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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세월호 참사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사고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의 념
을 간직하고 있는 중대 재난입니다. 특히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유
명을 달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월호의 침몰 경위와 구조 과정에 대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엄
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직무감찰,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보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조사 결론의 당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이런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출범한 4·16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가 정치적 이유로 강제 종료되는 사태까지 초래되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간절히 바
라온 국민들이 갖는 좌절감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진실 규명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제정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734호)에 따라 2017년 4월초 출범하였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세월호가 동
거차도 인근 해역에 이르러 우현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급격히 횡경사되고 이어 급속하게 침몰
하게 된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양 작업의 지연으로 말미암
아 세월호가 약 3년 동안 바닷물 속에서 잠겨 있었던 탓에 선체와 내부 기관은 심하게 변형되
거나 부식된 상태였고, 인양 작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체의 여러 곳이 절단되거나 천공된
상태였으므로 선체 자체만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선내에서 회수한 차량용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이루었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을
진상 규명에 필요한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고 당시 조타기기 내부 장치에 고장
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체 인양 계
약의 체결 경위와 인양 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완료하였습니
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그동안 다른 국가기관에서 미처 확인하
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선체조사위원회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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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는 것은 조사위원 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참사의 원인과 관련하여 2권의 보고
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갈린 원인은 세월호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증거에 한계가 있고, 선체조사위
원회가 한시적 조사기구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린 의견을 불화의 결과로만
보지 마시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라는 참으로 엄중한 과제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
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종료일(2018.8.6.) 현재 선체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조사 결과를 담
은 이 보고서를 국민들께 상재하면서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선체조사
위원회 활동 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선체에 대
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으로 보완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
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 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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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했다. 경우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원어를 함께 표기하거나 원어 약자를 썼다(예: AIS).
2. 종합보고서에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청해진해운과 선원들의 경우는 실명 표기, 그밖의 경우는 부분공개(예:
김◯수)를 원칙으로 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한 업체 및 기관의 이름은 실명으로 표기했다.
3. 신문, 진술, 재판 기록을 인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줄여서 표기하고, 해당 날짜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
선원 사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청해진해운 사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직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선박운항관리자에 대
한 수사와 재판
예) 박한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4.30.)
예) 강원식 선조위 진술조서(2018.4.19.)
4.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체조사위원회 자체 보고서 및 외부 기관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줄여서 표기했다. 마린(MARIN)과
브룩스벨(Brookes Bell Group)의 보고서는 모두 각 기관에서 직접 번역해서 공식 제출한 한국어본을 인용하였다.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획구조 확인, 검증 시뮬레이션 및 모형실험 등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에 대한 반론(권영빈, 이동권, 장범선 위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권영빈, 이동권, 장범선
위원),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반론”
선조위 블랙박스 복원 결과 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블랙박스 복원 영상의 시간 동기화 결과보고”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복원성 조사결과보고서”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에 대한 반론(김창준, 김영모, 김철승 위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김창준, 김영모, 김철승), “세월
호 복원성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대한 반론”
선조위 조타장치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타장치와 조타과실여부 조사결과보고서”
선조위 조타장치 보고서에 대한 반론(권영빈, 이동권, 장범선 위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권영빈, 이동권, 장범선 위원), “조타
장치와 조타과실여부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반론”
선조위 주기관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주기관과 발전기 최종 정지 시간 및 정전 여부 조사결과보고서”
선조위 의혹 쟁점 사항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선체, 의장품 훼손 여부 및 의혹
쟁점 사항에 대한 조사의 건”
선조위 통상선무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통상적인 선무확인조사 및 승객탈출경로, 구조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에 관한 진상규명보고서”
선조위 화물량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유실화물 조사 및 화물량 계측 보고서”
선조위 외력 검증 TFT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외력검증 TFT 조사결과보고서”
마린 요약보고서: 마린, “세월호 모형 시험, 모의실험 및 모의 항해 요약 보고서”, Report No. 30561-4-DIR, 2018.4.30.
마린 선회 및 횡경사 최종보고서: 마린, “세월호 선회 및 횡경사 고속 시간 모의 실험 및 자유항주 모형시험 최종 보고서 제 1편”,
Report No. 30561-3-SMB, 2018.4.30.
마린 침수와 침몰 최종보고서: 마린, “세월호 침수와 침몰 모형 시험 및 컴퓨터 모의침수실험 최종 보고서”, Report No. 305611-DWB, 2018.4.30.
마린 3차 선회 및 횡경사 시험 최종보고서: 마린, “세월호 추가 선회 및 횡경사 모형 시험 최종 보고서”, Report No. 30561-5SMB, 2018.8.2.
브룩스벨 총괄 보고서: 브룩스벨, “브룩스벨 총괄 보고서”, Report No. J160707/RJG,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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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벨 외부손상 보고서: 브룩스벨, “브룩스벨 세월호 외부 손상 보고서”, Report No. J160707/RJG, 2017.12.8.
브룩스벨 내부조사 보고서 (항해선교 편), (거주구역 편), (화물구역 조사 편), (기계 편): 브룩스벨, “브룩스벨 세월호 내부조사 보
고서”, Report No. J160707/RJG, 2018.3.1.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 (항해 편), (복원성 분석 및 조종 시뮬레이션 편), (침몰 분석 편), (화물 편): 브룩스벨, “브룩스벨 세월호 분
석 보고서”, Report No. J160707/RJG, 2018.4.1.
감사원보고서: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2014.10.
KRISO 보고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분석(선박조종 및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
2014.10.
합동수사본부 보고서: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 2014.8.12.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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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이 남았다. 제발 말 좀 해주라, 세월호야.”

2017년 3월 31일, 별이 된 아이를 가슴에 품은 한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
다에서 항해를 멈춘 지 1,081일만에 화이트마린호에 실려 목포신항으로 들어오던 그날이었습
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며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던 아이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지켜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거대한 배가 왜 침몰했는지, 정
부는 왜 진실을 감추려고만 했는지, 이제라도 밝혀지리라 믿어요.”
목포신항만에 누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이래 한국의 바다와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고스
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배와 사람과 공동체가 모두 넘어지고, 가라앉고, 찢기고, 억눌려온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모습으로 떠오른 배는 한국 사회가 아직 2014년 그날에
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동안 가라앉고 묻혀 있던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겨
우 배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제 누군가 배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찾고 진실
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물체가 다 망가져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아
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흔적, 참사의 흔적이 아직 거기 남아 있음을 확인해
야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비극적인 배를 하나의 거대한 증거로 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그날 배가 어떤 상태로 출항했는지 알려주는 증거, 그날 배가 왜 넘어졌는지 알
려주는 증거, 그날 배가 왜 가라앉았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세월호 선
체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3년 동안 바로 이 증거
가 없어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선체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세월호는 수많은 증거를 뱉어 냈습니다. 증거는 펄 속에 묻혀 있었고 철판에 새겨져 있었고 차
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배에서 나온 모든 증거를 끌어모으려 애썼
습니다. 육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세월호에 대한 증거들도 새롭게 다시 모았습니다. 문서를 찾
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모든 증거들은 다시 나누고 배열하고 변환해서 세월호
의 진실을 알려줄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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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부터 침몰까지 세월호의 AIS 항적에는 모두 5만 928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천대교
를 통과하던 순간의 세월호, 밤바다를 배경으로 갑판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순간의 세월호, 맹
골수도로 진입하던 순간의 세월호가 어느 위치와 각도와 속력으로 존재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
다. 위원과 조사관들은 세월호 안으로 모두 4,654번 들어갔습니다. 화물칸에서 수거한 17대의
차량용 블랙박스에서는 4,978개의 영상 파일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중 7대의 블랙박스는 배가
기울고,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물이 들어오는 사고 당시의 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수
없이 반복해 틀어놓고 시간을 재고 각도를 쟀습니다. 소리는 따로 뽑아 주파수를 분석했습니
다. 조사관은 또 배의 안과 밖을 찍어 사진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3만 7,463장의 사진
이 모였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검토한 기록은 모두 87테라바이트(TB) 분량이었습니다. 힘
겹게 만들어낸 참사 데이터를 손에 들고서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
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빠르고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세월만큼 배의
겉과 속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정하고
추정하고 근사해야 했습니다. 모형과 시뮬레이션은 그날의 일을 똑같이 재현해주지 못했습니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는 종종 상이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
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둡니다.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고백합
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위원과 조사관이 데이터와 계속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
도 이 데이터가 단지 데이터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데이터가 아
니라 차마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IS 항적에 찍힌 5만 928개의
점 하나하나마다 4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음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비추
는 화물칸에서 철근과 자동차가 기울어지고 미끄러질 때 그 바로 위에서 수백명의 사람이 죽음
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수조에 띄워놓은 모형 배 안으로 물이 차
오를 때 그것이 4년 전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삼킨 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모든 숫자와 문서와 사진과 영상을 끌어모아 선체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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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돌아올 수 있었다.’

지킬 것들을 제대로 지켰다면, 세월호는 그렇게 출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묶을 것들을 제대로 묶었다면, 세월호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닫을 것들을 제대로 닫았다면, 세월호는 그렇게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배는 항구로 돌아오고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알아챌 수 있었고, 누
군가는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월호가 출항하는 것을 막고, 넘어지는 것을 막
고, 가라앉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이 그날 세월호에서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
로 결합했고, 누구도 그 결합을 끊지 못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세월호 국가 보고서입니다. 2014년 국회 세월
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2016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
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국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국가는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 304명이 사망한 이유를 가족들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미뤄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해왔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이고 적극
적으로 세월호에 닿는 길을 막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선체조사위원회는 이것이 세월호 가족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
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가족들이 열어준 통로를 따라 선체조사위원회는 겨우 세월호에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위해 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야 했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가족들이 한마디 대
답도 듣지 못한 채 청와대로, 국회로, 법원으로 헤매고 다녀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참사입니다.
그러므로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세월호 가족들께
제출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소의 수조에서 세월호처럼 생긴 모형 배가 넘어지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 또 보다가 고개를 떨구던 아버지들께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목포신항에서 자식을 앗
아 간 배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와 컴퓨터와 문서를 찾아서 복구해낸 어머니들께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아직 세월호를 겪고 계신 모든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께 작은
설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16

진은영 시인은 2014년 광화문 광장에 선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세계의 거짓과 태만이
그들의 집을 부쉈다’라고 썼습니다. 배가 넘어지고 가라앉았을 때 가족들의 집도 부서졌습니
다. 배를 타고 떠난 아들, 딸, 부모, 형제가 돌아오지 못했기에 그들의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
다. 이 보고서는 배를 침몰시키고 세월호 가족들의 집을 무너뜨린 거짓과 태만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 사회가 겪은 가장 참담한 실패 중 하나의 기록입니다. 실패를 조사하고 기록
함으로써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거짓과 태만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침으
로써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서야 배우게 된 것이 한
스럽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2014년 4월 16일, 그날에서 나아가지 못
할 것입니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를 무너뜨린 참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바꾸어낸 참사로 기
록되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이 보고서를 들고 4년 전 그날로 돌아가 세월호의 침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
나 이 보고서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세월호처럼 넘어지고 세월호처럼 가라앉는 배가 없도록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
망합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배가 출항하고 넘어지고 가라앉는 모습을 속절없이 보고만
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날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가라
앉아버린 이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믿음, 국가에 대한 믿음을 배반당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다 말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들이 어른을 믿고, 사회를 믿고, 국가를 믿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어른들이, 사회
가,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이제 다음 위원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진실을 향해 겨우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첫걸음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이 한 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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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월호는 어떤 상태에서 출항하였는가?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와 ‘C◯조선’에서 승객이 머무는 여객실을
증설하고 선수 우현 램프를 없애는 증·개축을 했다. 세월호는 증·개축 공사 후 선박 자체의
복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선급의 입회하에 2013년 1월 24일 경사시험(복원성 시험)을 받
았고 이를 토대로 ‘완성복원성계산서’를 작성했다. 세월호의 경하중량은 6,113톤, 무게중심은
11.777m로 측정됐다.
하지만 경사시험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해진해운은 2013년 2월 16일까지 개조 공사를 진행하면
서 경사시험 시 예상되었던 것보다 선교 갑판 선미 쪽 전시실 내부에 인테리어용 대리석 37톤
을 추가 설치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선급에서는 선수·선미 흘수선을 잘못 보정하는 계산 오류
(63톤 과소 산정)를 범했고, 인양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19톤의 추가 탑재
물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경하중량은 6,232톤, 무게중심은 11.912m로 바
뀌었다. 한국선급이 승인한 수치보다 경하중량은 119톤 늘었고, 무게중심은 13.5cm 높아졌다.
평형수는 컨트롤 판넬에 표시된 탱크 눈금과 선원들의 진술, 그리고 CN-235 항공기로 촬영된
열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추정되었다. 그중 ‘고정 밸러스트’로 불리며, 항상 채우고 다
녔다고 진술된 2·4·5번 탱크에 대해 열영상 사진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 4번은 배가 기울어지면서 통풍관으로 일부 평형수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재된 것
으로 간주했다.
추가적으로 화물 중량과 분포, 연료유, 청수량, 선미 트림 조건 등을 고려해 복원성 계산 프로그
램인 NAPA를 이용해 최종 계산된 배수량은 출항 시 9,887톤, 사고 당시 9,780톤으로 계산되었
으며, GoM값은 출항 당시 0.71m, 사고 당시 0.59m로 계산되었다. 4번 평형수가 60% 적재한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수행하여, 경하 상태에서의 KG값이 작게 계산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IMO(국제해사기구)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며 자유표면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KG 계산에는 문제가 없다. 또 4번과 5번 평형수 탱크는 통풍관의 위치가 탱크의 상면에서 약
5cm 하부에 위치하여 만재 시에도 에어포켓이 형성됨으로써 자유표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평형수 탱크의 만재시 통풍관을 통해서 평형수가 외부로 배출될 때까지 채
우기 때문에, 탱크 상단의 에어포켓이 압축되어 98%이상 채워지게 된다. 또 탱크 상단 종 보강
재 사이에 자유표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자유표면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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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산된 GoM값은 각종 탱크 중량, 화물 중량, 경하중량 등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블랙박스의 쇠사슬 기울기 분석을 통해
세월호는 화물 이동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횡경사 약 18도로 추정되며, 그 최대 횡경사 각도에서
10여초 머무는 순간에 화물 이동이 시작되고 횡경사가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최대 횡경사 47도
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마린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의 사고 당시 GoM은
약 0.55~0.56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차이 0.03~0.04m는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
린 2,210톤의 화물 중심이 약 0.42% 더 선수 방향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쉽게 사라지는 정도로
미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평한 세월호의 선미 구조로 인해 GoM은 선미 트림에 민
감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GoM은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선미 차량 램프 구역의 움푹 들
어간 넓은 공간으로 인해 횡경사 10도가 넘으면 그 부위가 물에 잠기면서 복원력이 초기 복원
력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이는 선회 시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는 여객선으로서 10가지 복원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세월호는 출항 당시와 사고
시점에서 3가지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중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정
위반은 선회 시 1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는 세월호의 복원정이 선회에
의한 횡경사에 취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독특한 선미 구조로 인한 것이다.
한편, 화물칸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세월호의 고박 상태는 좋지 않았
다. 먼저 세월호의 화물 고박 배치도는 차량의 실제고박지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
는 상태로 승인되었다. 그 밖에도 화물 고박 배치도에 승인된 차량보다 초과 적재했으며, 고
박 배치도에 정해진 고박 지점 수만큼 고박도 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차량에 고박 장치가
체결되지 않았고, 타이어 접지 부분에 고임목을 둔 것이 전부였다. 고박을 한 경우에도 차량
1대당 2개의 고박 장치만이 사용되었고 트럭 역시 충분히 튼튼하게 고박되지 못했다. 화물고
박배치도에는 C갑판에는 트럭의 적재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트럭이 실렸고, 원래 화
물을 실어서는 안 되는 경사로에도 차량이 7대 가량 실렸다. 또 미승인 체인 고박장치를 사용
하여 트럭과 중장비를 고박하기도 하고 컨테이너는 고박장치 없이 실리기도 했다. 잡화, 컨테
이너 등은 일반 로프를 이용하여 선체 구조물에 묶어 매는 등 승인된 방식으로 적재·고박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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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떻게 넘어졌는가?
사고 당시 상황
4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세월호가 매물도 동북쪽 2마일 지점에 다다랐을 때 3등항해사 박한
결은 1등항해사 강원식과 교대했다. 시야가 좋고 파도가 잔잔했기에 자동 조타모드로 항해하
는 중이었다. 8시 20분경 박한결은 자동 조타에서 수동 조타로 전환했다. 선수 방위를 156도로
두고 맹골수도를 향하던 세월호는 선수 방위를 156도에서 136도로 변경했다. AIS 데이터상 세
월호가 수동 조타로 변침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었다. 자동 조타 모드로 항해할 때보다 훨씬 급
격한 변침이었다. 맹골수도를 통과하는 동안 세월호는 좌현으로 변침했다. 8시 39분에서 44분
세월호 선수 방위는 130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137도로 변경되었고 8시 45분 세월호는 18노
트 속력으로 선수 방위 135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항해했다. 그리고 다시 1분 동안 선수 방
위는 5도/분 선회율로 135도에서 140도로 바뀌었다.
AIS 데이터에 따르면 우현으로 급선회가 일어난 시간은 8시 48분부터 8시 50분까지다. 일정
한 선수 방향을 유지하던 세월호는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동안 선수 방위
가 우현으로 10도 급변(선회율 20도/분)하고, 이어서 17초 동안 57도/분의 선회율로 150도
에서 166도까지 변경된다. 그 후 8시 49분 37초부터 8시 49분 51초까지 불과 14초 동안 선수
방위는 180도에서 243도로 급변했다. 이 단계에서 세월호는 급격한 횡경사를 이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8시 49분 58초 좌현 주기관이 정지되자 세월호의 속도는 11노트로 떨어진다. 세
월호는 이미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8시 50분 주기관이 완전 정지한 세월호는 북쪽으
로 표류하며 9시 5분경 대지속력 1.6노트를 최저로 하여 다시 약 2노트까지 점차 빨라지다 침
몰했다.
AIS 항적과 횡경사
AIS 항적 데이터에 따르면 8시 49분 40초 쯤에 선수 방위가 184도→199도→213도→191도
→229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시간대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생성 시간
(Time Stamp)의 오류로 판단된다. 즉, 위치 정확도가 변하는 구간에서 생성 시간과 수신 시
간이 꼬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생성 시간의 보고 주기가 수신 시간과 일
치하도록 보정하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선수 방위는 순차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한편, 이를 대각도 횡경사로 인한 자이로 컴퍼스의 이상 현상
(hunting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45도 이상의 횡경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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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 컴파스 실증 실험에서도 급격한 이상 작동 현상 관찰되지 않아 자이로 컴파스의 이상
현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IS 항적을 수신 시간 또는 보정된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하더라도 위치 정확도가 바뀌는
구간에서의 위치 정보 꼬임 현상이 발견되며, 모형 실험의 항적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적
절한 보정이 필요했다. 보정 대상은 오차가 큰(>10m), 즉 위치 정확도(PA)=0인 점으로 국한했
으며,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GPS의 대지 속도(SOG)와 대지 침로(COG)는 정보에, 그 전
위치 정확도(PA)=1인 점에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했다.
이렇게 위치 정확도=0인 항적 데이터를 보정한 다음에는, D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위치 정
보를 선박의 선회와 횡경사를 고려해, 선박 중심 위치 사이 상대 거리를 계산하고 선박 중심에
서의 위치 정보로 수정했다. 이렇게 수정한 선박 중심에서의 항적도는 기존 항적도보다 조금
더 작은 선회 반경을 보인다. 이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우현으로 선회하다 보니, 안테
나 위치에서의 횡방향의 두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선회율을 보이는 곡선으로 나타나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정한 세월호의 사고 당시 항적도를 이용하여 마린 실험 결과와
비교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4월 16일 사고 시간대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7대 블랙박스에 대해 KBS 세월호 특별취재팀
의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모두 추출한 후 재편집
하는 방식으로 7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동기화했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세월호의 화물 이동 과정을 보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 02초~13초경
선체가 한 차례 좌현 방향으로 기운 후 복원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8시 49분 22초경부터 좌현
횡경사가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 본격적인 화물이동은 발생하지 않
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서히 기울던 세월호는 8시 49분 39초~40초경 좌현 약 18도에 이르
렀다. 그리고 “기~익” 하는 소음이 발생한 후 초당 약 3도 가량으로 급격히 기울어 8시 49분
49초경 최대 약 47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8시 49분 43초경부터 C갑판에서 본격화된
화물 이동은 세월호가 약 30도가량 기운 이후다. 그리고 세월호가 최대로 기운 이후에도 다수
의 차량이 본래의 위치에 고박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음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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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장치
검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조타수의 조타가 미숙하거나 부적절해 조타기를 우현 쪽으로 대
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조타기 장치의 고장이나 오작동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세월호를 인양한 뒤 선조위는 선미 타기실에 있는 2번(좌현)
타기 펌프의 파일럿 밸브가 중립 위치가 아니라 한쪽에 가깝게 밀린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사고 원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세월호는 보통 타기 펌프를 2대 모두 사용하여 인천항을 떠난 후, 선박 왕래가 분주한 지역을
벗어나고 항해가 본궤도에 오르면 통상적으로 타기 펌프 한 대를 껐다. 4월 15일 오후 9시 인
천항을 떠나면서 타기 펌프를 2개 작동한 이후 누군가가 언제 타기 펌프 하나를 껐는지 확인되
지 않는다. 사고 후 3등항해사 박한결은 타기 정지와 관련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7차례 조사,
검찰 12차례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 선조위 2차례 조사 등에서 단 한번 (펌프) 정지 버튼을 눌
렀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타기 정지 버튼은 커버로 덮여 있기 때문에, 3등항해사가 버튼 커버
를 열면서까지 타기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정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
소와 같이 사고 당시 3등항해사 박한결은 제주행 타기 펌프 1대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항해사들의 진술만으로는 당일 2대를 모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제주행만을 사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더라도 당시 상황으로부터 2대
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인천행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인
천 출항 시 타기 2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그 즉시 조타 불능 상태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이 확인된 이상, 인천행 펌프는 분명히 사
용되고 있었고, 고착도 사고 당시에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제주행 펌프
도 함께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출항 당시 2대의 펌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굳
이 제주행을 중간에 정지시켰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2대 펌프 모두 사용한 것이 타당하다(장
범선 위원).
타기 펌프 사용에 대한 논란에도 선조위 조사에서 인천행 타기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참사 당시 인천행 타기 펌프 사용 중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
었을 경우에 솔레노이드밸브 고착과 참사 당시 배의 침몰 원인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
다. 양현 타기를 사용하다가 2번 타기가 5도에서 고착이 발생하는 경우 1번 펌프는 펌프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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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을 때보다 더 큰 관성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높
은 압력을 유발할 것이며, 순간적으로 1번 타기에 높은 압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브레이크 밸브 쪽으로 오일이 흐르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번 실린더에 작동유
가 공급되는 정상 상태에 이르지 못해, 타는 계속해서 우현 쪽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현 전타가 발생한 후에는 타의 관성력은 사라지고 양현 타기는 정상적으로 양 실린더
에 작동유를 공급하여 균형을 이룬다. 그 후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게 되면 오히려 1번 타기
에 중력이 더해져, 타는 양현 펌프가 작동하는 한, 좌현으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동적 시뮬레이션과 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린 모형 실험
선조위가 의뢰하여 마린이 시행한 모형 시험과 시뮬레이션은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세월호가 우현으로 빠르게 선회하면서 좌현으로 넘어지게 된 것은 세월호의
복원성 특성과 타의 움직임이 조합된 결과일 수 있다. 실험 조건에 의하면 배에 일정 각도 이
상의 타각이 주어졌을 때 화물 이동과 함께 배가 선회하는 동시에 기울어졌다. 마린은 모형 시
험에서 테스트한 모든 조건에서 세월호가 여객선 복원성에 대한 국제 규정(IMO MSC Intact
Stability Code 2008)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객선이 선회할
때의 횡경사는 1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 모형 시험 결과는 사고 당시 세월호
가 이런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령 GM=0.45m 조건으로 실시한 일부
테스트에서는 타각이 12도에서 15도 정도였을 때 배가 18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이와 같은
횡경사 각도는 국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큰 각도의 조타 명령이 있었
다고 해도 배가 국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기울어졌다면 세월호 내의 화물은 이동하지 않았
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세월호의 움푹 파인 램프 주위 구조로 인해 최초 횡경사 이후에 복
원성은 초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횡경사 10도와 30도 사이에서 복원 모멘트가 좋지 않은
세월호가 일단 10도 이상으로 기울자, 배는 쉽게 국제 규정 범위를 넘어 횡경사 18~20도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모형 실험 결과와 AIS 항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세월호는 300회가 넘는 어느 모형
선 실험 결과보다 더 급격한 선회를 그렸다. 하지만 모형 실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류의 영향
을 고려하면 모형 실험에서의 항적이 실제 항적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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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여전히 대지속도와 선회율(Rate of Turn, ROT)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횡경사율(Rate
of Heel, ROH)은 세월호가 급선회만으로 어느 정도의 횡경사가 발생하고, 화물 이동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모형실험에서 선회로 인한 최대 횡경사가 어느
정도 지속된 상태에서 화물을 이동시킨 경우 횡경사율이 충분히 커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
지속도는 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속도이다 보니 세월호가 선회하고 기움에 따라 횡방향 속도
가 더해져서 AIS 항적에서는 더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하학적 관계를 고려해
선박 중심에서의 속도로 보정하면 좀 더 실험과 유사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항적에서
의 최대 선수 선회율은 약 초당 3.3도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모형 실험에서의 최대 선수 선
회율은 초당 2.0도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자이로 컴퍼스의 변속도 오차나 가속도 오차
로 인한 세차운동으로 선수 방위각이 일시적으로 실제보다 몇 도 정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설
명할 수 있으나 정확한 오차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력에 대한 검증
선조위는 외력에 의해 선체가 손상되었다는 여러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조사 및 용역 조
사를 실시했다. 선체 좌현 하부의 외판 변형 상태에 대해서는 3차원 계측된 외판 정보를 바탕
으로 선체 변형 상태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선저, 선측, 선미 등의 도면과의 차이는 대부분
좌우 대칭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력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할 때 발생한 오
차이거나 운항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변형이라고 추정되었다.
한편 좌현 핀 안정기는 최대 작동 각도인 25도를 초과하여 양력(nose-up) 방향으로 50.9도
돌아간 상태였다. 핀 안정기의 분해 결과 핀 축 표면과 내부 보스(boss) 표면을 육안으로 검
사하였을 때 양쪽 접촉면에서 핀이 회전할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원주 방향의 긁힌 자국
(scratch)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선체 착저 시 핀 안정기의 해저 지반 관입 시 받을 수 있는 비틀림 하중의 크기를 계
산했다. 이를 제조사의 열박음 공법의 비틀림 저항력을 계산하는 식의 값과 구조 해석에 의해
계산된 저항력과 비교해보니 착저 시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저 관입에
의한 회전과 침몰 전 외력에 의한 회전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이는 지반 관입 시의 하중 범위에 비해 슬라이딩이 가능한 하중이 근접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
에서 모두 소성 변형 없이 축 슬라이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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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마린 시험에서는 윈치를 이용해 모형선의 핀 안정기에 윈치 각도, 윈치 깊이, 하중 크기,
지속 시간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우현 전타 상태에서 윈치 하중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실
험 결과 가장 높은 선회율은 초당 2.6~2.7도 정도로 외력 없이 실험한 최대 선회율에 비해 약
20~25%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약 300회의 모형 시험 조건으로도 이르지 못한
한계 선회율(<2.0도/s)이 외력 조건 하에서 극복 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이다. 외력으로 인해 선속이 감소되는 중간에 잠시 증가하고, 횡경사를 증가하는 과정에 잠시
감소하는 등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른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세월호의 선수 방위각과 변화 양상과 세월호의 횡경사율 변화 양상은 단순 내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다만, 선속과 횡경사율에 대한 영향은 윈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추가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직립된 세월호 선체 좌현 핀 안정기실과 그 위쪽 데크스토어 내부의
대변형과 외부의 충돌 흔적과 외력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반면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다. 3차 마린 모형 실험 결과 핀안정기 후미에 가한 외력으로는
선회율은 증가하였지만, 선속과 횡경사에는 실제와 다른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핀안정기에
가한 외력이 선회율만 증가시키는 모멘트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방향의 속도를 증가
시키는 길이 방향의 힘과, 횡경사를 줄이는 방향의 모멘트도 함께 유발했기 때문이다. 기본적
으로 구속 없이 6자 유도운동을 하는 선박을 특정 부위에 하중을 가해 오로지 선수 선회만 가
속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멘트를 유발했기 위해서는 크기는 같고 힘은 정반대
인 짝힘이 동시에 가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핀 안정기 외에 좌현 선미 쪽의 파손
부위에 직접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파손 부위의 함몰 부위가 깊고 넓지 않아 선
수 선회율을 증가시킬 정도의 큰 힘이 가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그 곳에 충격이 가
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선속이나 횡경사에 영향 없이 선회율만 키울 가능성은 매우 낮
다. 다만, 좌현의 핀 안정기실 주변과 후미의 파손이 착저나 인양 중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는 직립된 세월호 선체의 추가 정밀 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장범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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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월호는 어떻게 가라앉았는가?
세월호는 8시 50분경 주기관이 완전 정지했고 57분경부터 관성력을 잃고 북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배가 기울면서 좌현의 개구부가 해수면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배가 좌현 45도 정
도로 기울자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왔다. 선조위는 세월호의 침수 및 침몰 과정을 보다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린에 의뢰해 컴퓨터 모의 실험과 모형 시험을 진행했
다.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파악한 초기 침수 지점은 C갑판 좌현 외판으로 뚫려 있는 루버 통
풍구였다. 이 통풍구와 연결된 통풍 트렁크를 통해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좌현 핀 안정기실
이 침수되었다. 배가 45도 이상 기울자 파손된 C갑판 창문, 선미 타폴린 등을 통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 C갑판으로 유입된 물이 차량 이동용 경사로의 열려 있던 풍우밀
문을 따라 D갑판으로 들어가고 선박 상부 객실 갑판들에 물이 차면서 배가 빠르게 기울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머물던 A갑판과 B갑판은 물의 흐름을 막아줄 격벽이 거의 없는 열린 구조
였기 때문에, 이 구역은 불과 15~20분 안에 대단히 빠르게 침수되었다. 침수가 시작된 지 약
100분 후 세월호는 침몰했다.
좌현 45도의 횡경사가 참사로 이어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 한국선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침수 가능 구획을 적절한 단위의 수밀 구획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물이 통할 수 없는
수밀문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에서는 선내 수밀 구획에 대한 관리를 제대
로 하지 않았다. 선조위의 현장 조사 결과 세월호의 수밀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다.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밀문을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 항해했고, 그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
다. 사고 당일에도 선원들은 침수 초기에 기관 장비 구획에서 탈출하면서 수밀문을 닫아야 한
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는 4월 16일의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연결 고리였다.
선조위와 마린은 수밀 구획 관리가 침수 및 침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침수 실
험을 시행했다. 실험 결과, 수밀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면 세월호는 좌현 65도 정도의 횡경사
를 유지한 채 더 오랜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승객의 탈출 시간을 더 확
보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수밀문이 열려 있던 세월호는 65도 이상으로 더 기울었고,
그때부터 배는 더 빠르게 침수되어 최종적으로 침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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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4년 4월 15일 밤 9시, 세월호가 출항했다.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2시간 반 정도 늦은 출항
이었다. 아직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간신히 법적으로 정해진 시정 거리를
확보할 정도는 되었다. 안개가 걷혔는데 왜 출항하지 않느냐는 화물 기사들의 항의 속에서 해
경은 시정주의보를 해제했다. 출항이 허가된 것이다.
꺄노 까햐 배 간다 배가 가!!!!! 배 가!!!!
지금 환호 쩌러
ㅊㅋㅊㅋㅊㅋ

