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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요 특성
난방기 사용 증가, 건조한 날씨 등 선박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또는 강풍으로 소형선박의 전복∙침몰사고, 정박∙고박중인
부선의 압류∙충돌사고 등이 발생될 우려가 큼

2006~2010년 12월중 해양사고 현황
해양사고가 총 300건(409척) 발생
▲기관손상 90건(30.0%) ▲충돌 85건(28.3%) ▲안전저해 35건(11.7%) 등의 순
인명피해는 총 119명(사망실종 84명, 부상 41명)
▲침몰 45명(37.8%) ▲충돌 36명(30.3%) ▲전복 12명(10.1%) 등의 순

선종별 해양사고 예방 중점사항
(화 물 선) 항계 내에서는 외국적 화물선과, 항계 밖에서는 어선과 충돌사고 주의
(예 부 선) 예인선열 반경내 이동선박 경계, 주의환기신호 철저 등 부선 충돌사고
주의
(유 조 선) 좁은수로∙항로에서 오른편 끝 쪽으로 항해하여 충돌사고 예방
(여 객 선) 차량갑판 출구 안전줄 설치, 이∙접안시 차량이동 통제 등 여객 사상사고
주의
(어

선) 조업 또는 낚시중이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 예방

(소 형 선) 갑판상 개구부 폐쇄 및 화물고박을 철저히 하고, 기상 악화시 조기에
피항하여 사망∙실종자가 많이 유발되는 소형선박, 특히 어선 침몰사고
예방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석진 곳의 전기설비까지 정기적으로 정비∙점검합시다. !!!

2006~2010년 12월중 해양사고사례
어선 A호 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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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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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재질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4.97톤, 8명 승선
2009년 12월 31일 10:00경,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175도, 14마일
선체 전소후 침몰
조업지로 항해중 기관실 천정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
풍랑∙강풍주의보 발효, 서풍 14~18㎧, 파고는 4m, 시정은 2~3마일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천정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초기진화를 못한 것도 일인
기관실 및 갑판상의 전선은 열기, 습기 및 노화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의
위험이 많으므로 수시로 외관 및 절연저항 점검 시행
기관당직을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을 감시하고, 화재시 조기에 진화

사 건 명
선 박

화물선 A호, 화물선 B호 충돌사건
A호 : 국적 강조 화물선, 5,963톤, 16명 승선, 시멘트 1만톤 적재
B호 : 외국적 강조 화물선, 39,327톤, 21명 승선, 곡류 57,750톤 적재

사 일시장소

2008년 12월 16일 06:26경, 2008년 12월 16일 06시 26분경

건

A호 : 우현 중앙부 및 선원거주구역 외판 굴곡, 우현현문, 구명정 대빗 파손
B호 : 정선수부 외판과 구형선수 등이 굴곡 손상

개 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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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A호는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1항로를 항해중, B호는 인천항 접안을 위해 도선사가
승선한 가운데 제1항로에 막 진입하던 중 서로 충돌

해상기상

시정 양호, 북서풍 3~4㎧, 북북동 방향의 조류가 1노트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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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호가 인천항 제1항로로 진입하면서 같은 항로를 따라 출항하던 A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발생, A호가 적절한 피항협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
항로 밖에서 항로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상대선과의 통항방법 합의에 신중을 기하고 합의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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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