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해양안전 홍보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월에 주의해야 할 해양사고 및 예방대책
□ (5월)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총 776건 발생

월별 1월 2월 3월 4월
건수 745 558 720 776

5월
959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74 949 1020 1146 1176 999 971

□ 5월은 조업·레저 선박 및 행락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률이 급증
하는 시기

○

(

(최근 5년간 월평균 183건, 5월 192건)

선종별) 어선
척, 여객선

52

○

척, 기타선·수상레저기구

664

척, 유조선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

건, 안전사고

61

척 등의 순(총

30

27

건, 안전운항저해

332

건, 좌초

52

건, 전복

44

척, 예부선

215

척, 화물선

70

척)

1,058

건, 충돌

173

건, 화재폭발

83

건, 해양오염 8건 등의 순

16

최근 5년간 5월 해양사고 발생률(‘14~’18)

선종별 해양사고

○ 최근

유형별 해양사고

년간 월별 전복사고 현황

5

월별 1월 2월 3월
건수 12 13 12

(2014~2018,

4월
11

단위 : %

단위: 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16 17 27 20 41 25 17

- 5월 전복사고 현황(선종별) : 어선 10척, 레저기구·기타선 5척, 예인선 1척, 유조선 1척
5월 안전운항 실천구호
☞ 대부분의 전복사고는 무리한 운항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3~2017)
1.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기상정보

1. 2019년 5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예보)

’ ’

○ 해상 특성(최근 5년간( 14~ 18년))
- 상순: 남해서부·동해중부·제주도 먼바다의 파고는 약간 높았지만 그 밖에는 낮았음
- 중순: 남해서부 먼바다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에는 낮았음
- 하순: 전 해상의 파고는 낮았음

’ ’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 14~ 18년))
- 5월: 4.0일(상순 1.9일 / 중순 1.5일 / 하순 0.6일)로 4월(5.8일)보다 1.8일 감소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

(

(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를 설정,

5,787.5Khz

문자방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
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marine.kma.go.kr)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131

5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
1.

예인선 A호 전복사건

사건명

선박
일시
사 장소
건 피해
개
요
상황
날씨
원인

교훈

사고
상황도

예인선 A호 전복사건

A호 : 예인선, 22.00톤, 디젤기관 345kW 1기
B호 : 액화석유가스운반선, 980.00톤, 디젤기관 1,765kW 1기
C호 : 예인선, 24.00톤
2015. 5. 26. 12:26경
감천항 두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
A호 : 선박 전손, 선원 2명 사망
예인선 A호가 감천항 동해조선소 안벽에 계류 중인 유조선 B호를 이안하여
부산 남외항 N-1묘박지로 이동하기 위해 B호의 선수부에서 A호가 예인을 하고
선미부에서 예인선 C호가 예인줄을 잡고 뒤따라 예인하던 중 A호 선체가 우현
으로 전복되고 승선원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임
맑은 날씨, 남서풍 초속 4〜6m, 파고 1.0m, 시정 5마일 이상
ㅇ A호가 조선소에서 무동력 상태의 B호 선수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정박지로
예인하던 중, B호가 예인선에 알리지 않고 시운전을 위하여 주기관을 사용
함으로써 속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A호가 정박지를 향하여 대각도 변침을
하자 B호의 관성에 의한 전진타력에 의하여 양 선박에 연결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A호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
ㅇ 예인선이 자선 보다 월등히 큰 선박을 예인할 때 피예인선이 급격히 증속
또는 예인선이 대각도 선회할 경우 관성모멘트가 큰 피예인선의 영향으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예인선이 대각도 횡경사하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되므로 예인선이나 피예인선은 증속 또는 대각도 변침을 삼가야 함
ㅇ 예인작업 중에는 예인선과 피예인선 간에 침로 변경이나 속력 증가 등 선박
운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소통을 철저히
하여야 함

2.

어선 D호 전복사건

사건명

선박
일시
장소
사 피해
건
개
요 상황

어선 D호 전복사건

D호 : 근해통발어선, 29.00톤, 디젤기관 446kW 1기
2016. 5. 31. 11:34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096도 방향, 약 48.3마일 해상
D호 : 선체 전복 후 침몰 (선원 8명 전원 구조됨)
D호가 포항구항에서 출항하여 독도 동방 48마일 거리의 조업장소에 도착한 후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발 양승 작업을 하던 중, 통발원줄이 해저장애
물에 걸려 장력이 생기면서 좌현 약 15도 정도 경사된 상태로 양승을 계속
하다가 통발원줄에 걸린 장력이 갑자기 사라짐에 따라 대각도 우현 경사가
생기며 순식간에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
날씨 맑은 날씨, 서풍 초속 14〜17m, 파고 4∼5m
ㅇ D호가 좌현 측에서 오는 풍파를 받으며 좌현 양망기로 통발 양승 작업 중, 통발
원줄에 장애물이 걸려 강한 장력이 발생하였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반작
용의 힘과 풍파로 인해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원인
것이나, 선장이 파도가 크게 일고 있는 해상에서 감아올리는 통발원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업한 것도 일부 원인임
ㅇ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가 없는 날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인명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시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하여야 함
교훈
ㅇ 양망기를 이용하여 통발을 양승하는 경우 감아 들이는 원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 양망기 작동을 중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양승 작업을 하여야 함

선원
구조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