수학여행이 취소되면 어쩌나 실망하던 학생들은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크게 기뻐했
다. 학생들은 세월호의 고박을 담당한 우련통운 직원들과 청해진해운 해무팀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직원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잘 갔다 오겠다고, 잘 다녀
오라고’1). 그 누구도 다음 날 아침의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세월호가 어떤 상태로 출항했는지 살펴본다. 출항 전, 세월호가 규정을 지켰
더라면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수밀문(水密門)을 닫고,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고, 복원성 기준을 준수한 상태로 출항했더라면. 이 모든 것은 급선회의 원인으
로 즉각 연결되지는 않지만, 급선회가 배의 전복과 침몰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다.
여기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세월호의 출항 당시 및 사고 당시 복원성이다. 배는 중력중심
(무게중심·G)과 부력중심(B)이 일치하면 평형 상태가 되지만, 바람, 파도, 그 밖의 힘에 의해
두 중심이 어긋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기울어진 배가 다시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
아오려는 성질을 복원성이라 부른다. 복원성은 배의 안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
한 척도다([그림 1-1]).
배의 무게중심(G)과 메타센터(M)의 거리를 GM이라 부르는데, 이 GM값이 커질수록 복원성이
좋아진다. 메타센터는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배의 최저점(K)에서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중심선과
옆으로 이동한 부력중심에서 부력 작용 방향으로 그은 선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GM이 커지므로 선박은 안전하다. 무게중심이 낮은 오뚝이가 금세 일어나는 원리와
같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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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G

M
B
G

G

MM

B

B

b. 복원력 있음(GM 양수)
(평형 상태로 돌아감)

a. 평형 상태

M(메타센터)

G(무게중심)

c. 복원력 없음(GM 음수)
(기울어진 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짐)
B(부력중심)

[그림 1-1] 부력중심과 무게중심, 그리고 복원력의 관계.
배가 기울어졌을 때 GM이 양수면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지만, GM이 음수면 기울어진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 전복된다.

M
GM
G

BM
KM

KG

B

K
M(메타센터)

G(무게중심)

B(부력중심)

K(용골,배의 최저점)

[그림 1-2] GM와 BM, KM의 관계

복원성 기준을 지키게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일단 여객선이 운항
하려면 선박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 복원성 자료를 제출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선박안전법 28조 2항). 이 승인 업무는 한국선급이 대행하고 있다(선박안전법 60조).
세월호는 증·개축 공사 후 선박 자체의 복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선급의 입회하에 2013년
1월 24일 경사시험(복원성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을 통해 선박의 무게중심과 배의 경하중량
(평형수, 화물 등을 제외한 배 자체의 중량)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완성복원성계산서’를 작
성했다. 세월호의 경하중량은 6,113톤,2) 무게중심은 11.777m로 측정됐다.3)
하지만 경사시험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해진해운은 2013년 2월 16일까지 개조 공사를 진행했
다. 경사시험 시 예상되었던 것보다 선교 갑판 선미 쪽 전시실 내부에 인테리어용 대리석 3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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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 설치되었다. 또 한국선급에서는 무게중심 및 경하중량 산정 과정에서 선수·선미 흘수
선을 잘못 보정하는 계산 오류(63톤 과소 산정)를 저질렀다.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
조위)는 인양 후 추가 탑재물 19톤을 더 발견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경하중량은 6232.718
톤, 무게중심은 11.912m로 바뀌었다. 한국선급이 승인한 수치보다 경하중량은 119톤 늘었고,
무게중심은 13.5cm 높아졌다.5)
복원성은 매 항해 시의 화물량과 평형수, 연료유 등의 무게 및 배치로 달라진다. 항해 때마다
화물량을 파악하고 만재흘수선을 확인하는 것 역시 복원성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한 작
업이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로 내리고, 좌우 균형이 맞도록 배치하며, 화물이 배의 흔들림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 고박하는 것 역시 배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세
월호는 선박안전법 제28조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076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일부 만족하
지 못한 채 고박이 부적절한 상태로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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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월호는 어떤 배인가

세월호 길이는 선수에서 선미까지 145.61m다. 선수를 바라보며 왼쪽은 좌현, 오른쪽은 우현이
다. 좌현~우현의 거리는 22m이다.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싣는데 위쪽 3개 층(선교 갑판, A갑
판, B갑판)은 승객이 머무는 객실이며, 가운데 2개 층(C갑판, D갑판)은 차량이나 화물 등을 실
을 수 있는 화물칸이다. 선교 갑판 위쪽으로 불꽃놀이를 하던 컴퍼스 갑판이, D갑판 화물칸(차
량 적재 구역) 밑으로는 화물칸, 기관실, 평형수·연료유·청수 탱크, 횡방향 스러스터 등이 있
는 기관구역과 화물을 적재하는 E갑판이 있다.6)
[표 1-1] 선박 주요 제원7)
선명

세월호

깊이

14m(건현 갑판 7.67m)

국적

대한민국

폭

22m

선적항

인천광역시

무게중심(KG)

12.102m

호출 부호

100세월

총 톤수

6,825톤

선박 번호

ICR-121832

재화 중량 톤수

3,664톤

선박 종류

로로여객선

만재흘수

6.264m

선박 소유·운항자

청해진해운

주기관

12PC-6V(AKASHI, 일본)

최대 탑재 인원

956명(여객 921명, 선원 35명)

최대 출력

6,618kw×520RPM×2기

조선사

일본 하야시카네조선소

연료 소모량

179.52gr/㎾.hr

용골 거치일/진수일

1994년 1월 25일/ 1994년 4월 13일 추진기(inward)

선박검사단체

한국선급

타(rudder)

1기

전장(L.O.A.)

145.61m

최대 속력/설계속력

23.55노트/22노트

2기

A갑판(천장높이 약 2.6m)에는 선수로부터 2등 객실(80명실, 침대객실), 로비 등이 있으며 총
여객정원은 484명이다. B갑판은(천장높이 약 2.7m)에는 선수부터 3등 객실(270명, 38인실),
2등 객실, 매점, 노래방, 로비(안내 데스크), 식당, 주방(선원 식당), 선원 침실, 운전자 객실 등
이 있었다. B갑판의 총 여객 정원은 426명이다.
C갑판(천장높이 약 4.2~4.95m)은 선수갑판과 개방된 화물적재구역(컨테이너 등 적재), 화물
칸(차량적재구역), 선미갑판으로 구성돼 있다. 선수 쪽에는 배의 닻을 감아 올리고 내리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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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기 등 계선설비8)와 선수 마스트9)(25톤 용량의 데릭10) 포함)가 있었다. 화물칸 뒤쪽에는 C갑
판과 B갑판 사이에 두고 승용차 적재 공간인 트윈 갑판(길이 약 18.6m, 천장높이 2.2m)이 놓
여 있었다.11)
건현 갑판인 D갑판(천장높이 약 5.1~6.33m)은 물의 압력으로 인한 침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밀 구조를 갖췄다. 선박의 하부 구조는 해수와 접하는 외판(바닥판, 측판, 갑판 등)이
수밀이어야 한다. 침수되더라도 배가 오랫동안 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수밀격벽도
일정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격벽이란 선박 아래쪽 내부 공간을 길이 또는 너비 방향으
로 칸막이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선박의 구조 강도를 높이고 비상시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D갑판에는 선수 창고와 화물칸, 선미 창고가 있다.12) 화물칸 내 화물은 선미에 있는 램프를 통
해 D갑판으로 들어왔다. 화물차 및 일반 화물은 주로 D갑판에, 승용차는 차량 이동용 경사로
(Slope Way)를 통해 C갑판으로 이동했고, 일부 잡화 등은 D갑판의 화물 승강기를 통해 E갑판
에 적재됐다.13)
D갑판 아래쪽 공간(천장높이 약 2.5~9m)에는 선수 피크 평형수 탱크, 1번 평형수 탱크, 선수
횡방향 스러스터실, 2번 평형수 탱크, 3번 평형수 탱크, 힐링 탱크, 1번 연료유 탱크, E갑판 화
물칸(길이 약 45.5m, 너비 약 8.0~12.4m, 높이 약 6m), 기관실, 보조 기관실, 축실, 2번 청수
탱크, 선미 횡방향 스러스터실, 타기실 등이 위치해 있다. 기관실, 보조 기관실 및 축계실 각
격벽에 있는 출입문은 수밀문으로 구성돼 있었다.14)
D갑판과 선저외판 사이에는 E갑판이 있으며, E갑판 아래쪽(천장높이 약 1.5~1.8m, 길이 약
77m)에는 4과 5번 평형수 탱크, 1번 청수 탱크, 핀 안정기(선박 양 측면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
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실, 2번 연료유 탱크 등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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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그림 1-4, 5] 세월호 일반 배치도

세월호는 2012년 10월 22일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
청에 등록됐다. 청해진해운이 일본 연안에서 운항하던 나미노우에호(6,586톤, 1994년 건조)를
8억 엔(한화 115억 원)에 수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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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과정에서 높아진 무게 중심으로 인해,
세월호는 더 많은 평형수가 채워져야 했지만
그 대신, 승인된 재하 중량의
두 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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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오하마나호(6,322톤, 1989년 건조)를 월·수·금(인천항 출발 기준)요일에 운항했다. 청
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은 항로를 복선으로 운항해 다른 선사가 항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오하마나호의 선령이 다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카페리 여객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다. 회장인 유병언의 승인을 받아 2010년경 추가로 카페리 여객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하마나호를 판 일본 선사(A-LINE)가 매물로 내놓은 나미노우에호를 낙점했다. 이
배는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돼 1994년 4월 13일 진수됐다. 선체 중심선에 타가 설
치돼 있고, 그 양쪽에 프로펠러 2개가 달려 있는 로로선이었다. 로로선(Roll-on-Roll-off
Vessel)은 선박 램프(차량 출입문)를 통해 차량을 선박 화물구역으로 직접 주행해 적재하는 구
조의 배를 말한다. 나미노우에호의 램프는 선수에 1개, 선미에 2개였다. 최대 속도는 23.55노
트로,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항로 등을 운항했다.

