항력과 예항경험을 갖춘 예인선 사용
(유 조 선) 화물 작업시 화물창 맨홀 폐쇄 및 밸브조작을 확실히 하고, 고유면
경보계 등으로 작업상황 감시
(여 객 선) 이동선박 정보 확인 후 출항하고, 항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
(어

선) 남해영해 등 어선 밀집구역에서 주변경계 및 교신 철저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출항 전 철저한 기관정비∙점검과 당직자는 당직 전 충분한 휴식 및 당직 중 주위경계 철저 !!!

1월중 해양사고사례
사 건 명
선박

A호 : 외국적 강조 컨테이너선, 9,946톤
B호 : 외국적 강조 컨테이너선, 2,900톤

상황

A호는 인천→부산항으로 항해중, B호는 중국→부산항으로 항해중 충돌

해상
기상
일시
장소

날씨는 맑았으며, 파고는 약 1m

피해

B호 : 좌현 선미부 손상

사
건
개
요

원

컨테이너선 A호, 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

인

2011년 1월 26일 05:4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로부터 9도, 5마일
A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운항중인 B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B호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
주위의 상황 및 충돌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 유지

교

훈

사 건 명

사

요

압항예인선 A호, 압항부선 B호 침몰사건

선박

A호 : 강조 압항예인선, 166톤, 10명 승선
B호 : 강조 압항부선, 3,646톤

상황

남해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부산신항으로 항해중 침몰

해상
기상

비가 내리고, 남서풍 10~14㎧, 파고 3~4m,
2010년 1월 27일 23시부터 남해동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일시
장소

2010년 1월 27일 20:12경, 통영시 욕지면 고암등대로부터 145도, 3마일

피해

선체 침몰, 3명사망∙7명실종

건
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명확하게 실시

원

인

교

훈

모래운반용 압항부선이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황천항해를 하던중 높은
파도를 좌현 정횡으로 받아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 내로 유입되자 예비부력이
감소되고 선체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발생
항해전 갑판상 개구부(배수구 제외) 폐쇄 철저
항해중 기상 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조속히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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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