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해양안전 홍보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6월에 주의해야 할 해양사고 및 예방대책
□ (6월)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총 974건 발생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건수 745 558 720 776 959

6월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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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은 본격적인 성어기·행락철로 해양사고 발생률 증가, 농무 대비

(최근 5년간 월평균 183건, 6월 195건
195건))

항해장비 점검 및 선박정비 필요

○

(

선종별) 어선

선

○

(

척, 유조선

42

척, 기타선·수상레저기구

706

척, 여객선

29

척, 예부선

211

척 등의 순(총

24

척, 화물

70

척)

1,082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336건, 안전운항저해 169건, 충돌 92건, 안전사고 49건,

좌초

건, 화재폭발

48

건, 전복

46

건, 접촉 9건, 해양오염 6건 등의 순

16

단위 : %

최근 5년간 6월 해양사고 발생률(‘14~’18)

선종별 해양사고

○ 최근

유형별 해양사고

년간 월별 야간운항 인명피해 현황

5

(2014~2018,

단위: 명)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수 15 20 68 17 11 9 11 23 24 26 25 33

- 6월야간운항사고현황(선종별): 어선280척, 레저기구·기타선40척, 예부선28척, 화물선23척순
6월 안전운항 실천구호
☞ 어둠 속에 숨은 위험, 집중하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4~2018)
1.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기상정보

1. 2019년 6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예보)

’ ’

○ 해상 특성(최근 5년간( 14~ 18년))
- 전 해상의 파고는 낮았음

’ ’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 14~ 18년))
- 6월 평균: 1.6일(상순 0.7일 / 중순 0.4일 / 하순 0.5일)로 5월(4.0일)보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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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
1. 낚시어선 A호․부선 B호 충돌사건

사건명

낚시어선 A호․부선 B호 충돌사건

A호 : 낚시어선, 7.93톤, 길이 11.39미터, FRP 재질, 디젤기관 271kW 1기
B호 : 부선, 980.00톤, 길이 47.05미터. 강 재질
2015. 6. 21. 04:04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화력발전소 전방 600미터 해상
A호 : 선수부 손상, 2명 사망, 7명 부상
B호 : 우현부 손상
낚시어선 A호는 선장 포함 선원 2명과 낚시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
지로 항행 중이었고, 부선 B호는 항만공사에 투입되어 자재를 운반하다가 공사
현장 인근 해상에 투묘하여 정박 중 A호의 선수부와 B호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
날씨 맑은 날씨, 북동풍 초속 4〜8m, 파고 1.0m, 시정 3마일 이상
ㅇ 야간에 보령항의 항계 안에서 야간항행이 금지된 낚시어선 A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정박 중이던 부선 B호를 피하지
원인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B호가 정박 중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
ㅇ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닌 부선이라도 해상에서는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한 등화 및 형상물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교훈 ㅇ 공사현장 부근 해상에는 공사용 부선이 수시로 정박해 있으므로, 낚시어선 등
공사현장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정박한 부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의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항행할 경우에는 더욱 더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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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B호 손상 사진

[사진 2] A호 선수 선저 손상 사진

2.

예인선 C호의 피예인부선 D호‧어선 E호 충돌사건

사건명

선박
일시
사 장소
건
개 피해
요
상황
날씨
원인
교훈

충돌
상황도

예인선 C호의 피예인부선 D호 어선 E호 충돌사건

C호 : 예인선, 297.00톤, 길이 34.26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838kW 1기
D호 : 부선, 5,613.00톤, 길이 93.60미터. 강 재질
E호 : 어선, 106.00톤, 길이 28.91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2016. 3. 18. 00:34경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74마일 해상
E호 : 선체 전복, 선원 9명 실종
안개로 인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 예인선 C호가 부선 D호를 선미 예인
(예인줄 300m)하여 마산항을 출항하여 중국 닝보항으로 향하던 중 항해 중인
어선 E호와 충돌하여 E호가 전복되며 선원 9명 모두 실종됨
안개, 북동풍 초속 14m, 파고 1.5m, 시정 약 10∼15미터
ㅇ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C호 예인선열과 어선 E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
ㅇ 제한된 시계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주위의 선박들에 알려야 함
ㅇ 예인선열의 항해사는 제한된 시계에서는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