증·개축
2012년 10월 6일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와 같은 해 10월 7일부터 2013년 2월
16일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소인 ‘C◯조선’에서 증·개축했다. 승객이 머무는 여객실을 증
설하고 선수 우현 램프를 없애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객실 증설 등을 위하여 A갑판 선미부 구획(천장높이 약 3.5m)의 천
장을 약 1.7m 높인 후 선교 갑판 선미부는 약 2.6m, A갑판 선미부(높이 약 2.6m)는 약
5.6m 각각 연장하면서 이 객실을 2개 층으로 분리하고, 그 상층(선교 갑판)은 전시실로, 아
래층(A갑판)은 여객실(정원 114명)로 개조했다.16)
또 승용차 적재 공간이던 B갑판 선미부에 운전자용 객실(길이 약 10.5m, 폭 15.4m, 정원
56명)을 신설했으며, 선수부 우현 선측 램프(추정 중량 약 50톤, 차량 출입문)를 철거하고,
철거된 오목한 램프 부분은 외측으로 확장 처리(추정 중량 약 25톤 추가)하여 선측 외판을 형
성하도록 했다.17)
이러한 개조 작업으로 세월호의 경하중량은 약 307톤 증가했지만18), 만재흘수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하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화중량 톤수는 307톤 감소했다.
증·개축으로 선박 자체의 무게중심(G)은 약 64.2cm 올라갔다. 감사원과 세월호 선조위에서
발견한 누락된 중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월호는 한국선급에서 승인한 99척의 여객선 중
유일하게 경하 상태 메타센터 높이값이 음수였다. 평형수를 넣지 않은 경하 상태에서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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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취약해 제대로 물위에 떠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19)

세월호 증·개축 이전 설계도와 시공 후 설계도의 차이점

세월호 도입, 증·개축 과정
1994년

일본 건조(선명 나미노우에호)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 수입
증·개축 공사

2012년 10월~2013년 2월
2013년 2월

한국선급 승인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

•선실 증축(여객 정원 804명→921명)
•5층 전시실 증축
•선수 우현 카램프 제거

[그림 1-6] 세월호 증·개축 비교(출처: 한겨레21)

[표 1-2] 세월호 개조 전후 비교
구분

개조 이전

개조 이후

만재배수량

9,907톤

9,907톤

변화없음

경하중량

5,926톤

6,233톤

307톤 증가

재화중량

3,981톤

3,674톤

307톤 감소

최대 승선 인원
무게중심(KG)

비고

840명

956명

116명 증가

11.27m

11.912m

64.2cm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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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갑판(천장높이 약 2.5m)에는 선수(뱃머리)부터 조타실(선교), 선원실, 1등 객실(여객 정
원 총 11명), 로비 및 전시실 등이 있다. 이곳에는 1척당 25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구명뗏목
46척이 있었다. 28척은 우현 쪽에, 14척은 좌현 쪽 선미 가까운 곳에, 나머지 4척은 좌현 선미
끝 강하식 탑승 장치(슈트, 250인승 4개)20) 부근에 있었다. 따라서 우현 쪽에서 700명, 좌현
쪽에서 450명 등 구명뗏목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150명이었다.
브룩스벨은 인양 후 선체 내에서 ‘소화 및 대피로 도면’과 구명뗏목, 슈트, 구명조끼의 흔적을
발견했다. 소화 및 대피로 도면은 선체를 인양한 뒤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구명보트가 장착됐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도면에는 구명보트 1대가 선교 갑판 좌
현 선미 끝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림 1-7] 좌현 여객구역 갑판 아래에서 발견된 구명뗏목 1척과 슈트 2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보면, 총 톤수가 500톤을 초과하는 여객선은 선체 양쪽에
각각 1대 이상의 구명보트를 장착하도록 돼 있다. 승객이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려면 구명보
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명뗏목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이용해 슈트 착
륙 지점에 모아놓아야 탈출한 승객들이 구명뗏목으로 옮겨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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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선박안전법 제26조와 해양수산부 고시 제75조 선박구명설비기준을 보면, 연해구
역을 항해하는 여객선은 최대 승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 또는 구명뗏목을 설치하도
록 돼 있다. 구명보트를 설치할지, 구명뗏목을 설치할지는 선박 소유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세
월호는 최대 승선 인원이 956명이라서 25인승 구명뗏목 39개면 법적 기준(25인승×39개=975
명)을 충족한다. 구명뗏목은 애초에 도면대로 46개가 탑재했지만 2014년 2월 여수 조선소에서
중간 검사를 받을 때 2개를 철거했다.21)
세월호에는 비상 소집 장소가 3곳 지정돼 있었다. A갑판 양쪽 옆과 B갑판 왼쪽에 있는 개방 갑
판이다. 승객과 선원들은 비상시 이곳에 집결해 바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하지만 비
상 소집 장소는 도면에 표시돼 있지 않아, 승객들이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탈출을 위해
승객들이 대기하는 비상 소집 장소는 A갑판과 B갑판인 데 반해 1~2층을 올라가야 하는 선교
갑판에 슈트와 구명뗏목이 설치돼 있었다. 비상 소집 장소에서 대기하던 승객이 막상 탈출할
때는 구명 장비를 바로 이용하기 곤란한 구조였다. 사고 당시 승객이 퇴선을 위해 비상 소집 장
소인 A갑판, B갑판에 모여 있었더라도 배가 크게 기울어졌기에 선교 갑판으로 올라가 순조롭
게 탈출하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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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월호는 열려 있었다

선박은 기울어졌더라도 바닷속으로 바로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떠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5장 제16조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카페리 여객선은 어느
1개 구획이 침수해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않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해야 한다.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뒤집어지며 침몰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밑바닥
에 있던 탱크에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파공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조위가 인
양 후 용역을 통해 기관실 앞쪽 격벽부터 선수 방향으로 놓인 탱크의 내부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22) 하지만 침수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닫혀 있어야 할 수밀격벽과 수밀문이 열
려 있었다.23)해양수산부 고시 ‘강선(선체의 주요 구조의 재료가 강철인 선박)의 구조 기준’ 제
689~691조를 보면, 모든 선박은 선수·선미격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기관실과 화물창에도
수밀격벽이 필요하다. 수밀문은 슬라이딩식으로 하며, 바닷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
도와 수밀성을 갖춰야 한다.

EMERG. GEN. RM.
DECK STORE
STORE

CO2 RM.
PAINT STORE

STORE

C.L
P&S

LIFTER
F.P.T.(C)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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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B.W.T.(P&S)

NO.2VOI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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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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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B.W.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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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L.O.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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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VOID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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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T.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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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B.W.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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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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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건현 갑판 하부 침수 가능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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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출입문과 선미 램프
건현 갑판인 D갑판은 선체의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7.67m에서 10.3m까지 걸쳐 있다. 세월
호 선조위는 인양한 뒤 D갑판부터 하부로 뚫린 개구부(구멍)를 조사했다. 우선 흘수선에서 약
3~4m 높이에 있는 현측문(선박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출입문)이 좌·우현에 하
나씩 있다. 선원들은 이를 ‘도선사 출입문’이라고 불렀는데, 사고 초기부터 열려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높이 1.9m, 폭 약 1m의 이 문은 풍우밀24) 구조였다.
하지만 인양 뒤 조사해보니 좌·우현 도선사 출입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25) 특히 좌현 쪽 출입
문은 선수 쪽 모서리에 2개의 힌지(경첩: 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해 문짝을 다는 데 쓰는 철물)가 있었는데, 상태가 온전했다. 또 나사와 잠금장치 12개가
고정돼 있었는데, 선미 쪽을 향한 4개가 열려 있었다.
선미 우현 차량 램프는 인양 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좌현 램프는 인양 과정에서 절단돼 사고
당시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램프 문 테두리에는 압축 바(Compression Bar)가 둘러싸고 있고, 문을 닫으면 이 압축 바가
램프 가장자리에 있는 고무 패킹과 맞닿아 밀착되도록 설계돼 있다. 유압 작동 잠금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문 아래쪽 안팎에 핀이 1개씩 나와 램프가 잠긴다. 위쪽으로도 핸들레버 2대를 돌
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 수밀을 유지하려면 고무 패킹은 10mm를 초과해 압축될 수
없고 압축 바도 잘 관리돼야 한다.
고무 패킹은 선체 내부 조사 때 최대 13mm 깊이까지 영구적으로 파인 곳이 발견됐다. 고무 상
태가 불량했고 일부는 떨어져나갔다. 고무 패킹에서 자라난 해양 생물도 있었는데, 문이 닫혀
서 꽉 붙어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1-9] 좌현 램프 압축 바와 고무 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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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해져 있었는데, 그 일부가 벗겨져 압축 바와 고무 패킹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었다. 게다가 유압작동 잠금장치가 선내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작동했지만, 선외
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수밀문과 맨홀
E갑판과 기관구역에는 수밀격벽이 있었고, 그 사이로 맨홀 5개와 수밀문 2개가 열려 있었다.
맨홀은 선원들이 기기 내부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개구부로, 덮개를 너트로 여닫도록 돼 있다.
배를 운항할 때는 반드시 닫아야 한다. 수밀문은 항해 중 사용하거나 통상적으로 개방할 수 있
지만 항상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밀문을 유압을 활용한 미닫이문으로 만드는 이
유다. 하지만 인양 뒤 선체를 조사해보니, 세월호의 모든 수밀문과 맨홀은 열린 상태였다.26)
기관실 선미 격벽에는 기관실과 보조 기관실을 나누는 유압 작동 수밀문이 있었는데 해저에 3
년간 머무는 동안 문틀에서 해양 생물이 자라났다.27) 사고 당시부터 이 문이 개방돼 있었다는
증거다. 기관실과 보조 기관실 사이에는 맨홀도 있었는데 열린 채로 기관실의 오수를 버릴 수
있도록 호스가 연결돼 있었다.
좌·우현 핀 안정기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을 관통하는 맨홀도 하나씩 있었다. 우현 핀 안정
기실로 뚫린 맨홀은 너트가 없이 열려 있었고, 좌현 핀 안정기실로 향하는 맨홀은 뚜껑이 없었
다. 맨홀을 열어놓으려고 커버를 떼어 옆에 묶어놓은 상태였다. 기관실에서 핀 안정기실로 출
입하기 편하도록 맨홀을 닫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편 옆 벽면에 고정) 스러스터실과 축
실을 잇는 맨홀은 뚜껑이 없었다.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 고시 ‘강선의 구조 기준’ 제707~714조를 보면, 수밀문은 슬라이딩식
으로 해야 하며, 항상 폐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항해 중 사용하거나 통상적으로 개
방하는 수밀문은 조타실에서 동력에 의해 원격 폐쇄가 가능해야 한다. 또 배가 한 쪽으로 30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수밀문에서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28)
세월호도 조타실에서 기관구역과 E갑판 화물칸의 수밀문 5개를 유압 장치를 활용해 원격으
로 폐쇄할 수 있었다. 각 수밀문 옆에는 자동, 수동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수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선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장이 잦
았고, 이를 제대로 유지·보수하지도 않았다. 조타실에서도 수밀문을 작동하는지 점검하지도
않았다.29)

제1장. 출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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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 조사관: 기관실에서 발전기실(로) 갈 때 수밀문(유압으로 된 미닫이문)을 교육했나요?
박성용(조기수): 그게 고장이 나서 잘 안 돼서 열어놨습니다. 발전기실에서 밑에 들어가는데도 있는
데 거기를 체인블록 해서 당겨놨습니다. 열어놓고 다녔습니다. 엔진룸에서 발전기실 가는 건 작
동(을) 잘 안 하게 해뒀습니다. 닫혀서 안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관: 수리는 언제했나요?
박성용: 그것은 알 수 없고, 수리 후에도 계속 열어놓은 상태로 썼습니다.
(박성용 선조위 진술조서(2018. 2. 9.))30)

선조위 조사관: 수밀문이 열려 있으면 선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박◯용(전 1등 기관사): 연락이 온 적이 없었으며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수밀문 유압이 자주 터졌
습니다. 유격과 롤링이 생겨 문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습니다.
조사관: 선교로부터 수밀문 폐쇄에 대해서 지시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박◯용: 본인이(2013년 9월까지) 승선 중에는 없었습니다.
(박◯용 선조위 진술조서(2018. 2. 22.))

세월호의 핀 안정기실 출입구는 선원들이 출입이 잦은 곳이었는데도 맨홀을 사용하였다. 맨홀
은 20개의 볼트와 너트로 뚜껑을 닫아놓는 구조이며, 닫아놓는 게 원칙이다. 세월호 핀 안정
기는 원래 원격 조정 기능을 갖췄는데, 2013년 9월 고장이 났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
했다. 그때부터 기관부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수작업으로 핀 안정기를 접고 펴야 했다.
당연히 핀 안정기실 출입이 잦았고, 닫아놓아야 할 핀 안정기실 맨홀을 항상 열어둔 채로 항해
했다. 외국선급의 핀 안정기실 수밀 규정을 보면, 핀 안정기실 출입구는 맨홀이 아니라 수밀문
으로 만들도록 돼 있다. 볼트와 너트로 뚜껑을 닫아야 하는 맨홀과 달리 수밀문은 평상시 열어
두더라도 긴급 상황에서 원격 조정으로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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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완성되지 않은 배로 진행된 경사시험

경사시험이란?
2012년 10월 6일 일본에서 출발한 세월호(나미노우에호)는 곧장 목포에 있는 C◯조선소에서
증·개축 작업을 시작했다. 증·개축 공사는 2012년 10월 7일부터 2013년 2월 16일까지 네 달
에 걸쳐 진행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해진해운은 증·개축 공사를 통해 선수 우현 램프를
제거하고, 여객실과 전시실을 추가했다.
세월호처럼 중고로 도입된 선박은 한국에서 다시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개축 공사 기
간 동안 한국선급 검사원은 승인된 도면에 맞게 시공했는지 수시로 검사한다. 현장검사원 전
◯호가 C◯조선에 간 횟수만 36회 정도 된다.32) 이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내규에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조 시에는 반드시 복원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33)로 되어 있는데, 세
월호의 증·개축이 이에 해당되어 경사시험을 결정했다. 경사시험은 배 위에서 중량물의 위치
를 옮겨 배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측정해 선박 자체의 중량인 경하중량과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
한 시험이다. 복원성 계산서는 이 경사시험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만큼 가장 기본
이며,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및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감독 실
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인테리어 공사 등 완공으로 발생할 일부 중량을
누락하고, 세월호가 물에 잠기는 부분의 깊이를 보정할 때의 수치(흘수 보정치) +0.077m를
-0.077m로 잘못 입력한 경사시험 결과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올바른 보정치
+0.077m

과소 산정
배수량 63톤

흘수수치
5,760m

실제 수면

잘못된 보정치
-0.077m

잘못 산정한 수면

올바른 보정
흘수수치 5,837m

선수수선
선미수선

선미흘수표

※ 흘수표를 읽은 후 수선기준 값으로 보정해야 하나
선미흘수 보정 오류

[그림 1-10] 세월호 흘수 보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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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에서는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복원성 수치를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추정하기 위해 경사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재검토했다.34) 경사시험과 관련해 선체조사위가 주목한 사항은 1) 경사
시험 시 세월호가 과연 완성단계였는가 2) 경사시험 시 누락된 중량이 추가로 존재하는가 3)
경사시험용 중량물 및 사용 장비는 적절했는가 등이다.

세월호는 과연 완성단계였는가
2013년 1월 24일, 목포 외항 부두에서 세월호 경사시험이 이뤄졌다. 아직 한창 인테리어 공사
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증·개축 공사가 실제로는 2월 16일에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경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월호의 증·개축 도면을 설계한 신◯선박설계사무소는 복원성 계산서만 하◯선박설계에 하
청을 주었다. 하◯선박설계는 대표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었다. 하◯선박설계 대표 이◯철
은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세월호의 평형수량, 오일량 등을 계측했다. 한국선급 검사원 전
◯호는 오후 2시경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하◯선박설계 대표가 넘겨준 자료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후, 경사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검사원이 예상한 미탑재물(실제
운항시에는 추가될 예정이지만 경사시험 당시 빠진 탑재물)의 중량은 47.957톤이었는데, 이
중 45.78톤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추가될 중량이었다.35) 이렇게 미탑재물 중량
이 많은 상태로 경사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일례로 2011년 세월호의 10배 크
기(약 6만 톤) 벌크선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보면, 미탑재물 중량은 세월호의 절반 이하인 22
톤이었다.36)

추가 누락 중량은 없었는가
한국 선급이 예상한 미탑재물 수치 자체도 작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후 감사원이 시공업체
등을 조사하자 누락된 미탑재물 중량이 발견되었다. 실제로는 45.78톤이 아니라 82.781톤의
자재가 인테리어 공사에 활용된 것이다. 즉 세월호의 경하중량에서 37톤이 누락된 채 경사시
험 결과서가 승인된 셈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무게중심은 한국선급이 승인한 수치보다 실
제로는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인양 후 이 값은 다시 조정된다. 선조위가 추가 미탑재물
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인양된 세월호에서 바닥 공사용 자재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 및 타일 등이 다
수 발견되었다.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선체조사위는 이 바닥 공사재가 어느 시점, 어
느 위치에 시공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사진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 감사원에서 발견한 것 외에 추가로 미탑재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본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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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추가 발견된 바닥공사재

조사 결과, 인양을 통해 밝혀낸 추가 미탑재물 중량은 바닥 공사 자재, 매트리스, 자판기, 냉장
고, 화장실 도기류 등 총 19.718톤이다. 여기에는 2013년 증·개축 당시뿐 아니라 2014년 2월
중간 검사 시 D갑판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덧댄 2.7톤의 철판도 포함된다. 세월호는 증·개축
으로 인해 일본에서 건조되었을 때보다 무게중심이 64cm나 올라갔다. 한국 선급의 승인 결과
보다 약 13cm 높다. 증·개축 자체의 영향도 컸지만, 경사시험의 오류도 결코 작지 않았다.
[표 1-3] 경사시험 결과서 수정 계산
경사 상태 구분
일본에서 건조 시 승인 결과
한국선급 승인 결과
경사시험 계산 오류 수정-감사원(흘수),
선조위(FSM) 및 감사원 중량 보정 결과
선조위 발견 추가 중량 보정 결과

경하중량(톤)

무게중심(m)

무게중심 변화(누적)

5,926.19

11.27

-

6,113.030

11.777

+0.507(약 51cm)

6,213.00

12.079

+0.809(약 81cm)

6,232.718

12.102

+0.832(약 83cm)

중량물 및 사용 장비는 적절했는가
세월호의 경사시험은 고체 중량물 4개를 4대의 지게차로 8회 좌·우현으로 이동시켜 횡경사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이와 같은 경사시험의 중량물 이동 방법은 국제선급협회의 권고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사시험용 중량물은 검정된 기기에서 검사원의 입회하에 계
근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선급 검사원은 계근 증명서만 확인37)하였을 뿐 계근 장비의
검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 경사시험용 중량물은 용이한 식별을 위해 고유번호가 표시
되어야 하지만 경사시험 당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경사시험용 중량물로 추정되는 중량물에 고
유번호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4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경사시험 결과서에는 경사시험에 사용한 중량물이 총 4개로 표기되어 있지만 총 5개의 중량물
이 확인되었으며, 불필요 탑재물 목록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 불필요 탑재
물을 검토한 결과 경사시험용 중량물 4개(무게 30.6톤)만이 있을 뿐 당시 사용한 지게차의 무
게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중량물 1개
중량물 4개

2013/01/24 19:53
[그림 1-13] 세월호 경사시험 당일 D갑판 내 검사용 중량물

종합하면, 경사시험에 사용한 중량물의 무게가 검정된 기기에서 계근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
다는 점, 중량물 이동에 사용하였던 지게차의 무게 또한 불명확한 점, 중량물의 개수 또한 경사
시험 결과서 내용과는 다른 점 등의 이유로 경사시험 당일 사용한 중량물은 검사용 중량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4번 평형수 탱크에 대한 논란
선내에 유체가 있으면 경사시험 과정에서 유체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사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체의 정확한 양과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사시
험으로 측정된 선체 무게중심에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IMO에서는 경사시험 시 유체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자유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탱크를 완전히 비우거나 완전히 채우는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탱크가 만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유표면효과를 정확
하게 계산하기 위해 만재되지 않은 탱크의 형상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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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이나 사다리꼴 같이 규칙적인 형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자유
표면효과를 계산하는 식을 제시하고 있다(IMO의 경사시험 준비 사항 참조).

2

Preparations for the inclining test

2.1

Free surface and tankage

2.1.1
If there are liquids on board the ship when it is inclined, whether in
the bilges or in the tanks, they will shift to the low side when the ship heels. This
shift of liquids will exaggerate the heel of the ship. Unless the exact mass and
distance of liquid shifted can be precisely calculated, the metacentric height
(GM) calculated from the inclining test will be in error. Free surface should be
minimized by emptying the tanks completely and making sure all bilges are dry;
or by completely filling the tanks so that no shift of liquid is possible. The latter
method is not the optimum because air pockets are difficult to remove from
between structural members of a tank, and the mass and centre of the liquid in a
full tank should be accurately determined in order to adjust the light-ship values
accordingly. When tanks must be left slack, it is desirable that the sides of the
tanks be parallel vertical planes and the tanks be regular in shape (Le. rectangular,
trapezoidal, etc.) when viewed from above, so that the free surface moment of
the liquid can be accurately determined. For example, the free surface moment
of the liquid in a tank with parallel vertical sides can be readily calculated by the
formula:
Mfs (m-t) = 1b3 /12Q
where:

l = length of tank (m)
b = breadth of tank (m)
Q = specific volume of liquid in tank (m3It )
			 (Measure Q directly with a hydrometer).

[그림 1-14] IMO의 경사시험 준비 사항 중 발췌(IMO “Code on Intact Stability”)

한국선급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보면 4번 평형수 탱크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시
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번 평형수 탱크의 전체 용량은 147.49톤이며, 경사시험 당시
는 전체 용량의 약 58%에 해당하는 85.07톤이 채워져 있었다(경사시험 결과서 중 Weight to
be Deducted(oil/water) 표 참조).

제1장. 출항하다

탱크의 양쪽(좌·우현)이 수직 방향으로 평행해야 하고, 둘째, 위에서 봤을 때 탱크의 형상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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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TO BE DEDUCTED(OIL/WATER)
ITEM
F.P.T.(C)
NO.1 B.W.T.(C)
NO.2 B.W.T.(C)
NO.3 B.W.T.(P)
NO.3 B.W.T.(S)
NO.4 B.W.T.(C)
NO.5 B.W.T.(P)
NO.5 B.W.T.(S)
NO.6 B.W.T.(C)
HELL. T.(P)
HELL. T.(S)
NO.1 F.O.T.(P) - C OIL
NO.1 F.O.T.(S) - C OIL
NO.2 F.O.T.(P) - A OIL
NO.2 F.O.T.(S) - A OIL
NO.1 F.W.T.(P)
NO.1 F.W.T.(S)
M/E L.O.S.T.(P)
M/E L.O.S.T.(S)
R/G L.O.S.T.(P)
R/G L.O.S.T.(S)
F.W, CLECT. T.(C)
BILGE T.(P)
B.O.T.(S)
F.O.OVERF.T.
F.O.SERV.T.
F.O.SETT.T.
D.O.SERV.T.
D.O.SETT.T.
L.O.SETT.T.
BOILER O.SETT.T.

OIL/WATER TOTAL

WEIGHT
(TON.M)
246.058
90.594
206.209
222.128
222.128
85.070
110.810
111.937
3.862
35.160
2.997
31.958
38.390
12.180
4.524
88.948
88.320
9.900
10.620
4.050
4.230
1.000
15.200
13.100
1.900
14.250
12.113
5.046
1.740
2.150
1.100

L.C.G
(M)
62.707
56.365
40.270
24,209
24,209
15.245
2.937
2.892
-54.298
15.176
14.546
6.582
6.358
-21.178
-21.031
-11.046
-11.053
-27.631
-27.641
-29.640
-29.640
-32.096
-33.850
-33.750
-40.850
-42.920
-42.920
-42.920
-42.920
-42.920
- 42.590

L.MOMENT
(TON.M)
15429.559
5106.331
8304.036
5377.497
5377.497
1296.892
325.449
323.722
-209.699
533.588
43,594
210.348
244.084
-257.948
-95.144
-982.520
-976.201
-273.547
-293.547
-120.042
-125.377
-32.096
-514.520
-442.125
-77.615
-611.610
-519.890
-216.574
-74.681
-92.278
-46.849

V.C.G
(M)
7.316
5.359
2.366
4.421
4.421
0.541
0.815
0.818
0.182
2.137
1.089
1.003
1.123
0.408
0.261
0.696
0.688
0.622
0.647
0.503
0.522
0.097
0.962
0.959
0.343
6.300
6.100
6.200
6.000
5.900
6.300

V.MOMENT
(TON.M)
1800.160
485.493
487.890
982.028
982.028
46.023
90.310
91.564
0.703
75.137
3.264
32.054
43.112
4.969
1.181
61.908
60.764
6.158
6.871
2.037
2.208
0.097
14.622
12.563
0.652
89.775
73.889
31.285
10.440
12.685
6.930

1697.672

21.565

36610.334

3.251

5518.800

[그림 1-15] 경사시험 결과서 중 Weight to be Deducted(oil/water)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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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진행하도록 한 IMO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선급의 경사시험 및 GM 산정 과정에서 자유표면효과가 과도하게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선체의 무게중심 측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4번 평형수 탱크는 IMO에서 제시하는 탱크의 조건 즉, 탱크가 만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탱크의 양쪽(좌·우현)이 수직 방향으로 평행해야 하고, 위에서 봤
을 때 탱크의 형상이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 같이 규칙적인 형태를 보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
하는 탱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선급에서 4번 평형수 탱크의 자유표면효과를 정확
하게 계산했다고 하면 그 결과로 얻은 선체의 무게중심값에는 오차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월호 증·개축을 담당한 선박검사원 전◯호(한국선급)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
원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선박 검사 업무가 방해
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
유로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38).
감사원이 한국선급에 시정을 지시했으나 한국선급은 복원성 시험 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10% 샘플링만 해도 되도록 변경하고, 오히려 책임이 조선소와 선주, 조선 기술
자에게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문제가 생겨도 한국선급은 면책되도록 내규를 국제 규정보다
완화했다. 관행을 규정에 맞춰 바꾼 것이 아니라, 관행에 맞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표 1-4] 한국선급 내규 비교
한국선급, 선급 검사 요령 중 제14절 2편 2장 복원성 시험(경사시험 및 동요 시험) 지침 및 복원성 자료
2014년판

2015년판(2015.10.12. 수정)

1.일반

1.일반

(2) 복원성 시험에 입회하는 담당 검사원은 가능한 한 이

(2) 경사시험 준비, 경사시험 및 경하중량 산정시험의 수행,

지침에 따라 복원성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기록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계산의 책임은 조선

모든 data가 정확하게 계측되고 기록되었는가를 검증

소, 선주 또는 조선 기술자에게 있으며, 담당 검사원의

해야 한다.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담당 검사원은 시험 진행의

(3) 복원성 시험은 조선소가 행하는 것으로서 담당 검사원

지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담당 검사원은 시험 진행 (3) 복원성시험에 입회하는 담당 검사원은 가능한 한 이 지
의 지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침에 따라 복원성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data가 정확하게 계측되고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러한 data의 계측 및 기록은 미탑재물과 불
필요한 탑재물(Tank sounding Data 등) 전체 중량의 약
10% 샘플링을 통하여 확인한다. 또 계측 및 기록한 데
이터에 대하여 입회자가 서명하였는지 확인한다.

제1장. 출항하다

이는 자유표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탱크를 완전히 비우거나 완전히 채운 상태에서 경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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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화물은 얼마나, 어떻게 실려 있었는가

세월호의 주요 침몰 원인으로 법원은 과적을 인정했다. 세월호가 허가된 양보다 화물을 많이
실었으며, 출항 허가를 받기 위해 평형수를 빼 만재흘수선을 맞추어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
즉 넘어지기 쉬운 상태로 출항했다는 것이다.
복원성 계산의 변수로는 화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이 있다. 그중 카페리에 실린 화물의 양
과 적재 위치는 배의 무게중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배의 안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
친다.

선체조사위의 화물량 조사39)
복원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4월 15일 출항 당시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세월호의 화물량을 2,142톤으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에서도 4월 15일 화물량 무게를 조사해 검찰의 화물량 추정치보다 73톤이 더 실렸다는
(총중량 약 2,216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40)
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에서 화물을 꺼내 실물 조사 및 해저의 유실 화물 조사를 통해 더욱 정
확한 수치를 확인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인양 후 화물을 모두 반출해 펄 세척 후
화물 무게를 달아보았지만, 바다에 3년 동안 있었던 관계로 손상이 많고 완전히 세척되지도 않
아 이 데이터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41)

[그림 1-16] 심하게 손상된 차량

[그림 1-17] 차량 내부에 쌓인 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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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몰 해역 부근에 세월호의 유실 화물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확인된 물체들이 세월
호의 유실화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양으로 차의 모델명
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어 정확도가 상승했다. 또 일부 차량에서 신고되지 않거나 정보가 없는
개인 화물이 나왔는데, 이 짐들을 세척한 후 건조한 상태에서 잰 무게를 추가로 반영했다. 모든
짐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펄 세척 전 무게와 세척 후 건조한 상태의 무
게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척 전 계근량의 42.1%를 반영했다.43) 또
CCTV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화물차와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던 화물의 무게는 화물 피해자
(화주)들이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
떤 물건들이 실려 있었는지 추정하여 그 무게를 알아냈다.
이러한 추가 조사로 선체조사위는 4월 15일 출항 당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의 총 중량을 2,210톤으
로 추정했다. 이는 검찰 조사보다 약 67톤 많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
조위) 조사 결과보다는 약 6톤 적은 수치다.
[표 1-5] 화물량 조사 결과 비교
항목

검경합수부
조사 결과(톤)

특조위
조사 결과(톤)

선조위
조사 결과(톤)

선조위특조위(톤)

잡화

1,094.8410

1,164.3490

1139.437

-24.913

175.350

131.160

137.54

+6.380

미포함

잡화에 일부 포함

23.65

+23.650

화물 차량

357.868

412.077

390.471

-21.606

차량 화물

320.130

315.679

325.852

+10.173

일반 차량

194.505

192.628

193.135

+0.507

2,142.694

2,215.893

2210.085

-5.808

-67.391

+5.808

0

컨테이너
철좌대

전체
선조위 자료 대비 증감

선조위의 화물 배치 및 고박 상태 조사
배에 실리는 화물은 전체 중량뿐 아니라 화물 개별의 무게와 그 화물의 위치(배치)도 중요하
다. 이에 따라 배의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실리는 화물이 다른 만큼, 매번 화
물의 무게중심도 달라진다. 따라서 4월 15일 세월호의 무게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화물의 무게
뿐 아니라 위치 역시 알아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인천항 CCTV, 화물칸 CCTV(C갑판과 D갑판에 총 12대)를 활용해 화물 배치
를 추정한 바 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앞의 두 증거에 더해 차량의 블랙박스, 현장에서 반출된

제1장. 출항하다

또 선조위는 해저에 남아 있는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22개와 철근 3개 소를 확인’했다.42)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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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화물 고박은 불량했다.
승인된 고박 장치와 다른 장치를 사용하였거나,
일부 갑판에는 아예 고박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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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지만, 현재까지 화물 배치에 대한 조사 결과 중 선조위의 배치 조사가 현실과 가장 가깝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물 적재 및 배치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 결과,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화물 고박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
에서 고박 장치를 반출해 세월호의 화물 고박 배치도와 비교했는데, 세월호는 배치도에서 승
인된 고박 장치와 다른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D갑판 앞쪽에는 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
는 고정식 고박 자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세월호는 2014년 2월 여수조선소에서 한국 선
급의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의 추가 활용 및 D
데크에 고정식 고박 자재가 없었던 사실은 인양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림 1-18] 아무런 고박 자재가 없는 D갑판 선수 부분

[그림 1-19] 세월호 갑판에 설치된 고박자재들. 왼쪽부터 매립형 클로버 리프, 컨테이너용 슬라이딩 바, D-링

제1장. 출항하다

화물들을 증거로 화물 배치 및 고박 상태를 추정했다. 일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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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세월호의 화물칸
2014년 4월 15일, 세월호는 오후 1시경부터 화물과 차량 적재를 시작했다. 세월호에 화물을 적
재할 수 있는 공간은 트윈 갑판(중간 갑판), C갑판, D갑판, E갑판, 총 네 곳이다. 트윈 갑판은
C갑판의 선미 공간을 아래위로 나누어 만든 2.5층의 별도 공간을 의미한다. C갑판은 선수 갑
판과 화물칸으로 나뉘는데, 선수 갑판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트윈 갑판 좌우는 천막으로 가
려져 있었다. 세월호가 처음 기울어질 때 컨테이너가 쏟아진 곳이 바로 선수 갑판이다. D갑판
은 램프를 따라 들어오면 바로 나오는 화물칸으로 C갑판과 경사로(Slope Way)로 연결된다. E
갑판은 세월호 화물칸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평형수 탱크 및 기관구역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다.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서만 화물 작업을 할 수 있다.
트윈 갑판으로 먼저 올라가보자. 본래 트윈 갑판에는 자동차를 6대씩 2열로 총 12대를 적재하
는 것을 전제로 14.40톤을 실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4월 15일 트윈 갑
판에 실린 자동차는 총 33대로, 선체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1.46톤을 실었다. 트윈 갑
판에만 약 3배 가까운 자동차를 실은 것이다.

[그림 1-20] 트윈 갑판 고박 배치도

[그림 1-21] 4월 15일 트윈 갑판 화물 배치도

트윈 갑판에서 내려와 선수 갑판으로 가보자. 총 45개 컨테이너가 2단으로 쌓여 있었고, 중앙
과 좌·우현 가장자리에 철제 빔, 철근, 파이프 등의 철제 화물이 약 335톤 선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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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선수 갑판 화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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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화물을 고박한 로프

[그림 1-23] 4월 15일 선수 갑판 화물 선적 사진

[그림 1-24] 사고 시점의 선수 갑판 화물 상태

사고 시점의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철제 화물이 2가닥의 로프로 고박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나, 컨테이너는 어떻게 고박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C갑판 화물칸 안으로 들어간다. 자동차와 화물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승용차 65대, 화물
차 33대를 합쳐 100대 가까운 차가 실려 있다. 자동차의 고박을 살펴보자. 세월호의 화물 고
박 배치도에 자동차는 좌우 2개씩 총 4개의 고박 장치를 이용해 고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는 다른 배와 비교했을 때도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이다. 화물칸의 CCTV와 차량 블랙박
스 영상을 보면 고박은 좋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차량에 고박 장치가 체결되지 않았고, 타이
어 접지 부분에 고임목을 둔 것이 다였다. 이러한 고임목만으로는 가로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
할 수 없다. 고박을 한 경우에도 차량 1대당 2개의 고박 장치만이 사용되었다. 트럭 역시 승인
된 고박 장치로 고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럭은 체인으로 고박했는데, 이 역시 화물 고
박 배치도에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형 트럭 전방 2개, 후방 2개
에 체인으로 고박을 했는데, 이럴 경우 좌우로 각각 20톤씩은 제어가 가능하다.44)(체인 1개당
10톤) 20톤 이상의 차량은 이 체인이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화물 고박 배치도에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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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에 트럭 적재 허용 조항이 없는데 실제로는 트럭이 실렸다. 원래 화물을 실어서는 안 되는
경사로에도 차량이 7대 가량 실렸다. 화물 고박 배치도의 고박 장치 및 방법, 간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빽빽하게 실었다는 이야기다.
이제 한 층 더 내려가보자. D갑판에도 자동차와 화물차가 실려 있다. 중앙에는 화물차가, 선미
쪽에는 자동차가 주로 주차되어 있다. 화물 고박 배치도에는 1열당 6대만 적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지만, 실제로는 9대로 아주 빽빽하게 실었다. 중앙에서 선수 약간 가까이 양쪽에 철근이
실려 있다. 역시 고박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보식 선장의 진술에 따르면 보통 로프를 사용해
서, 고박을 담당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트럭 체인 고박 장치로 D링과 D링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박한 것으로 보인다.45) 철근 주위에 디스크 건조기(대형 드라이어) 2대가 트레일러
위에 실려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 트레일러, 또 옆에는 디스크 건조기 1대가 더 실려있다. 가장
큰 디스크 건조기는 자체 무게가 52톤으로, 트레일러 무게까지 합하면 73.48톤이다. 작은 디스
크 건조기는 자체 무게 25톤, 트레일러 포함 40톤이다.46) 이 건조기들이 전날 오하마나호(세월
호와 번갈아 인천-제주를 오가던 카페리선)가 싣기를 거부했다던 중장비다.47)
선조위 조사관 : 너무 커서 거부를 한 것인가요.
신보식 : 그렇죠. 너무 이게 뭐해가지고 한쪽으로 중량물이 다 쏠릴 건데, 아무리 맞춰도. 오하마나
호 선장이 거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했겠지.
(신보식 녹취록(2018. 4. 28.))

철근
드라이어
드라이어
시멘트 트레일러
드라이어
철근

[그림 1-25] 철근 및 드라이어 배치

배 가장 아래쪽인 E갑판에는 컨테이너와 사료, 잡화가 실려 있다. E갑판은 평형수 탱크 및 기
관구역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화물용 리프트(LIFT)를 이용해서만 화물 작업을 할 수 있다. 무
거운 컨테이너를 맨 아래 칸에 싣는 것은 오히려 복원성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 4월 15일 세

본권Ⅰ

57

  침몰원인조사

던 것으로 보이며, 화물 고박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 1단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좌우로
밀착된 형태로 선적되어 있어 횡경사에 따른 이동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단
에 선적된 화물은 부실한 고박으로 인해 선박의 횡경사에 따라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6]
디스크 건조기(대형 드라이어)

[그림 1-27] E갑판 화물 선적 사진

선수갑판
C갑판

D갑판

트윈갑판

E갑판

[그림 1-28] 3D로 구현한 4월15일 세월호의 화물 배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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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출항 전 촬영된 사진을 보면, E갑판에는 컨테이너와 일반 잡화가 2단으로 선적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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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평형수는 얼마나 실려 있었나

2012년 10월 국내에 도입된 뒤 증·개축을 거치면서 세월호는 복원성이 악화됐다. 당시 여객
실을 늘리고 사진 전시실을 만드는 바람에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여객 정원은
804명에서 921명으로 117명 많아졌지만,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적 화물 및 평형
수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만 했다.
세월호에는 모두 12개의 평형수 탱크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사고 당시 각 평형수 탱크에 평형
수가 얼마만큼 실려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
[표 1-6] 평형수 탱크별 용량
평형수 탱크
49)

FPT

위치 (Frame No 기준)

용량 (CBM)

무게 (MT)48)

179번~선수

246.88

253.05

50)

NO. 1 BWT(C)

174~179

88.40

90.61

NO. 2 BWT(C)51)

147~161

201.34

206.37

NO. 3 BWT(P)52)

125~136

216.86

222.28

NO. 3 BWT(S)53)

125~136

216.86

222.28

NO. 4 BWT(C)

111~125

143.89

147.49

54)

HEELING TANK(P)

111~125

213.94

226.28

HEELING TANK(S)55)

111~125

213.94

226.28

NO. 5 BWT(P)

91~109

108.17

110.87

NO. 5 BWT(S)

91~109

109.28

112.01

NO. 6 BWT(C)

11~24

202.85

207.92

56)

APT

합계

선미~11

460.61

472.13

2,447.70

2,508.89

평형수·청수 컨트롤 판넬
세월호의 선교와 D갑판 선미에는 평형수량과 청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판넬이 있었다. 이 판
넬에 표시된 탱크의 눈금을 확인해 실제 각 탱크에 실려 있는 평형수와 청수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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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1-29] 4월 15일 촬영된 D갑판 선미 평형수·청수 컨트롤 판넬

위 사진의 오른쪽 위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평형수 탱크의 레벨 게이지이며,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선미 피크 탱크, 힐링 탱크(좌·우현), 3번 탱크(좌·우현), 1번 탱크, 선수 피
크 탱크의 평형수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위 레벨 게이지를 통해 당시의 평형수량을 계산해보면, 선수 피크 탱크 약 106톤, 1번 탱크에
약 80톤, 좌현 힐링 탱크에 약 63톤, 우현 힐링 탱크에 약 83톤, 선미 피크 탱크에 약 4톤으
로, 총 약 338톤의 평형수가 적재되어 있었다. 또 사진 촬영 당시 선수 피크 탱크의 평형수는
외부로 배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선원 진술
세월호 선원 진술에 따르면 세월호는 평소에 2·4·5번(좌·우) 탱크는 채운 상태를 유지하고,
힐링 탱크를 채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채우거나 빼면서 운항했다.57) 선장 신보식이 “2·4·5번
은 꼭 채워야 한다,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58) 그는 2012년 10
월 4일 일본 가고시마항에서 배를 넘겨받을 때 일본 쪽 1등 항해사에게서 “4·5번 평형수 탱크
에 항상 평형수를 실으라”는 조언을 들었다.59) 또 “선미보다 선수 쪽이 1m 정도 더 뜰 수 있게
조절하라”고 강조했다. 배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60) 실제로 마린의 모형 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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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트림(선수 쪽이 선미 쪽보다 기울어진 상태)이 세월호 복원성을 감소시킨다는 게 입증됐
다.61)
변호인: 2013년 2월경 세월호가 인천에 입항한 후 증인이 이준석 선장에게 “4번, 5번으로 부족하
니까 2번 밸러스트 탱크에도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지요.
신보식: 예.
변호인: 2번 탱크에 추가로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고 건의한 이유가 세월호 선미 증축으로 인해서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인가요.
신보식: 제가 항해를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증축 그리고 선수의 차량 램프를 떼어버리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2번 탱크까지 채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62)
(선원 사건, 1심, 11회 공판조서(2014. 8. 26.)(신보식 증인신문 부분))

경찰: 피의자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밸러스트를 조절한다는 것인가요.
강원식: (신보식) 선장님이 평소 선미보다 선수 쪽이 1m 정도 더 뜰 수 있게 조절하라고 해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배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2014. 4. 15. 출항 시에는 선장이 지시대로 밸러스트를 조절하였는가요.
강원식: 노력은 했지만 선미에 화물이 너무 많아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화물이 이미 적재된 상태
에서 밸러스트 물을 더 채우면 배가 더 가라앉아 흘수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선수 1번 탱크에
물을 주입해 선미를 띄워 흘수선을 최대한 맞추었습니다.
경찰: 흘수선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요.
강원식: 선미 화물칸에 있는 컨트롤 박스에서 제가 직접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주입해 조절했습니다.
(강원식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4. 24.))

강원식은 출항 전 가라앉은 선미를 띄우기 위해 선수 쪽 평형수 탱크에 바닷물을 추가로 넣기
로 했다. 하지만 선수 피크 탱크는 용량(246톤)이 너무 커서 절반만 채우면 자유표면효과가 일
어나 배가 불안정해진다. 자유표면효과란 탱크에 액체가 가득하지 않을 때 선박의 기울어짐에
따라 액체 표면이 출렁거려서 배의 복원력이 작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강원식은 용량이
큰 선수 피크 탱크의 일부만 채우는 대신 이를 비우고, 용량이 작은 1번 탱크(60톤)에 바닷물을
채워 넣었다.63)
세월호 선원들은 2·4·5번(좌·우현) 평형수 탱크를 항상 채우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4
월 15일에는 출항 전 1번 평형수 탱크에 평형수를 채웠다고 했다.
1번 평형수 탱크와 선수 피크 탱크는 평형수·청수 컨트롤 판넬을 통해 강원식의 진술이 입증
되었다. 그러나 항상 채우고 다녔다는 2·4·5번(좌·우현) 평형수 탱크가 실제로 사고 당시 채
워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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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235 항공기 촬영 열영상
세월호 사고 당시 CN
-235 항공기로 촬영된 열영상을 확인해보았다.

[그림 1-30] 사고 당시 CN-235 항공기 촬영 영상(오른쪽이 열영상 사진)

우현 힐링 탱크

1번 연료 탱크
2번 평형수 탱크
빈 공간
3번 평형수 탱크
4번 평형수 탱크
5번 평형수 탱크

명도가 높은 부분
(주변보다 온도 높음)
명도가 낮은 부분
(주변보다 온도 낮음)

2번 연료 탱크
[그림 1-32] CN-235 항공기로 촬영한 세월호 열영상과 열영상 분석

열영상 사진을 보면, 먼저 연료유 탱크가 주위보다 명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료유
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이송이나 사용에 용이하도록 통상적으로 가열한다. 따라서 연료유 탱
크는 주위의 다른 탱크에 비해 통상적으로 온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1·2번 연료유 탱크는
주위에 비해 온도가 높아 열영상 사진에서는 명도가 높아 밝은 색을 띤다.

그리고, 빈 공간(2번 Void Space)과 3번 평형수 탱크, 4번 평형수 탱크는 유사한 밝기를 보이
는데, 이는 세 탱크 모두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빈 공간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공간이며, 3번 평형수 탱크는 출항 당시 비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 탱크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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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있었다고 보면, 4번 평형수 탱크도 열영상 촬영당시 비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레벨 게이지 및 강원식의 진술 등으로 출항 당시 적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우
현 힐링 탱크와 2번 평형수 탱크, 5번 평형수 탱크(우현)의 명암이 유사했으며, 주위의 다른
구획과 명암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우현 힐링탱크와 2번 평형수 탱크, 5번 평형수
탱크(우현)가 유사한 조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현 힐링 탱크와 같이 평형수가 적재되
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4·5번 탱크는 ‘고정 밸러스트’로 불리며, 항상 채우고 다녔다고 선원들이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CN-235 항공기에서 촬영한 열영상 사진을 보면, 2번과 5번(우현)은 채워져 있지만
4번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가 기울어지면서 통풍관으로 일부 평형수가 빠져나갔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64)
세월호는 오전 8시 49분경 45도가량 기울어졌다. 이 시점부터 항공기가 열영상을 촬영한 9시
34분경까지 45분간 배는 53도까지 더 기울어졌다. 4번 탱크의 통풍관이 연결된 D갑판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평형수가 배 밖으로 빠져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빨리 평형수가 빠져나
올 수 있는지 계산해보니, 4번 탱크는 5분 만에 다 비워질 수 있었다. 결국 기울어진 채 45분간
바다 위에 떠있으면서 4번 탱크의 평형수가 유출됐고, 열영상 사진에 그 모습이 찍힌 것으로
선조위는 판단했다.65)

통풍관

중
력

D 갑판

해수면

A

4번 평형수탱크

배
출

통풍관

힐링탱크
[그림 1-32] 횡경사 53도에서 4번 평형수 탱크의 선외 유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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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형수 탱크 각각의 적재 여부 및 사고 시점에서의 평형
수량을 [표 1-7]과 같이 추정했다(‘O’ 적재, ‘X’미적재).
[표 1-7] 사고 시점의 평형수량
평형수 탱크

적재 여부

FPT

X

0.04

NO. 1 BWT(C)

O

80.50

NO. 2 BWT(C)

O

202.25

NO. 3 BWT(P)

X

0.86

바닥에서 높이 10cm까지 잔량

NO. 3 BWT(S)

X

0.86

바닥에서 높이 10cm까지 잔량

NO. 4 BWT(C)

O

144.54

HEELING TANK(P)

O

62.95

레벨 게이지로 계산

HEELING TANK(S)

O

83.71

레벨 게이지로 계산

NO. 5 BWT(P)

O

108.66

총 용량의 98%

NO. 5 BWT(S)

O

109.77

총 용량의 98%

NO. 6 BWT(C)

X

0.35

바닥에서 높이 10cm까지 잔량

APT

X

4.55

레벨 게이지로 계산

합계

적재량(톤)

비고
바닥에서 높이 10cm까지 잔량
레벨 게이지로 계산
총 용량의 98%

총 용량의 98%

799.02

가) 잔량의 근거

평형수는 일반적으로 평형수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따라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 끝단(Bell Mouth)과 평형수 탱크 바닥 사이에 일정한 유격이 있다.

평형수 파이프라인

Bell Mouth

유격

평형수 탱크 바닥

[그림 1-33] 평형수 탱크 바닥과 파이프라인 사이의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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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과 같은 유격 때문에 탱크 내부에 있는 평형수를 완전히 배출하는 것은 어렵고,
일부 평형수가 탱크에 남아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탱크에 남아 있는 평형수량을 해
당 평형수 탱크 바닥에서 높이 10cm까지로 추정했다.
나) 적재량의 근거

레벨 게이지를 통해 적재량 계산이 가능한 1번 평형수 탱크, 힐링 탱크, 선미 피크 탱크를 제
외하고 2·4·5번 평형수 탱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적재량을 추정했다.
① 평형수 탱크 OVERFLOW

평형수 탱크를 가득 채운 후에도 계속해서 평형수를 주입하면 [그림 1-34]와 같이 해당 평형
수 탱크의 통풍관을 통해 평형수가 외부로 배출된다(통상 overflow라고 함).
이러한 주입 방법은 평형수 탱크를 가득 적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에서도 평형수 탱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34] 평형수 탱크 overflow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형수를 채운다고 해도 당시의 트림이나 횡경사, 통풍관 위치
등의 요인으로 평형수탱크를 완벽하게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overflow 방법으로 탱크를 채운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탱크 용량의
약 98%까지 채워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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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WBT (C)

5번 WBT (P)

[그림 1-35] 4번 평형수 탱크, 5번 좌현 평형수 탱크 통풍관 입구 위치

실측 가능한 평형수 탱크(4번 평형수 탱크, 5번 좌현 평형수 탱크)의 통풍관 위치를 조사해
보았으며, [그림 1-35]와 같이 각각 탱크 천장에서 약 5cm 아래에 통풍관 입구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통풍관의 위치를 고려해 평형수 탱크 상부에서 5cm 정도 아래까지는 에어포켓 형성으로 평
형수가 채워지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림 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풍관의 높이, 그리고 일반적인 물리법칙(보일의
법칙)에 따라 실제 에어포켓의 높이는 1.7배 줄어 약 2.9cm가 된다. 또 통풍관의 위치(탱크
의 좌현 앞쪽과 우현 뒤쪽에 하나씩 설치됨), 평형수 적재 당시 트림과 횡경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에어포켓의 크기는 더 줄어들어 98% 이상 채워지게 된다.

통풍관

약 6.7미터

약 1.45미터

4번 평형수탱크

[그림 1-36] 4번 평형수 탱크 통풍관 구조 및 높이

제1장. 출항하다

② 통풍관의 위치

6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06
복원성은 어떠했는가

선조위는 세월호의 증·개축 작업으로 바뀐 경하중량과 무게중심을 확인하고,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조사했다. 출항 시점과 사고 시점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인양 후 추가 미탑재물 19.018톤이 추가로 발견돼 한국선급이 최초 승인한 결과와 비교
하면 경하중량은 119.718톤이 증가하고, 무게중심은 13.5cm 높아졌다. 그만큼 복원성은 나빠
졌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마지막 출항할 때 복원성을 각각 계산하려면, 승선
인원과 배치, 화물량과 배치, 평형수, 연료유, 청수의 양을 각각 추정해야 한다.

출항 당시 복원성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날 때 승선 인원은 선원 33명, 승객 443명 등 476명이다. 선원의 무게는
일정중량에 포함됐지만 승객 443명의 무게와 배치는 추정해 무게중심을 계산해야 한다. 선조
위는 A갑판에 345명, B갑판에 98명 있다고 가정했다. A갑판은 대부분 단원고 학생들로 추정
했다. 승객 1명당 무게는 소지품을 포함해 90kg로 추정했다.
[표 1-8] 출항 당시 화물량
    중량(톤)

적재 위치

종류

수량

중간 갑판

차량

33대

컨테이너

45개

70.97

-

114.72

철근

86B/D

138.13

H-빔

95본

53.96

-

28.609

차량

98대

293.524

차량 화물

12대

53.2

컨테이너

1개

1.45

컨테이너 화물

1종

0.388

컨테이너 화물
선수 갑판

파이프/직관

C갑판
(화물칸)

소계

합계

41.46

41.46

413.069

34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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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갑판

수량

차량

54대

264.031

차량 화물

19대

257.243

컨테이너

7개

11.66

-

20.704

153B/D

272.576

컨테이너 화물
철근
잡화
컨테이너

사료/철좌대

소계

-

300.513

30개

46.78

-

52.437

80B/D

128.65

-

52.4

컨테이너 화물

E갑판

    중량 (톤)

종류

잡화
합계

합계

1,126.727

280.267

2,210.085

화물은 차량 185대, 컨테이너 81개, 철근 239묶음, 잡화 170여 가지 등 총 2210.085톤이 실렸
다고 판단했다. 선적된 모든 화물을 종류별, 갑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연료유를 공급받았다. 매월 말 연료유 잔량이 표시
된 기관일지 복사본을 전달했는데 선조위는 이 자료를 입수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각 항차
별 연료 소모량과 수급량을 일 단위로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분석 항차 수

24항차(인천발 제주향 항차 수)

평균 소요 시간

14. 736시간(벙커 C 이용 13.608시간+벙커 A 이용 1.128시간)

평균 항해 거리

298.483마일66)(벙커 C 이용 293.483마일+벙커 A 이용 5000마일)

평균 소모량

벙커 C 27.659㎥, 벙커 A 2.642㎥

[표 1-9] 4월 15일 출항 시점의 연료유 추정량
연료유

용적(m3)

무게(톤)

벙커 C

162.878

159.404

벙커 A

49.485

41.766

212.363

201.169

합계

출항 전 평형수량은 사고 시점의 평형수량과 동일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청수량은 4월 15일 오
후 4시 23분경에 촬영된 세월호 선미 평형수·청수 컨트롤 판넬을 토대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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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4월 15일 사진 촬영 당시 세월호 청수량 추정
청수 탱크

총 용량(톤)

추정량

1번 청수 탱크(P)

106.04

57.254

1번 청수 탱크(S)

108.51

63.808

2번 청수 탱크(C)

152.95

147.546

합계

367.50

268.608

선조위는 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항 당시 세월호의 GM 0.74m, GoM 0.62m로 추정했다.
[표 1-11] 출항 시점의 세월호 복원성 계산
항목

계산 방법

배수량

계산값
9,893.13톤

Deq

From Hyd. Table

6.24m

Trim Lever (BGL)

LCB-LCG

0.38m

Trim (+ By the stern)

DISP x Trim Lever / (MTC x 100)

0.23m

Fore Draft

Deq - Trim(1/2+LCF/LBP)

6.15m

Aft Draft

Fore Draft+ Trim

6.38m

Mean Draft

(Fore Draft + Aft Draft)/2

6.26m

GGo

FSM / DISP

0.12m

GM

TKM – KG

0.74m

GoM

GM-GGo

0.62m

KGo

KG+GGo

10.43m

그런데 통풍관의 위치(평형수 탱크 천장에서 약 5cm 아래에 위치)를 근거로 4·5번(좌·우현)
평형수 탱크에 95% 정도의 평형수가 채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평형수량이 약 11톤 줄어들기도 하지만 핵심은 평형수 탱크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니 탱크 계
측 테이블에 표시된 관성모멘트를 그대로 적용한 자유표면효과를 복원성 계산에 반영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약 1,700톤·미터에 해당하는 모멘트 가 발생하게 되고, 출항 당시 추
정 배수량 약 9,900톤을 감안하면 17cm 이상 GoM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복원성
이 그 만큼 나빠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실제 평형수 탱크의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4번과 5번
(좌·우현) 평형수 탱크는 이중저 탱크로, E갑판 아래 선체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탱크의 높
이는 1.5m로 동일하다. 이들 탱크에 95% 평형수가 실려 있다고 가정하면 바닥에서부터 약
1.425m 높이까지, 탱크 상부에서는 7.5cm 아래까지 평형수가 채워지게 된다. 평형수 탱크의
구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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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4·5번 평형수 탱크 도면

[그림 1-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탱크 상부에 설치된 선수미방향, 횡방향 내부재
가 탱크 상부에서부터 각각 20cm, 15cm 아래까지 설치되어 있다. 이는 평형수가 95% 실려 있
을 때 탱크 상부에서 평형수까지의 높이인 7.5cm보다 훨씬 아래까지 내부재가 설치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즉, 평형수가 가로세로 방향으로 내부재에 막혀 있어 그만큼 자유표면이 줄어들
게 되고, 실제 자유표면효과는 미미한 수준이 된다.
IMO에서 자유표면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제시한 계산식인 (길이×폭3)/12로 계산할 경우, 결과
값은 길이와 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평형수가 내부재에 의해 막혀 있을 경우 그 막혀 있는
구역의 길이와 폭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그럼에도 평형수 95% 적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내부재의 영향을 무시하고 단순히 탱크 전체의 길이와 폭을 적용하여 자유표면을 계산
한 값을 채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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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복원성
출항 때보다 항해할 때 배의 복원성은 감소한다. 첫째, 항해를 계속할수록 연료와 청수를 많이
쓰고 배의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그러면 배가 받는 부력이 줄어든다. 둘째, 연료와 청수 탱크
는 배의 아랫부분에 있다. 연료와 청수를 쓰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셋
째, 연료와 청수를 사용하면 탱크에서 유동수의 영향이 생겨나 자유표면효과가 커진다. 그 결
과 배의 복원력은 줄어든다.
2016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사고 시점에서 세월호의 화물량과 배치, 평형수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배가 12시간 동안 항해했기에 연료유와 청수의 양은 줄어들었다. 배 무게는 가벼워
지고 무게중심은 올라갔으며 자유표면효과는 커져 복원성은 악화된다. 선조위에서는 세월호가
출항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청수 79.515톤, 연료유 24.206톤을 사용했다고 계산했다.67)
세월호는 청수를 제주에서만 넣었다. 청수는 탱크가 넘칠 때까지 급수하는데 사고 항차 직전
인 4월 11일 청수 77톤을 공급받았다. 같은 날 시흥의 한 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과 교사 10명
이 세월호를 타고 제주를 출항해 다음 날 인천에 입항했다. 4월 15일까지 세월호는 대기하며
화물을 실었고, 4월 15일 밤 9시경에 제주로 출항했다.68)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용한 청수량은 98.9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청수 탱크의 총 용량
(367.5톤)에 4월 15일 4시 23분경에 찍은 청수 탱크의 잔존량(268.6톤)을 뺀 수치다. 선조위는
이 기간에 승선한 인원을 592명으로 계산했다.69)
일자

승선 인원수

4월 12일

493명(학생·교사 410명, 일반 승객 50명, 승무원 33명)

4월 13일

33명(승무원)

4월 14일

33명(승무원)

4월 15일

33명(승무원)

합계

592명

선조위는 사용된 청수량(98.9톤)을 승선 인원수(592명)로 나눠 1명이 하루에 쓰는 청수량을 평
균 0.167톤으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세월호 선원과 승객이 사고 당시까지 청수를 79.515톤
(0.167×476명)70) 사용했다고 추정했다. 좌·우현 1번 청수 탱크에서 절반씩 소모됐다고 가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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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4월 15일 청수 레벨 게이지

[표 1-12] 사고 시점의 청수량 추정
사진 촬영 시점(톤)
(출항 시점)

사고 시점(톤)

1번 청수 탱크(P)

57.254

17.497

1번 청수 탱크(S)

63.808

24.051

2번 청수 탱크(C)

147.546

147.546

합계

268.608

189.094

청수 탱크

사고 당시 연료유는 201.169톤(벙커 C 136.313톤, 벙커 A 40.651톤)으로 추정되었다. 제주 도
착 2시간 30분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한 것이다. 인천항 출항 때부터 사고 때까지 벙커
C는 23.091톤, 벙커 A는 1.155톤 소모한 것으로 계산했다.71)
[표 1-13] 사고 시점의 연료유 추정
연료유

용적(m3)

무게(톤)

벙커 C

139.284

136.313

벙커 A
합계

48.164

40.651

187.448

176.963

선조위가 사고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을 계산해보니 GM은 0.64m, GoM은 0.51m였다. 연료유
와 청수를 소모한 탓에 GM은 약 0.1m, GoM은 0.11m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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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사고 시점의 세월호 복원성 계산
항목

계산 방법

Deq

From Hyd. Table

계산값
6.20

Trim Lever(BGL)

LCB-LCG

0.42

Trim (+ Bythe stern)

DISPXTrim Lever / (MTCX100)

0.26

Fore Draft

Deq - Trim(1/2+LCF/LBP)

6.09

Aft Draft

Fore Draft+ Trim

6.35

Mean Draft

(Fore Draft + Aft Draft)/2

6.22

GGo

FSM / DISP

0.12

GM

TKM – KG

0.64

GoM

GM-GGo

0.51

KGo

KG+GGo

10.53

NAPA 복원성 검증

[그림 1-39] 출항 당시의 복원성 계산 결과

[그림 1-40] 사고 당시의 복원성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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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었다. 의결된 보고서상의 복원성 계산값은 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세월호 완성복원성계
산서의 유체정역학(Hydrostatics)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였으며, 종합보고서 반영
에 앞서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성 계산 결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다.
복원성 검증 방법으로는 NAPA 프로그램(선체 설계, 복원성 계산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
램)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나파코리아를 통해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NAPA를 이용한 복원성 계산 결과는 [그림 1-39], [그림 1-40]과 같았다.
NAPA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선조위 계산 결과를 [표 1-15], [표 1-16]과 같이 비교·분석해
보았다.
[표 1-15] 출항 당시 복원성 비교
항목

선조위

배수량(톤)

9,893

9,887

선수흘수(미터)

6.15

6.089

선미흘수(미터)

6.38

6.243

선미트림(미터)

0.23

0.307

KMT(미터)

나파코리아

11.044

11.151

KG(미터)

10.30

10.298

GM(미터)

0.74

0.857

GoM(미터)

0.62

0.726 (0.707)72)

항목

선조위

나파코리아

배수량(톤)

9,788

9,780

선수흘수(미터)

6.09

6.029

선미흘수(미터)

6.34

6.356

선미트림(미터)

0.26

0.326

[표 1-16] 사고 당시 복원성 비교

KMT(미터)

11.039

11.154

KG(미터)

10.40

10.414

GM(미터)

0.64

0.744

GoM(미터)

0.51

0.612(0.593)73)

계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NAPA를 이용해 나온 GM, GoM값이 선조위 계산값보다 0.1m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원인은 선체 바닥부터 메타센터까지의 높이인 KMT값에서 NAPA 계산
결과가 모두 선조위 계산 결과보다 약 0.1m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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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제28차 선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복원성 등에 관한 진상규명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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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계산값과 NAPA에 의한 GoM 계산값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 계산에 의
한 값은 등흘수(Even Keel) 상태에서의 복원성 계산서의 Hydro Static Table을 이용해 구한
KM(메타센터 높이)을 사용했고, NAPA의 경우 선수미 트림을 고려한 수선면 면적의 변화를
정밀하게 고려해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약 0.26m의 선미 트
림 상태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보통 선박의 경우 이 정도의 트림으로는 수선 면적의 변화는 거
의 없기 때문에 횡경사 메타센터 높이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 선미 형상
이 [그림 1-41]과 같이 만재 흘수선 부위에서 매우 평평하기 때문에 흘수에 따라서 급격한 수
선 면적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약간의 선미 트림에도 부심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선미 트림이 등흘수 상태(트림=0)에서 선미 트림 0.26m 정도로 변하면서
GoM은 0.1m 정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NAPA에 의한 값이 선수미 트림 효과를 제대로 고려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1] 세월호 선미 만재 흘수선 부근 형상

복원성에 대한 고찰
이렇게 계산된 GoM은 모형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를 통해 실제와 가까운 값인지 교차 검
증할 수 있다. [그림 1-42]는 마린의 모형 실험에서 얻은 35도 타각, 2.3도/s 타각 회전 속도
기준, 핀 안정기의 미작동 상태에서 ‘GoM 변화에 따른 화물 이동 없이 발생하는 최대 횡경사
각’을 도시하고 있다. 모형실험은 유동수를 모델링하지 않기 때문에 횡경사에 따른 화물 이동
모멘트에 있어 약 1도 이하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

40
38
36
3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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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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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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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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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0.46

0.48

0.5

0.52

0.54

0.56

0.58

0.6

0.62

GoM(m)
[그림 1-42] GoM 변화에 따른 최대 횡경사각(화물 이동 없는 경우)

세월호는 블랙박스 소리와 영상 분석, 그리고 쇠사슬각의 분석으로부터 약 18도 정도에서 화
물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실제 GoM에서 화물 이동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횡경사는 약 18도로 추정되며, 그 최대 횡경사 각도에서 10여 초 머무는 동안 화물 이동이 시
작되고 횡경사가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최대 횡경사 45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데이
터로부터 세월호의 사고 당시 GoM은 약 0.55~0.56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각종 탱크 중량, 화물 중량, 경하중량 등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NAPA에 의해 계산된
GoM은 0.59~0.62m이다. 실험 결과로 유추한 값보다는 약 0.04~0.07m가 큰 값이다. 하지
만 계산된 값에는 그 중량과 배치에 가정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선형 구조상 GoM값이 트림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선수
트림에 가까울수록 GoM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화물의 무게중심이 복원성 계산
에서 적용하였던 값보다 앞쪽에 있을 경우 선미 트림이 줄어들어 GoM값도 줄어들게 된다. 이
는 앞서 설명했듯이 세월호 선미의 평평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트림양에 따라
급변하는 GoM값을 감안하여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한 접근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7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GM 추정의 한계
브룩스벨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촬영한 CCTV 화면을 분석해 출항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을
추정했다. CCTV를 보면, 화물이 적재가 끝나고 선박이 부두를 떠날 때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부두 작업자들이 우현 선미 램프를 통해 내린 뒤 항구를 떠나자 램프가 올라간다. 이때 램프로
인해 횡경사가 발생하는데 그 각도와 흘수 등을 보고 세월호의 GoM을 0.6m로 산출했다.74)

<브룩스벨 보고서 원문>
“7.4 FM-20 상세 도면에 선미 램프를 구성하는 파트들의 규격과 중량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횡경사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 파트의 중량은 48.2톤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램프 파트의
무게중심이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형태는 [그림 1-8]과 같습니다. 이러한 무게 이동이 횡경사 각도 2.7
도, 그리고 추정 흘수 및 종경사와 결합되면 약 0.6m의 GM이 산출됩니다.”

브룩스벨의 인천항 CCTV 동영상 분석에 따르면, 선측 높이의 변화로 횡경사를 추정하는 방법
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은 동영상 화소수의 한계와 CCTV 카메라 렌즈에 의한 왜곡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 횡경사 각도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조위가 수행
한 쇠사슬 횡경사 분석 용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자리한 쇠사슬을 분석했음에도,
약 1~2도의 오차를 피할 수 없었다. 만약, 0.5도의 오차를 고려한다면 GM의 추정 범위는 기
준값(100%) 대비 84~123% , 1도 오차에서는 약 73~159% 정도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방법에 따라 추정한 GM은 상당한 오차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조선학회가 발간한 기본 조선학 <Principles of Naval Architecture Second
Revision Volume I> 75쪽에 횡동요 주기에 대한 아래 식이 나온다.

Period =

constant × k

GM

=

C ×B
GM

(7)

where k is the radius of gyration of the ship about a
fore-and-aft axis through its center of gravity.
The factor “constant x k” is often replaced by C x B ,
where C is a constant obtained from observed data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이때 횡동요 주기는 잔잔한 물에 떠 있을 때와 감쇄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유효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또 이 횡동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횡방향 관성 반경 k에 비례하고, G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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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월호의 횡방향 관성반경과 그 고유 상수를 모른다면, 횡동요 주기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험적으로 관성반경에 대한 가정을 하고, 그 상수값을 유사
선종의 경험식을 대입하면, 그 범위를 추정할 수는 있다. 상기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값의 범위를 0.72~0.91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인자에 대한 효과를 제
하고서도, 약 26% 횡동요 주기 변동 폭이 나온다.
따라서, 횡동요 주기로부터 GM을 산출할 때는 사전에 선박의 GM과 횡동요 주기를 정밀 측정
한 값이 없다면, 오차 범위가 60%(GM은 횡동요 주기 제곱에 비례하므로, 26% 변동 폭의 제곱
에 해당하는 값)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여객선 복원성 기준 준수 여부
복원성은 선박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여객선, 어선, 그 밖의 선박별로 다르게 적용
된다. 여객선에 대한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75) 선박안전법 제28조와 해양수산부고시 제2103076 ‘선박 복원성 기준’에서 선박 복원성 계산 및 승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객선은 10가지 복원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세월호는 출항 당시와 사고 시점에서 3가지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횡경사각 10도에서의 복원정이 선회에 의한 경사
우력정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방향을 바꿀 때 1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다. 세월호의 복원정이 선회에 의한 횡경사에 취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76)
둘째, 바람 또는 파도에 의한 좌우 흔들림(횡요)을 대비한 복원성 기준도 세월호는 만족하지
못했다. 선조위는 출항 및 사고 당시 기상 상황으로 볼 때 이 조건이 세월호 침몰과 큰 연관성
이 없지만, 항해할수록 세월호는 좌우 기울어짐에 따른 복원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셋째, 경사우력정에서의 횡경사각이 한계경사각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도 지키지 못
했다. 배가 기울어져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정도로 기울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물 탓에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 출항
당시 세월호의 한계경사각은 10.769도, 횡경사 10도에서의 복원정은 0.099였고, 사고 시점에
서 한계경사각은 10.974도, 횡경사 10도에서의 복원정은 0.081로 나타났다.77)

제1장. 출항하다

제곱근에 반비례하며, 배별로 고유값인 상수에 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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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세월호 사고 시점 여객선 복원성 기준 준수 여부
조항
제9조 1항 1호

항목

규정

실제

준수 여부

여객의 횡 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

0.032 <

0.10

준수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

0.140 <

0.10

미준수

제9조 1항 2호

GoM

0.15 <

0.59

준수

제9조 2항 1호

격심한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및
파도에 의한 횡요

a>b

a<b

미준수

경사우력정에서의 횡경사각이 한계경사각을

약 11.8도

초과하지 않을 것

미만

약 18도

미준수

제9조 2항 2호

제9조 3항 1호

제9조 3항 2호

횡경사각 0~ 0도 면적 0.055 이상

준수

횡경사각 30~40도 면적 0.030 이상

준수

횡경사각 0~40도 면적 0.090 이상

준수

복원정 최대값 횡경사 25도 이상에서 발생

약 45도

준수

30도 이상의 횡경사에서 복원정은 0.2m 이상

약 0.25m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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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은 곳곳에 있었다. 현재 운항하고 있는 모든 연안 여객선
과 카페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과연 이 시스템들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
용되었으며, 오늘날은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까.

한국선급
한국선급은 민간기관이지만, 선박 검사와 관련한 정부의 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여객선
의 복원성 자료, 화물 고박 지침서, 도면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지만(선박
안전법 28조 2항), 이 승인 업무는 모두 한국선급이 대행한다(선박안전법 60조 2항).
청해진해운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를 신◯선박설계기술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후, 한국선급에서 승인받았다. 이 화물 배치도가 비현실적 조건으로 승인되
었다는 점은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78)
선조위가 재차 지적한 사항은 한국선급이 세월호의 화물 고박 배치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
고 승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원의 2014년 10월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1) 해양수산부
가 카페리 선박이 실린 차량은 60cm 이상의 간격으로 적재하고 횡요 20도 각도79)에서 안전해
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하면서 내항 카페리 선박은 예외로 두었다는 점 2)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세부 기준
마련의 미비를 핑계로 세월호의 고박 배치도에 대해 배치도대로 실제 고박이 가능한지 등을 충
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점이었다.

제1장. 출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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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세월호 D갑판 화물 고박 배치도(2013년 승인)

1. 차량의 실제 고박 가능 부분을 고려하지 않음

2.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고박점에 고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고박이 어려움

3. 표기된 내용과 도면이 일치 하지 않음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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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로구역의 고박점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선수미 방향 고박점의 간격은 2.5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간격 3.5m

60˚

4. 도로용 자동차의 고박

30˚

60˚
30˚

마. 고박각도는 30도이상, 60도 이해야 한다.

또 앞서 지적된 것처럼 복원성 계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험인 경사 시험 역시 세월호의 수
리가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실제 복원성보다 더 좋은 수치로 승인되었고, 중
량물의 무게 검증, 만재흘수선의 확인 등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사시험 결과서, 복원성 계산서, 화물 고박 배치도는 이를 승인하는 단계부터 부실했다. 선사
측도, 검사하는 측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서에 오류가
많을 뿐 아니라 문서와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달랐다. 문서의 오류는 현실에서 이를 지킬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 일 수 있다.

운항관리자
고박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화물을 빡빡하게 적재한 세월호를 관리 감독할 책임자가 있었다.
바로 운항관리자다. 운항관리자제도는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어 1973년에
처음 시행되었다.80)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에는 전국 26곳에 73명의 운항관리자가 있
었다. 운항관리자의 의무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로,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
는 여객선의 출항 시에 하는 ‘출항 전 점검’이다. 출항 전 점검을 통해 운항관리자는 화물의 적
재 한도 초과 여부, 고박 불량, 항해 기기의 정상 작동 등을 점검한다.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위
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경에 출항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2014년 4월 15일 5시경, 세월호의 3등항해사 박한결은 운항관리실을 찾아 운항관리자 전정윤
에게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2장을 건넸다. 보고서의 명의는 선장이지만 실제 작성
은 항상 박한결이 담당했다.81) 선체·기관·통신·화물 적재·선박흘수 등 5개 항목 모두 ‘양호’

제1장. 출항하다

해양수산부 고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고박 기준 등)에 따른 [별표 3] 로로선의 로로구역
고박 장치 및 반표준화 화물의 고박점 배치 기준과 당해 로로선의 적재 및 고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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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되어 있었고, 현원·여객·일반 화물·컨테이너·자동차 등 숫자를 채워야 할 칸은 비어
있었다. 출항 직전까지 화물이 실리고 승객이 탑승하기 때문에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정윤은 직접 점검하지도 않고, 빈 칸이 있는 서류에 서명했다.
세월호 출항 전 점검을 맡은 전정윤은 오후 5시 58분경 이미 ‘점검’을 끝냈다. 그는 세월호에
직접 오르지 않고 운항관리실에서 망원경으로 세월호의 만재흘수선이 수면에 잠겼는지만 대충
확인했다. 그 이후 안개로 약 3시간 출항이 지연되다 출항 허가 소식을 듣고 승용차 15대가 더
실렸지만, 추가 점검은 없었다.
세월호는 출항 후 VHF 무선통신으로 운항관리센터에 출항을 보고했다. 보고 수치는 승객 450
명, 선원 24명, 차량 150대, 일반 화물 657톤이었다. 그러나 실제 승선 인원은 476명(승객 443
명, 선원 33명)이었고, 화물은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10톤이 실려 있었다.

[그림 1-44] 세월호 2014. 4. 15.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현원 및 화물칸의 필체와 다른 필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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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를 만든 오랜 관행

항상 열려 있었다
기관구역의 수밀문과 맨홀은 항상 열려 있었다. 선조위의 진술 조사에서 선원들은 이를 인정
했다. 기관구역을 쉽게 오가려고 열어놓았는데, 일본에서 세월호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이어
진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82)
선조위 조사관: 기관실 수밀문 작동은 누가 했습니까?
박기호(기관장): 기관실 수밀문 작동은 없습니다. 기관실 수밀문은 평소에는 항상 오픈하고 검사와
시스템 점검을 할 때 시도를 해봅니다. 주기관에서 축실, 축실에서 발전기실에서 닫혀 있으면 출
입이 불가능해 현장 업무에 있어서는 평소에는 닫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관: 진술인의 생각입니까, 회사의 지침입니까?
박기호: 제가 여객선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오하나마호를 인수할 적에 일본인과 2개월 같이 승선했
습니다. 여객선은 처음이라 일본 선원들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청
해진해운의 다른 선박(춘향호, 청해진 1호, 오하나마호)도 동일하게 수밀문을 열어두고 항해했습
니다. 회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83)
(박기호 진술조서(2018. 4. 27.))

선원들은 맨홀을 열어놓고 다니는데도 안전 검사에서 지적받지 않았고, 맨홀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금도 기기를 확인하려면 맨홀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관: 맨홀을 검사할 때는 닫아놓지 않았나요?
박성용(조기수): 검사하는 걸 몇 번 봤지만,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 닫아야 한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부원들이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성용 진술조서(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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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각종 검사 시 수밀문 및 맨홀의 개방 상태를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용(전 1등 기관사): 2012년 겨울 목포에서 배 수리할 때 한국선급 검사관에게 지적받았습니다.
맨홀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수밀문 작동 상태가 불능이라 지적을 받았으며 수리 신청 후 작동 테
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관: 그때 당시에도 핀 안정기실 맨홀은 열려져 있었나요?
박◯용: 네, 열려 있었으나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박◯용 진술조서(2018. 2. 22.))

조사관: 통상적으로 맨홀은 닫혀 있는 것이 맞지요?
박기호(기관사): 원래는 일반적인 문이 아니기 때문에 닫히는 게 맞지만, 운항상 점검을 위해 열어
두는 것이 맞는지. 운항자의 실무에 있어서 닫아둔 상태로 운항을 하기 힘듭니다. 역으로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기기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인데 닫아놓고 운행하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규정을
손보든지, 기기의 위치를 손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호 진술조서(2018. 4. 27.))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에도 핀 안정기실로 통하는 맨홀은 열어둔 상태였고, 기관부 선원
들은 탈출하면서 열린 수밀문을 닫아야 한다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
조사관: 참사 당일 맨홀은 열려 있었습니까?
박성용: 기존과 같은 상태로 두었으니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관: 기관실을 빠져나오면서 수밀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박성용: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용 진술조서(2018. 2. 9.))

항상 많이 싣고, 대충 묶었다
선박 입출항 사실 확인 조회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4년 3월 21일 3,111톤의 화물을 선적한 채
인천을 출항했으며, 그 이외에도 2,500톤 이상의 화물을 선적하고 인천을 출항한 항차가 2014
년에만 여섯 번에 달할 정도로 많은 화물을 싣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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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재판 및 청해진해운 재판에서는 선사가 화물을 많이 실으라고 지시했던 사실, 운
항관리자가 제대로 화물량 및 고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수사 및 재
판 과정에서 선원 및 고박 관계자들의 진술은 화물 초과 적재 및 부실 고박이 오랜 관행이었음
을 강하게 시사하고 선조위의 진술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술이 반복된다.
선조위 조사관 : 선사 측에 위험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선사 측에 전달된 내용이나 날짜는?
강원식 : 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늘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서 회사와 말싸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어야 한다는 것은 늘 싣고 다녔습니다. 어
차피 회사와 싸우면 싣게 될 것인데 회사와 잘 지내자 싶어서 다 싣고 다녔습니다.
(강원식 진술조서(2018. 4. 19.))

조사관 : 그러면 우련통운에서 고박을 하는데 철근에도 별도로 고박하는 걸 나중에라도 한 번씩 지
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가요.
신보식 : 지나가면서 볼 수는 없죠. 컨테이너 사이로 집어넣어버리는데.
조사관 : 선수 말고 화물칸에 실린 거.
신보식 : 화물칸에 실린 거는 로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화물 사고 났
을 때 내가 네트를 권유한 적이 있어요, 화물 고박. 그게 추진되다가 안 되어버리더라고, 그것도.
(신보식 녹취록(2018. 4. 28.))

경찰 : 모든 차량에 고정용 밴드를 설치하는 가요.
윤◯민(우련통운 계장) : 사실 차량을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 김정수 차장이 차를 앞으로 가
까이 붙이라고 해서 차를 많이 붙이다 보면 차량의 전후로 나와야 하는 고정용 밴드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체 바닥에 설치된 D-링(D-RING)에 고정용 밴드를 고정하는데 D-링이 없
거나 고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고임목만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윤◯민 진술조서(2014.4.21))

평소 세월호의 화물 고박 관계자들은 적절한 고박이 아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편의
성을 높이거나 화물을 더 싣기 위해 고박을 미흡하게 하거나 누락했다. 일반 차량에 고임목만
으로 고박하거나 총 2개(규정상은 4개)의 라싱밴드만으로 고박한 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선조위는 선체에서 고박 장치를 수거하여 고박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고박 체인을 사용
한 점도 새로이 알아냈다. 정식 고박 자재가 아닌 일반 로프 사용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더해
위와 같은 선원 및 고박 관계자들의 진술은 화물의 초과 적재, 미흡하고 부적절한 고박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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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와 C◯조선에서 승객이 머무는 여객실을
증설하고 선수 우현 램프를 없애는 증·개축을 했다. 세월호는 증·개축 공사 후 선박 자체의 복
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선급의 입회하에 2013년 1월 24일 경사시험(복원성 시험)을 받았
고, 이를 토대로 ‘완성복원성 계산서’를 작성했다. 세월호의 경하중량은 6,113톤, 무게중심은
11.777m로 측정됐다.
하지만 경사시험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해진해운은 2013년 2월 16일까지 개조 공사를 진행하
면서 경사시험 시 예상되었던 것보다 선교 갑판 선미 쪽 전시실 내부에 인테리어용 대리석 37
톤이 추가 설치되었다. 또 한국선급에서는 선수·선미 흘수선을 잘못 보정하는 계산 오류(63톤
과소 산정)를 저질렀고, 선조위는 인양 후 추가 탑재물을 19톤 더 발견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의 경하중량은 6232.718톤, 무게중심은 11.912m로 바뀌었다. 한국선급이 승인한 수치보다 경
하중량은 119톤 늘었고, 무게중심은 13.5cm 높아졌다.
세월호의 고박 상태는 좋지 않았다. 화물칸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박은 좋
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차량에 고박 장치가 체결되지 않았고, 타이어 접지 부분에 고임목을
둔 것이 다였다. 고박을 한 경우에도 차량 1대당 2개의 고박 장치만 사용되었고, 트럭 역시 충
분히 튼튼하게 고박되지 못했다. 화물 고박 배치도에는 C갑판에 트럭 적재 허용 조항이 없는데
실제로는 트럭이 실렸고, 원래 화물을 실어서는 안 되는 경사로에도 차량이 7대가량 실렸다.
평형수의 경우 판넬에 표시된 탱크 눈금과 선원들의 진술, 그리고 CN-235 항공기로 촬영된
열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추정했다. 그중 ‘고정 밸러스트’로 불리며, 항상 채우고 다녔
다고 진술된 2·4·5번 탱크 중, 열영상 사진에는 2번과 5번(우현)은 채워져 있지만 4번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배가 기울어지면서 통풍관으로 일부 평형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 화물 중량과 화물 분포, 연료유 청수량 등을 고려해 NAPA로 계산된 배수량은 출항
시 9,887톤, 사고 당시 9,780톤으로 계산되었으며, GoM값은 출항 당시 0.71m,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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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m로 계산되었다. 4번 평형수가 60% 적재한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수행하여, 경하 상태에
서의 KG값이 작게 계산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IMO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며 자유표면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KG 계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4·5번 평형수 탱크를 해당
평형수 탱크의 통풍관을 통해 평형수가 외부로 배출될 때까지 채우면, 탱크 상단의 에어포켓
이 압축되어 98% 이상 채워지게 된다.
여객선은 10가지 복원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세월호는 출항 당시와 사고 시점에서 3가지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중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정 위반은 선회 시
1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위배한 것이다. 이는 세월호의 복원정이 선회에 의
한 횡경사에 취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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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 인천항 부두에 우현 쪽으로 접안해 있던 세월호는 후진하기 시작
했다. 원래 출항 시각보다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된 출발이었다. 9시 7분경까지 후진하던 세월
호는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제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9시 24분쯤에는 인천대교 밑
을 지났다. 9시 43분경 세월호의 우현 쪽으로 팔미도가 지나갔다. 세월호의 속도는 14.6노트
였다. 220도 방향을 가리키던 세월호의 뱃머리는 2분에 걸쳐 260도까지 돌아갔다. 오후 10시
가 되자 야외 갑판에서 불꽃놀이를 했다. 승객들은 밖으로 나와 바다 위에서 터지는 불꽃을 즐
겼다. 3등조타수는 불꽃놀이 뒷정리를 위해 밖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출항 이후 꾸준히 증
가하던 세월호의 속도는 이제 약 20노트가 되었다. 엔진은 일분에 470회쯤 돌고 있었다. 10시
9분경부터 10시 12분경까지 세월호는 251도에서 240도로 좌현 변침했다. 속도는 19.6노트였
다. 좌현 쪽으로 자월도가 지나갈 무렵인 10시 25경부터 약 3분에 걸쳐 231도에서 220도까지
변침했다. 자월도를 지난 다음 작은 각도로 변침하던 세월호는 10시 46분경 인천과 평택으로
가는 항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지나갔다. 불꽃놀이는 이미 끝났고 뒷정리를 마친 조타수는 조
타실로 돌아갔다. 밤 11시에 교사들은 인원 점검을 하고 점호를 끝냈다.
4월 16일 오전 6시 22분경 세월호는 방위각 203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6시 30분경에는 173도
를 향하고 있었다. 7시 11분경 세월호는 157도의 방위각으로 흑산도 동쪽을 지나갔다. 7시 30
분경 1등항해사 강원식은 3등항해사 박한결에게 당직을 넘겼다. 세월호가 매물도 북동쪽 2마
일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박한결과 함께 당직을 맡은 조타수는 조준기였다. 8시 21분경
156도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꾼 배는 8시 26분경에는 140도를 향했다. 세월호는 맹골수도로 진
입했다. 이 시각 B데크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난 승객들로 북적였다. 단원고 학생들은 아침밥
을 먹기 위해 식당을 넘어 로비까지 길게 줄을 섰다. 배는 8시 28분경에 140도, 8시 32분경에
는 130도를 향했다. 약 10분간 배는 130도 방위를 유지했다. 8시 42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에 세월호는 130도에서 135도로 방향을 틀었다. 8시 46분경 세월호가 우현 쪽의 병풍도와 약
0.9마일 거리를 두고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3등항해사는 조타수에게 135도
에서 140도로 변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타수는 우현으로 5도 조타한 후 조타륜을 제
자리로 돌려 침로를 변경했다. 배가 140도로 정침되는 것을 확인한 3등항해사는 8시 48분경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라는 마지막 조타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
기 시작했다. 조타수가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라며 소리를 질렀다.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면서 배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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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갑작스러운 우선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오른쪽으로 빠르게 선회했다. 이 선회 과정과 이
유를 설명하는 것이 선조위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세월호의 타가 오
른쪽으로 전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력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밝
혀지지 않았다.

조타 실수인가 기계 고장인가
검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조타수의 조타가 미숙하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준기가 ‘지시에 따라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
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우
회두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라고 보았다.2) 3등항
해사 박한결이 조타수 조준기의 조타 행위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보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합동수사본부 자문단 보고서는 ‘당직 조타수가 전속 항해 중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세월호를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조타한 것이 직접적으로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결
론 내렸다.3) 해양심판원도 조타수가 ‘타각을 필요 이상의 대각도를 사용하였거나 타각을 장시
간 유지함으로써 선회 각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선체의 급격한 회두를 야기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해양심판원은 ‘사고 발생 당시 세월호의 조타 설비에는 문제점이 없었
던 것으로 판단’했다.4)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등법원(2015년 4월)은 조타기 장치의 고장이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당시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사고를 당한 순
간 조타기 장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추후 배를 인양해서 조사하여 기
계 고장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는 항해사 박한결과 조타수 조준기의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 어
렵다는 뜻이었다. 또 조타기 장치 고장과는 별개로 혹시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면 좌현 쪽 프로펠러와
우현 쪽 프로펠러 중 하나만 작동하는 상황에서 배가 급하게 회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2015년 11월 대법원도 세월호가 급선회하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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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받아들였다.5) 이로써 사람의 잘못과 기계의 오류 중 무엇이 세월호 우현 급선회의 주된 원인
이었는지 가리는 일은 인양 이후의 과제로 남았다.

고착
만약 선교에 있는 조타수가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데도 배가 우현 급선회했다면 선교
에서 조타 명령을 내리는 장치와 선미 타기실에서 물리적으로 타를 밀어주는 장치[그림 2-1]
사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조위에서 주목한 것은 타기 유압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여부였다. 유압을 통해 타를 우현 또는 좌현으로 돌리는 장치에 들
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한쪽으로 움직였다가 이물질 등에 의해 고착되어 제자리로 돌아오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밸브가 한쪽으로 밀린 채 고정되면 타를 밀어주는
유압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처음 명령을 내린 각도보다 타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물리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2-1] 세월호 타기실(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17분 촬영)

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에 진입하여 조타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였으나 외관상 문제점은 발
견되지 않았다. 선조위는 타기 펌프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해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를 위해 선조위는 조타기 제조사인 일본 가와사키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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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3일 동안 세월호에 있는 2대의 타기 유압 시스템을 배 밖으로 꺼내 창원에 있는 훌루
테크 공장으로 옮겼다. 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선조위 조사관 3명, 세월호 유가족 3명, 브룩
스벨 홍콩 지사 담당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유압 기기를 개방하여 조사했다. 개방 작업은 가
와사키중공업 소속 2명과 훌루테크 소속 4명이 맡았다.
선조위는 타기 펌프 분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월호 2번 타기 펌프(좌
현), 즉 평소 인천에서 제주로 갈 때 사용하는 펌프의 파일럿 밸브에 장착된 솔레노이드 B가 고
착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조사팀은 1번과 2번 타기 펌프 각각에서 솔레노이드를 분리한 후 푸
시로드(Push Rod, 파일럿 밸브 스풀을 밀어주는 가느다란 막대)가 밖으로 노출된 길이를 측정
했다([그림 2-2]). (조타실에 있는 타기 펌프 작동 및 정지 제어판을 보면 1번 펌프에 ‘제주행’,
2번 펌프에 ‘인천행’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 인천→제주 항해에서 주로 1번 펌프를 운용하고,
제주→인천 항해에서 주로 2번 펌프를 운용한다는 의미다) 우현 쪽에 있는 1번 타기 펌프 파
일럿 밸브에서는 푸시로드가 A 쪽과 B 쪽으로 9mm씩 같은 길이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당
시 1번 펌프의 파일럿 밸브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밸브 양쪽의 솔레노이드에 아무 문제가 없
었음을 뜻한다. 이와 달리 좌현 쪽에 있는 2번 타기 펌프 파일럿 밸브에서는 푸시로드가 A측은
12mm 노출되어 있는 반면 B측은 6mm만 노출되어 있었다([그림 2-3]). 즉 당시 2번 펌프의
파일럿 밸브가 중립 위치가 아니라 A 측에 가깝게 밀린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이는 B 측 솔레
노이드가 고착되어 파일럿 밸브를 중립 위치로 돌릴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
용한 솔레노이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현상이다. 사용 연한을 초과하거나 점검되지 않은 상
태에서 솔레노이드를 오래 사용하면 작동 중 발열이 심해지고 내부에 이물질이 생성되면서 철
심의 움직임이 점차 둔해질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조금씩 누적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솔레
노이드 코일 안쪽의 철심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덮개가 강하게 부대끼면서 밀착하고, 철심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춘다.6) [그림 2-4]와 같이 세월호 2번 타기 펌프의 B측
솔레노이드가 바로 이런 상태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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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코일)

눌림 철심

솔레노이드 철심

정상 철심

[그림 2-2] 고착된 솔레노이드와 정상 솔레노이드 비교 사진

P측 파일럿 밸브 푸시로드

P측 파일럿 밸브 푸시로드

S측 파일럿 밸브 푸시로드

S측 파일럿 밸브 푸시로드

[그림 2-3] 우현(Starboard)측과 좌현(Port)측 파일럿 밸브 푸시로드 상태.
우현(S)측 푸시로드는 A와 B쪽 모두 9mm. 좌현(P)측 푸시로드는 A쪽이 12밀리미터, B쪽이 6mm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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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타기 유압 회로도 및 고착된 솔레노이드 밸브 위치

2번 타기 펌프 솔레노이드가 고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세월호의 급선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고착된 펌프가 인천행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
이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타기 펌프 솔레노이드 고착은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항해사나 기관사는 전체 경력 중 솔
레노이드 고착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는 횟수가 극히 적다고 말한다. 제조사의 매뉴얼에도
항해 중 솔레노이드 고착 발생을 막기 위한 유지 보수 지침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제
조사 매뉴얼은 항해 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반년, 매년, 정기점검 등 다양한 주기의 유
지 보수 활동을 열거하고 있는데, 솔레노이드 밸브 유지 보수는 월간 점검 항목에 들어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조타대의 명령신호에 의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그러나 이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할 뿐이며,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코어, 코어 튜
브 등을 정기적으로 분해하여 검사하는 것은 의무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선회의 재구성
2014년 4월 16일 아침 세월호 2번 타기 펌프 B 측 솔레노이드가 고착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교에 있는 조타실과 선미에 있는 타기실에서 벌어진 일을 새롭게 구성해볼 수 있다. 조
타실에서 내린 조타 명령이 전기신호로 타기실에 전달되고, 이를 받은 솔레노이드가 작동하다
가 고착되면 배 뒤쪽의 타는 한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간다. 이런 타의 움직임이 효과를 내(‘타
효’) 체감할 수 있는 배의 거동이 발생하면 선교의 조타실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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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사고 당일 3등조타수 조준기가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한 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고 느낀 순간이 이에 해당한다. 조타실 선원들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배는 곧 빠르게 우선
회하면서 45도 이상 기울었다. 기울어진 조타실에서는 선미 타기실 2번 타기 펌프의 솔레노이
드가 고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고착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조타실에서는 어떤 행
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행동은 배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
다. ‘인천행’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2번 타기 펌프는 어떻게 ‘제주행’ 항해에서 작동 중이었을
까? 세월호 조타실에서 ‘인천행’ 2번 타기 펌프는 언제 어떻게 켜지거나 꺼졌을까? 선체 인양
이후 실시한 조타실 내부 조사, 타기 펌프 조사, 시뮬레이션, 선원 대인 조사 등을 종합하여 세
월호의 빠른 우선회 전과 후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가 맹골수도로 진입하기 전 조타실에서는 자동 조타 모드를 수동 조타 모드로 변경했
다.7) 이는 제주행 항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조타 모드는 조타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Mode Selector Switch)를 통해 자동, 수동, 무추종(NFU),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한
다.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차 운전대와 비슷한 모양의 조타륜(Steering Wheel)을 돌려 타각을
조정하면, 타는 그 명령 타각과 실제 타각 차이가 0이 되도록 제어된다. 조타륜이 돌아간 각도
는 조타륜 바로 위에 있는 러더 명령 지시기(Rudder Order Indi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
양된 세월호의 러더 명령 지시기는 좌현 약 2도를 가리키고 있다). 항해사의 지시를 받아 조타
수가 조타륜을 돌리면 그 명령이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선미 타기실로 전달된다. 좌현 쪽으로
돌라는 조타 명령이 떨어지면 타기 펌프의 A측 솔레노이드가 자화되고, 우현쪽으로 돌라는 조
타 명령이 떨어지면 B 측 솔레노이드가 자화되어 파일럿 밸브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준다.

인양 전

인양 후
[그림 2-5] 세월호 인양 전·후 수동조타모드 상태 사진

3등항해사 박한결의 지시에 따라 조타수 조준기가 우현으로 타를 조작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
는 상황에서 배가 우현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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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선회하면서 기울고 있는 동안 조타실의 선원들이 이에 대응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
련된 기록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당시 3등항해사 박한결의 진술에서 인천행 타기 펌프의 B
측 솔레노이드 고착이 배의 우현 급선회와 연관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다. 인천행 타기 펌프가
돌아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타기 펌프와 관련된 조타실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2-6]은 타기 펌프 운전-정지 버튼이 있는 시스템 배전반으로 사진에 보이는 다섯 칸 중
가장 오른쪽이 타기 펌프를 제어하는 패널이다. 조타실 뒤편 벽에 붙어 있으므로, 이 판넬을
마주 보고 서면 선미 쪽을 향하게 된다(박한결 선조위 4월 18일 진술 파일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 2-7]의 오른쪽 그림은 인양 후 세월호 내에서 확인한 판넬이다. 조타실 뒤쪽 벽에 박한
결이 끄려고 했다는 알람 버튼은 ‘경보음장치’ 표지 아래에 있다. 알람이 켜지면 빨간 불이 들
어온다. 2번 타기 펌프를 켜려면 그 아래에 ‘시동’이라는 표지가 붙은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
버튼에는 덮개가 있기 때문에 덮개를 먼저 열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운전 중임을 알리
는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 ‘시동’ 버튼 왼쪽의 ‘정지’ 버튼을 누르면 2번 타기 펌프를 멈출 수 있
다. 이 버튼에도 덮개가 있으므로 펌프를 정지하려면 덮개를 열고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 1
번 타기 펌프를 제어하는 패널은 이를 마주 보고 선 방향에서 왼쪽(즉 선체 우현 쪽)에 나란히
붙어 있다.

[그림 2-6] 타기 펌프 제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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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정지버튼

펌프 운전버튼

No.1 펌프 패널

알람 정지버튼

No.2 펌프 패널

[그림 2-7] 2번 타기 펌프 운전·정지·알람 패널. 왼쪽은 사고 이전 세월호의 펌프 패널

‘인천행’ 2번 타기 펌프는 병풍도 앞바다에서는 돌고 있지 않았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된 2번 타기 펌프를 포함한 2대의 타기 펌
프가 인천 출항 시부터 사고 시점까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배의 타기 펌프
를 관찰·분해·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으며, 대인 조사를 통해 평소의 세월호 타기 펌
프 운용 관행과 사고 당일 작동 상황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선조위는 2018년 4월 수감 중
인 이준석, 강원식, 박한결, 조준기를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받고, 과거 세월호에서 일했던 현
◯식의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진술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타기 펌프 운용 방식 및 2014년 4월
15일과 16일의 타기 펌프 운용 상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했다.
통상 오후 6시 30분인 인천 출항을 대비하여 3등항해사는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조타
실로 올라간다. 조타실 뒤편의 시스템 배전반에 있는 스위치로 타기 펌프 1번(‘제주행’)과 2번
(‘인천행’) 2대를 모두 켠다([그림 2-8], [그림 2-9]). 조타실 가운데에 있는 조타장치 스탠드로
가서 조타 시스템 선택 스위치를 1번(‘제주행’)으로 놓고, 조종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한다. 좌
현 35도(‘하드포트’)와 우현 35도(‘하드스타보드’)로 조타신호를 주어 타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
한다. 조타륜을 0도(midship)에 놓고 출항 때까지 타기 펌프 2대와 조타 시스템을 운전 상태
로 유지한다.8) 다른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는 입·출항할 때 타를 빠르게 쓰기 위해 2대
의 타기 펌프를 모두 운용했다. 선장 이준석은 “입·출항 때는 어느 배나 타기를 2대 돌리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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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ilot system

타기 펌프 패널
[그림 2-8] 세월호 조타기 시스템과 타기 펌프 패널

자이로리피터
선화창

VHF1(2대)
자이로컴퍼스
리피터
안전기
제어 콘솔

좌현
윙브릿지

<해도실>

타기펌프
컨트롤 패널

레이더
2

우현
윙브릿지

조타 스탠드
(자동조타장치 포함)

항해용기기 조종 패널

입
구

레이더
1

조타기

주기원격 조종대

입
구

<통신실>

조타실 집합반
GPS

AIS
GPS

실제 위치

VHF2(2대)

조타실 중앙 출입구

[그림 2-9] 세월호 조타실 배치도

2014년 4월 15일에도 3등항해사는 오후 4시가 지나 조타기 시험 운전을 실시한 후, 안개로
인해 출항 허가가 나지 않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후 9시까지 대기했다. 평상시 출항 시간
인 6시 30분은 1등항해사 당직 시간에 해당하지만, 이날 출항이 오후 9시로 지연되면서 출항
시간이 3등항해사 당직 시간이 되었다. 다만 오후 9시에 출항할 때 타를 잡은 것은 당직 타수
조준기가 아닌 1등조타수 박경남이었다. 출항 후 인천대교를 지날 무렵 조준기가 타를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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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보통 타기 펌프를 2대 모두 사용하여 인천항을 떠난 후, 선박 왕래가 분주한 지역을
벗어나고 항해가 본궤도에 오르면 타기 펌프 1대를 껐다. 1등항해사 강원식은 팔미도 밑까지
나가서 당직자가 펌프를 1대 끈다고도 하고, 인천과 평택으로 향하는 항로가 갈라지는 곳까지
2대를 쓴다고도 진술했다.10) 신보식 선장은 직접 펌프를 끄고, 이준석 선장은 항해사들이 알아
서 끄도록 하는 편이었다. 이준석 선장은 날씨가 나쁘거나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는 1대를 끄
지 않고 2대를 모두 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보통 본인은 직접 타기 펌프를 기동하거나 정
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11) 박한결은 선조위 진술조서에서 평소 출항 이후 본인이 타기 펌프를
끈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평소 입출항 때만 타기 펌프를 2대 쓴다고 말했지만, 인천 출항 후 누
가 어디쯤에서 타기 펌프 1대를 끄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왜 입출항 때 펌프를 2대 쓰는지
도 잘 대답하지 못했다.12) 통상적으로 조타수는 타기 패널을 조작하는 일이 없었다. 조타수 조
준기는 타기 펌프를 작동하는 패널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타기 뒤쪽에 있는 판넬
인 것 같습니다. 사관들이 켜고 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조준기는 조타 시
스템 선택 스위치도 작동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책임 소재 때문에 사관들이 계기를 건드리
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13)
4월 15일 밤 출항 후 세월호 선원들은 분주한 지역을 벗어나고 항해가 본궤도에 오른 후 가동
중이던 타기 펌프 2대 중 1대를 껐는가, 아니면 펌프 2대를 운용하는 상태가 다음 날 아침 사고
직전까지 이어졌는가? 이에 관한 3등항해사 박한결의 진술을 분석해보자.
3등항해사 박한결은 선조위 조사에서 당시 출항 후 ‘타기 펌프 1대를 껐는지, 몇 번 펌프를 껐
는지’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자신은 잘 모른다는 뜻으로 보인다. 평소
에도 3등항해사 박한결은 출항 후 타기 펌프 2대를 사용하던 중, 1대를 정지한 적이 없었고, 또
한 그것이 3등항해사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등항해사 박한결은 누가 언제 타기 펌프 1대
를 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타기 펌프 1대를 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던 3등항해사 박한결은 선조위 조
사에서 “입출항 때 펌프 2대 사용하고, 제주행일 때는 제주행 펌프를 사용했으며, 자신이 당직
인 맹골수도부터는 타기 펌프 1대만 사용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선조위 박00 제1
회 진술조서 12·23·24·28쪽 등)
이와 같이 3등항해사 박한결의 진술을 종합하면, 4월 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떠나면서 타기
펌프를 2개 작동한 이후 누군가가 언제 타기 펌프 하나를 껐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맹골수도
진입 직전에 당직을 인계받은 3등항해사 박한결은 제주행 타기 펌프 1대만 사용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3등항해사 박한결이 참사 당시에도 평소와 같이 제주행 타기 펌프
를 사용했고, 자신의 당직 때는 타기 펌프 1대만 사용했다는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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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만 사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으로부터 2대
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기술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솔 밸브가 작동하는 것은 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와 멈출 때다. 둘 중 어느 한 순간에 고착 상태가 발생하면 메인스풀을 통해 작동유가 타기
실린더에 공급되기 때문에 바로 조타 불능 또는 전타 상태가 발생한다. 인천 출항 당시 그런 이상 현
상에 대한 감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을 떠나 항해 중간에 펌프를 끄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확히는 고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펌프를 끄면 조타 불능이나 전타 없이 고착이 발생
할 수 있다. 조타를 시작하는 순간 펌프를 끌 리는 없기 때문에 조타가 완료되어 타가 멈추는 순간에
맞추어 펌프를 끄면 가능하다. 하지만 펌프를 끄더라도 직진 항해 중에 껐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이 확인된 이상, 인천행 펌프는 분명히 사용되
고 있었고, 고착도 사고 당시에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제주행 펌프도 함께 사
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출항 당시 2대의 펌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굳이 제주행을 중간
에 정지시켰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2대 펌프 모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장범선 위원).

3등항해사 박한결은 참사 당시 사용하던 타기 펌프를 끈 적이 없다
3등항해사 박한결은 2014년 5월 2일 검찰 조사에서 “시스템 배전반으로 가 빨간색 버튼을 눌
렀는데, 그 버튼이 정지 버튼이어서 다시 그 위에 있는 빨간색 경보음 정지 버튼 2개를 누르자
조용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이후 2016년 10월 6일 법정에서 진술할 때 당시 상
황을 자세하게 기억하면서도 펌프 정지 버튼을 누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는 3
등항해사의 검찰 진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3등항해사 박한결은 선조위 조사에서 “타기 알람 정지 버튼을 누르려다 잘못해서 타기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하고는(선조위 2회 진술조서 3쪽), 타기 펌프를 껐느냐는 질문에는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알람 2개를 끈 것은 확실하다고 답변한다.
3등항해사 박한결의 검경합수부 7차례 조사, 검찰 12차례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 선조위 2차
례 조사 등에서 단 한번 등장하는 ‘(펌프)정지 버튼을 눌렀다’는 표현을 가지고 3등항해사 박한
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용하고 있던 타기 펌프를 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 3등항해사 박한결이 실수로 펌프 정지 버
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정지되어 있는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더 높
기 때문이다.
3등항해사 박한결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단 한번 진술했던 부분에 관해서 선조위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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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 알람 정지 버튼을 누르려다 잘못해서 타기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선조위
2회 진술조서 3쪽).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타기 알람이 울리면서 빨간색 램프에 불
이 들어왔을 것이고(기관장 박기호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3등항해사 박한결은 빨
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알람 정지 버튼을 누르려다 타기 정지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
을 보고는 이미 정지되어 있는 타기 펌프의 정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욱이 타기 정지 버튼은 커버에 싸여 있었는데, 3등항해사가 버튼 커버를 열면서까지 타기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거기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
게 본다면, 3등항해사 박한결의 검찰 진술은 오히려 세월호 참사 당시 타기 펌프를 1대만 사용
했다는 선조위에서 자신의 진술과 일관성을 갖게 된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의 기계적 가능성에 관한 고찰
3등항해사 박한결의 일관된 진술에도 선조위 조사에서 인천행 타기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참사 당시 인천항 출항 시에 타기 펌프를 2대 사용했고, 그중 타
기 펌프 1대를 껐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인양 후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참사 당시 인천행 타기 펌프 사용 중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
착되었을 경우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참사 당시 배의 침몰 원인의 연관성을 해명할 필요는
있다.
사고 당시, 3등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수가 우현 5도로 조타한 직후, 세월호가 우현으로 급
선회하고 있었고, 이를 감지한 조타수는 역시 3등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반대쪽(좌현)으로 조타
했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조타수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좌현으로 타를 돌렸는지
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배의 우선회와 좌현 횡경사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로 복원성을 완전히 잃
기 전에 조타륜을 왼쪽으로 돌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조건하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세월호를 우현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그림 2-10] 영상처럼 20~30분 내에 좌현으
로 약 8도가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까?
먼저 새누리호에서 정박 중 수행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 새누리호는 펌프 1대 사용 시 전타
까지 약 14초가 걸리고, 2대 사용 시에는 그 시간이 8초로 줄었다. 즉 타기 1대 사용 시와 2대
사용 시 타각 회전속도는 2.5도/초와 4.4도/초 정도 된다. 실험은 조타기의 수동 모드에서 이
루어졌다. 수동 모드에서는 조타 명령 타각과 실제 타각의 차이가 0이 되도록 타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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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CN-235가 9시 34분에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미 이때부터 타는 0에 가까운 상태였음

(1) 2번 타기 5도 우현 명령 시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현상 실증 실험
실증 선박
새누리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35도

시간(초)

2.9

4.3

5.8

압력(kgf/㎠)

18

18

18

7.4

9

10.9

12.9

18

18

18

18

위와 같이 타각 5도일 때 고착 현상을 만들면 13초 만에 전타 상태가 발생하였다. 2번 타기 실
린더의 압력은 18 kgf/㎠으로 계측되었다.
(2) 1번 2번 타기 사용, 5도 우현 명령 중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시 실증 실험

시간(초)
압력(kgf/㎠)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35도

2.9

9.6

14.9

22.8

31.3

41.2

51.8

No.1

20

22

21

21

21

22

22

No.2

20

20

20

20

20

20

20

off

on

on

on

on

on

on

No.1 솔 밸브 신호

5도까지는 2.9초 만에 회전하였지만 5도 이후 회전속도가 급격히 느려져, 초당 0.6도의 속도
로 약 52초 만에 전타에 도달했다. 압력은 1대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10% 이상 커졌다. 특히 고
착이 발생한 2번 타기는 20 kgf/㎠ 정도인 데 반해 1번 타기는 22kgf/㎠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전타가 발생했다. 5도 이후 1번 타기 쪽에는 관성력이 더해진 반면, 2번 타기는 관성력에 저항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유압이 발생한 것이다.
(3) 1·2번 타기 사용, 10도 우현 명령 중 2번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시 실증 실험
5도
시간(초)
압력(kgf/㎠)
No.1 솔 밸브 신호

No.1
No.2
off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35도

3.5

9.6

14.4

21.3

31.9

43.2

20

23

25

23

20

20

20

20

off

on

on

on

24
20
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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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10도까지는 3.5초 만에 회전하였지만 10도 이후에는 약 초당 0.63도의 속도로 총
43.2초 만에 전타에 도달했다. 1번 타기 유압 라인의 압력은 (2)번 실험보다 더 커져서 25kgf/
㎠까지 올라갔다. 이는 10도에서의 타 속도가 5도에서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10도에서의 관성
력의 크기가 (2)번 실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4) 1·2번 타기 사용, 5도 좌현 명령 중 1번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시 실증 실험
5도
시간(초)
압력(kgf/㎠)
No.1 솔 밸브 신호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35도

2.9
No.1
No.2

28

좌현 8도 후 더 넘어가지 않음

38
off

좌현 10도 이전에 신호 on

이 실험에서는 (2)번 (3)번 실험과 달리 좌현으로 회전 중 8도에서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았다. 2
번 타기 유압이 38kgf/㎠인 반면, 1번은 28kgf/㎠로, 좌우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타의 회전이
멈춘 것이다.
두 펌프를 모두 사용 중 2번 펌프에 고착이 발생하면 1번 펌프는 반대 방향으로 타를 작동시키
려고 한다. 이로 인해 두 실린더에는 작동유가 계속 실린더에 모이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펌프
쪽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압에 의한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다만, 고착 전에 우현
쪽으로 돌던 타의 관성력이 남아서 타의 회전은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힘은 크지 않기 때
문에 타의 속도는 매우 느려진다. 새누리호의 경우 정박 중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더라
도 우현 전타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 운항 중에는 타에는 유체 흐름에 의해 큰 반력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현 전타는 발생하기 어렵다. (4)번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반대로 1번 펌프에
고착을 유발했을 경우 좌현 전타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그 관성력이 크지 않아 다른 저항에
의해 멈춘 것으로 판단된다. PR-8000 제조사 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펌프 2대 중 1대가 원인
미상의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나머지 1대는 정상적으로 제어되므로 조타륜 조작에 의해 특정
각도에서 조타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예상 가능한 2가지 타기 펌프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 시나리오:
먼저, 사고 당시 고착 발생한 2번 타기 펌프만 작동 중이었고, 사고가 난 후 누군가 2번 펌프
를 끈 다음 원래 꺼져 있던 1번 펌프를 켠다. 우현 5도로 조타한 직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
되었다면, 이로 인해 우현 전타가 발생하여 세월호는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게 된다. 다음
누군가가 그 후 2번 펌프를 껐다면, 타는 1번과 2번 펌프 어느 쪽을 통해서도 추가 조타 신호
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타는 우현 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유압이 갇히게 되어 일단 멈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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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현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배가 기운 다음 타기 펌프를
새로 켰다는 선원의 진술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번 타기만이 계속 작동하는 경우 고착에 의한 유압이 계속 가해져 전타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
고, 2번 타기 펌프가 정지된 상태라면 실린더와 메인스풀 사이에 갇힌 작동유에 의해 전타 상
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나’ 시나리오:
사고 당시 1·2번 타기 펌프를 모두 사용했고, 5도 조타 중 2번 펌프에 고착이 발생하고, 사고
가 난후 좌현 8도까지 돌아갈 때까지 펌프를 정지하지 않았다는 시나리오다. 수동 모드에서 1
번 타기는 타가 우현 5도를 넘어서는 순간 타를 좌현으로 돌리려고 했을 것이다. 이때 새누리
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주 느린 속도로 전타가 발생하였을까? 여기서, 2번 타기의 솔레노
이드 밸브가 5도에서 고장이 난 경우 1번 타기 유압 라인이 받는 순간적인 동압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표 2-1]은 2번 타기 라인이 받을 수 있는 압력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해
본 것이다. 먼저 2번 펌프 하나만 작동할 경우 타각 시나리오에 따라 2번 타기 라인이 받을 수
있는 압력은 단일 펌프 작동 압력과 관성력이다. 이때 관성력의 크기를 100이라고 하자.
다음 두 타기를 이용한 경우로 모두 정상 작동되었다고 가정한다. 타기를 2개 사용할 경우 작동
압력을 단일 타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증가된다. 이는 새누리호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약 30% 증가된다고 가정해보자. 2대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타기 속도가 2배에 가까워짐에 따
라 관성력도 2배(200)가 될 것이다. 하지만 타를 우현타에서 좌현타로 바꾸는 순간의 관성력은
두 타기가 똑같이 나누어 갖기 때문에 하나의 타기는 100이라는 관성력을 받게 될 것이다.
[표 2-1] 타각 시나리오에 따라 양 현 타기의 추정 압력
타각 시나리오
우현타 → 대기 → 좌현타
No.1 타기 하나만 사용
(2.3도/s에 대한 관성력= 100 가정) 우현타 → 좌현타

No.1&No.2 모두 사용
(4.6도/s에 대한 관성력= 200)
No.1&No.2 모두 사용하다가
No.2 펌프 5도 고착(관성력 = 200)

No. 1 타기 라인 압력

No. 2 타기 라인 압력

단일 펌프 작동 압력

-

단일 펌프 작동 압력
+ 관성력(100)

-

우현타 → 대기 → 좌현타

단일 펌프 작동압X130% 단일 펌프 작동압X130%

우현타 → 좌현타

단일 펌프 작동압X130% 단일 펌프 작동압X130%
+ 관성력(100)
+ 관성력(100)

우현타 → 바로 고착

단일 펌프 작동압X130% 단일 펌프 작동압X130%
+ 관성력(200)
- 관성력(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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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번과 2번 모두 사용하다가 2번 타기 5도에서 고착이 발생하는 경우 1번 펌프는
단일 펌프 작동압의 130%에 다다르는 압력과 함께, 2배의 속도로 회전하는 관성력을 모두 받
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높은 압력이다.
이렇게 되면 [그림 2-11]과 같이 순간적으로 1번 타기에 높은 압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브레이크 밸브 쪽으로 오일이 흐르면서 1번 실린더의 압력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2번 실린더의 작동유는 1번 타기 쪽으로 빠지지 못해 1번
실린더 쪽은 계속 높은 압을 유지하며 작동유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번 실
린더에 작동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타는 계속해서 우현 쪽으로 움직
일 수 있다.
이렇게 우현 전타가 발생한 후에는 타의 관성력은 사라지고 양 현 타기는 정상적으로 양 실린
더에 작동유를 공급하여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 후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 오히려 1번 타
기에 중력이 더해져 타는 양 현 펌프가 작동하는 한 좌현으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먼저 새누리호도 마찬가지로 2
번 펌프에 고착이 발생한 경우 1번 펌프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에
서 확인된 압력은 이미 수 초가 지난 상황에서의 압력이고, 고착이 발생한 직후의 압력은 확인
되지 않는다. 또 새누리호의 최대 작동압은 188 kgf/㎠인 데 반해 실험에서 계측된 압력은 20
kgf/㎠ 내외다. 이는 정박 중 실험한 것이어서 운항 중과 달리 유체의 의해 타에 작용하는 부
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압력은 작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 사고 당시 거
의 최고 속도로 운항 중이었고, 실제 발생압은 거의 최대 작동압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1번 펌프 라인의 압력은 순간적으로 최대 작동압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된 브레이크 밸브의 작
동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이를 서로 겨루고 있는 두 사람에 빗대어 설명해보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반대로 밀고
있고, 두 사람의 힘이 같다면 힘의 균형에 의해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미는 경우, 마주 선 다른 사람은 달려오는 사람의 관성력과 더해진 힘을 받게 된
다. 그 합해진 힘이 마주 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 관성력을 견뎌내고 정지시킨 후 힘
의 평형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으면 마주 선 사람은 쓰러지고, 달려오
는 사람은 계속 달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추정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적 시뮬레이션과 함께 운항 상
태 그대로의 실험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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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No.2 고착 후 가정한 양현 타기의 유압 상태

소결
세월호는 보통 타기 펌프를 2대 모두 사용하여 인천항을 떠난 후, 선박 왕래가 분주한 지역을
벗어나고 항해가 본궤도에 오르면 타기 펌프 1대를 껐다. 4월 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떠나면
서 타기 펌프를 2개 작동한 이후 누군가가 언제 타기 펌프 하나를 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
라서 평소와 같이 사고 당시 3등항해사 박한결은 제주행 타기 펌프 1대만 사용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항해사들의 진술만으로는 당일 어떤 펌프를 사용하였지는
추정하기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으로부터 2대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기술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인천행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인천 출항 시 타기 2대를 사용하는 과정
에서 발생했다면 그 즉시 조타 불능 상태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솔레노이
드 밸브의 고착이 확인된 이상, 인천행 펌프는 분명히 사용되고 있었고 고착도 사고 당시에 발
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제주행 펌프도 함께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
려우나 출항 당시 2대의 펌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굳이 제주행을 중간에 정지시켰을 가능
성은 낮기 때문에 2대 펌프 모두 사용한 것이 타당하다(장범선 위원).
3등항해사 박한결은 검경합수부 7차례 조사, 검찰 12차례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 선조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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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조사 등에서 단 한번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타기 정지 버튼은 커버
로 덮여 있기 때문에, 3등항해사가 버튼 커버를 열면서까지 타기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정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3등항해사 박한결의 검찰 진술은, 오히려 세월호 참사
당시 타기 펌프를 1대만 사용했다는 선조위에서 자신의 진술과 일관성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은 진술에도 선조위 조사에서 인천행 타기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참사 당시 인천행 타기 펌프 사용 중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었을 경우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참사 당시 침몰 원인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번과 2번 타
기 모두 사용하다가 2번 타기가 5도에서 고착이 발생하는 경우 1번 펌프는, 2배의 속도로 회전
하는 관성력을 모두 받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높은 압력을 유발할
것이며, 순간적으로 1번 타기에 높은 압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브레이크
밸브 쪽으로 오일이 흐르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번 실린더에 작동유가 정상적으로 공
급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타는 계속해서 우현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현 전타가
발생한 후에는 타의 관성력은 사라지고 양현 타기는 정상적으로 양 실린더에 작동유를 공급하
여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 후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게 되면 오히려 1번 타기에 중력이 더해
져 타는 양현 펌프가 작동하는 한 좌현으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동적 시뮬레이션과 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이 반드시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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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좌현 방향 횡경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세월호는 일반적인 배였다면 기울지 않았을법한 각도까지 기울었다. 세월호는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좌현으로 45도 이상 크게 기운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은 큰 우현
타각의 영향이라고만 볼 수 없는 극적인 변화였다. 배가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배 안에서
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선박 내부의 상태는 세월호가 기울어지는 양상에 어떤 영향
을 미쳤을까? 선조위의 조사 결과는 배가 좌현으로 18도가량 기울었을 때 “기~익” 하는 소리
와 함께 경사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고, 횡경사 약 30도를 전후로 C갑판 차량 화물이 본격
적으로 이동하며, 최대 47도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화물 배치, 무게,
고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 인양 후 수거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횡경사 각도
분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우는 동안 내부의 화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는 화물칸에
서 수거한 차량 블랙박스다. 선조위는 선체 인양 후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기록 데이터를 복원
했다. 수거된 차량 블랙박스는 총 26대이고, 이 중 영상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은 17대
이며, 4월 16일 사고 시간대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것은 모두 C갑판에서 복원된 7대였다. 차
량 블랙박스 시계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각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과 음성을 비교해가
면서 자막에 표시된 시간을 서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다. 블랙박스들끼리 맞춘 시간은 인천
항만 CCTV, 세월호 내부 CCTV에 기록된 시간과 비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표준
시(KST)를 기준으로 각 장치에 기록된 사건을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14)(아래 서술된 시간은 모
두 대한민국표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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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4월 16일 사고 당시 영상이 기록된 차량 블랙박스 장치 목록
식별번호

차종

차량 태그 번호

SEDF-199

마티즈

0701026-T-1

SEDF-202

디스커버리

0719053-C-1

SEDF-209

스타렉스

0723080-C-1

SEDF-214

화물차 1(중앙)

0727106-C-2

SEDF-218

화물차 2(좌현)

0729112-C-1

SEDF-226

싼타모

0802130-D-6

SEDF-252

그랜져

0720070-T-2

블랙박스 시간을 동기화하는 데 단초가 된 것은 SEDF-199 블랙박스에 녹음된 KBS 라디오
방송 시보였다. SEDF-199번 블랙박스에는 4월 15일 오전 10시를 알리는 KBS 시보가 녹음되
어 있었고, 이때 199번 블랙박스의 시계는 10시 11분 4초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SEDF199 블랙박스의 시계가 대한민국표준시보다 11분 4초 앞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블랙박스 및 CCTV의 시간을 비교·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을 거친 결과 인
천항만 CCTV 시계는 대한민국표준시보다 약 1분 16초 앞서 있고, 세월호 선내 CCTV 시계는
대한민국표준시보다 약 15분 23초 뒤처진 시간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다음 각 블랙박스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세월호에 진입하는 장면을 담은 인천항만 CCTV 영
상과 선내 CCTV 영상을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비교하여 블랙박스 시계를 대한민국표준
시와 비교하고 맞춰, 각각의 블랙박스 탑재 차량이 세월호에 진입한 시간을 확정할 수 있었다.

후방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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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2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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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그림 2-12] 차량용 블랙박스 발견 위치와 카메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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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세월호에 진입한 시간과 4월 16일 사고 시간대 자막 시간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SEDF-218는 세월호 진입할 때에 비해 약 5초 느려진
것으로, SEDF-202의 경우는 약 9분 38초 느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4월 16일 사고 시간대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7대 블랙박스에 대한 선조위의 시간 동기화 결
과는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와 비교·검증되었고, 전체적으로 1초 이내
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은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된 블
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모두 추출한 후 재편집하는 방식으로 7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
종 동기화했다. 이는 영상 편집 기능이 없는 선조위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석 정밀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선조위 조사1과 조사1팀에서는 블랙박스가 자막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
(RTC)의 오차 때문에 블랙박스 기준 시간이 8초가량 당겨져야 하며, 특히 SEDF-202의 시간
동기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브룩스벨의 경우에도 SEDF-202 블랙박스는 자막
시간의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해당 블랙박스의 시간을 사건 발생 시간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블랙박스 시간 오차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조사1과 조사기획팀이 주관한 블랙박스 시간 동기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DF-202, SEDF-218, 2대의 블랙박스를 제외한 5대의 블랙박스
의 시간 분석 결과는 4월 15일 세월호에 진입한 시간과 4월 16일 사고 시간대 자막 시간의 차
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여, 만약 블랙박스 5대의 자막 시
간을 생성하는 부품에 각각 8초의 오차가 발생했고, 각 블랙박스에서 8초의 오차가 발생할 확
률을 1%로 가정해보자. 1대에서 8초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1%이니, 5대가 동시에 똑같
은 8초만큼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1%, 즉 0.01을 5번 거듭제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 그 확률은
0.0000000001(1백억분의 일)이 된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니, 그보
다도 약 1,000배나 낮은 확률이다.
SEDF-202 블랙박스의 시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SEDF-202 블랙박
스에서 복원된 모든 영상 중 사고 순간 관련 영상은 1초짜리(프레임 14개) 1개 + 16초짜리(프레
임 114개) 1개다. 프레임 갯수로 보면 총 128개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 2개 파일은 SEDF-209,
218, 226 등 나머지 3대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장면 중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영상과 소리를 기
준으로 상대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만약 202번의 시간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서 오차가 발생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28개 프레임, 약 17초가 지나가는 동안 8초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을까?

제2장. 넘어지다

이 중 SEDF-202, SEDF-218, 2대의 블랙박스를 제외한 5대의 블랙박스의 시간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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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에 의해 교차 검증된 블랙박스 시간에 관한 선조위의 분석 결과는
기준 시간의 지표로 삼은 SEDF-199, 252 블랙박스와 인천항만 CCTV, 세월호 선내 CCTV 등
의 시간 흐름에 문제가 없는 이상 신뢰할 수 있다.

최초 화물 이동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C갑판과 트윈 갑판에서 화물이 이동하는 영상을 담고 있어, 선수
갑판 및 D, E갑판의 화물 이동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림 2-13] 선조위의 226번 블랙박스 진동 주파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준 시간 08시 49분
27초경부터 전체적인 진폭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외부 물체와의 충격이 없었다고 가정한
다면, 이를 화물이 점차적으로 멀리서부터 무너지는 소리로 추정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
적으로 화물 무너지는 소리가(기준 시간 49분 35초) 심해지면서 기준 시간 49분 41초부터는
블랙박스 화면에서 C갑판의 화물이 무너지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 가능해진다.15)

차량 센서 “삐빅” 소리

이 시점부터 전체적인 진폭이 올라가면서
화물이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됨
08:45:46(기준시간: 08:49:27)

본격적인 우당탕 소리 시작
화물이 무너지는 시간
08:45:54(기준시간: 08:49:35)

[그림 2-13] 226번 블랙박스 진동 주파수 분석

최초의 화물 이동이 시작한 위치와 원인은 무엇인가? C갑판에 있던 카메라에서 찍을 수는 없
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던 지점일 것이다. 브룩스벨은 D갑판에서 최초의 화물 이동이 일어
났으리라고 의심할 수 있는 곳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처음 고려한 것은 D갑판에 있는 한 대의
트럭에서 화물이 움직여서 트럭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었으나, 트럭이 주차된 위치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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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화물이 놓인 목재 팔레트와 철제 갑판 사이의 마찰력이 화물
이동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D갑판 일반 화물 바로 뒤에 있는 7개의 컨테
이너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눈여겨보았다. 선내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지점의 컨테이너와 수
조는 로프로 감싸여 묶여 있었다. 브룩스벨은 고박 작업자들이 정해진 지점에 와이어로 추가
후방

전방

204

252

275

218

209

고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와 화물을 함께 로프로 묶어버린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선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했다는 사실은 ‘선원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작은 횡경사 시점에서 이 지
점의 컨테이너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들이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
에 이에 따른 횡경사 모멘트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16)
210

214

226

207

202

[그림 2-14] D갑판 화물 배치도

199
이러한
검토 끝에 브룩스벨은 컨테이너 바로 뒤편에 있었던 중량 화물 단위(드라이어와 트레

일러)와 철근 묶음이 움직여서 횡경사 모멘트를 발생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철근은 좌현과 우
현에 각각 두 더미씩 철제 팔레트 위에 놓여 있었다. 철제 팔레트는 그 밑에 별도의 깔개 없이
철제 갑판과 바로 맞닿아 있었다. 철근과 팔레트 사이에도 목재 깔개가 들어가지 않고, 철근이
철제 팔레트와 직접 접촉한 상태였다. 브룩스벨은 이 철근 더미에 적용된 고박 장치가 약 20도
의 경사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선조위는 브룩스벨이 ‘철제 팔레트 밑에 별도의 깔개 없이 철제 갑판과 바로 맞닿아 있
어 마찰계수 0.1을 적용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진([그림 2-15])은 오히려 리바(Rebar)와 갑
판 사이에 목재 깔개를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하여, 브룩스벨의 해당 결론은 증
거 분석 오류에서 기인한 잘못된 결론으로 평가했다. 또 화물 이동 마찰계수에 관하여 브룩스
벨은 ‘IMO Cargo Securing 규정을 참고하여 마찰계수 0.1로 분석’하였으나, 선조위는 해당 규
정은 안전율을 고려한 기준치에 불과하고 세월호의 화물이동은 실제 현상이므로 현실적인 수
치를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장. 넘어지다

어 높은 횡경사 모멘트를 유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D갑판 선수 구역의 일반 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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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D갑판 우현에 적재된 철근 사진. 철근 아래에 목재 깔개가 사용되었고,

[그림 2-16] D갑판 앞쪽 화물 배치도

철근 사이에도 목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끼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선체 인양 후 화물 반출 작업에서 이들 드라이어가 사고 당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힌트
를 얻을 수 있었다. 좌현에 있던 드라이어 2개 중 더 안쪽에 있던 드라이어가 더 바깥쪽에 있
던 드라이어 위로 올라가서 선체 좌현 벽에 붙어 있는 것을 관찰했다([그림 2-17]). 위로 올라간
드라이어가 선체 외판과도 강하게 접촉했다는 물리적인 증거도 찾을 수 있었다. 좌현 101번 늑
골과 121번 늑골 사이에서 다양한 파손과 홈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인양 작업 때문에 발
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었다. 또 드라이어에 금이 간 자리가 선체 116번 늑골에 발생한
손상과 크기가 비슷하다거나, 드라이어를 운반하는 마피 트레일러의 높이와 같은 지점의 늑골
베이스 부분에서 홈이 가장 깊에 파여 있는 것도 사고 당시 드라이어가 좌현 외판 벽으로 이동
하여 부딪힌 정황을 보여주고 있었다.17)

[그림 2-17]
하나가 다른 하나 위로 올라가서 발견된
드라이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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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화물 이동은 C갑판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목격할 수 있다. 8시 49분 27초에 배
후에서 들리는 굉음이 담겨 있는 199번 블랙박스는 8시 49분 34초부터 소음이 연이어 발생했
음을 알려준다. 선조위는 위 소음들에 대하여 1차적으로 C갑판 외 나머지 갑판에서 발생한 화
물 이동에 의한 소음인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소음들은 화물 이동
이 관찰되지 않은 채 녹음되어 있어, 실제 소음이 발생한 원인은 분명치 않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C갑판상에서는 8시 49분 42초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화물
이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214번 블랙박스에서는 8시 49분 40초에 앞에 있는 트럭의 화물이 처
음으로 이동하는 징후가 보인다. 트윈 갑판의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8시 49분 46
초다. 218번 블랙박스에서도 화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8시 49분 42초부
터다. 선수부에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 전복되기 시작하고, 다른 화물들도 이동을 시작한다. 화
물 이동 시 체인 고박 장치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불꽃을 볼 수 있다. 218번 블랙박스는 이 무렵
좌현 환기구를 통해 물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여준다. 물이 46.7도 각도로 기울어서 고이기 시
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26번 블랙박스는 49분 35초에 이동식 크레인 왼쪽의 화물이 좌
현으로 기우는 징후가 나타난 후 49분 43초에는 이동식 크레인이 좌현으로 움직이고, 곧 대부
분의 화물이 이동한다. 49분 51초에는 화물이 좌현으로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252번 블랙박스에서는 8시 49분 45초에 차량들이 좌현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룩스벨은 이 시점에 물방울이 낙하하는 궤적을 분석하여 횡경사 각도를 좌현 약 50도로 추
정했다. 49분 56초경에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각도를 관찰해보면 좌현 약 50도로 보인다.18)
세월호 내부의 화물 이동은 브룩스벨에서 추정한 시간 기준으로 8시 49분 26초경에 D갑판 철
근이 고박을 벗어나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49분 43초경 C갑판과 트윈 갑판의 화물이 대
규모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첫 화물 이동은 배가 약 20도 기울어졌을 때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화물 이동의 영향으로 배는 45도까지 기울어졌다. C갑판과 트윈 갑판의 대
규모 화물 이동이 종료된 것은 49분 51초경이다. 그리고 199번 블랙박스에 녹음된 화물 이동
으로 추정되는 소음은 50분 21초까지 이어졌다. 화물 이동 전과 후의 화물 배치 상태를 추정한
것을 [그림 2-18]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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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브룩스벨의 화물 이동 이전의 화물 배치도와 화물 이동 이후의 화물 배치도

횡경사 각도 분석
세월호 횡경사 분석에 사용된 직접적인 증거는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다. 그중 199
번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한 ‘블랙박스 탑재 차량과 선체 구조물 사이의 각도 차이 계측 결
과’, 202번 블랙박스 영상의 쇠사슬 기울기와 202·209·218번, 3대의 블랙박스에 동시에 녹음
된 “기~이익” 하는 소음을 근거로 ‘선체 횡경사 특징’을 분석했다.

[그림 2-19] 199번 블랙박스 영상 중 탑재 차량과 트윈 데크 구조물 사이 각도차 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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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좌현방향으로 기운 후 복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고, 8시 49분 22초경부터
좌현 횡경사가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횡경사 특징은 3등항해사 박
한결의 ‘본격적 좌현 횡경사 전에 좌측으로 약간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과 일치한다.19)
202번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쇠사슬 영상에 대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쇠사슬 각도를 프레임
단위로 계측한 후 KBS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초기 기울기가 약 18도를 나타낸 점, 최대 약
50.6도에 이른 후 진동하는 양상을 보인 점 등이 유사했다. 하지만 쇠사슬 각도가 약 18도에서
18도 미만으로 감소한 시점은 약 1~2초 차이를 보이는 등 계측된 각도와 시간에서 일부 차이
를 보였다.
또 202·209·218번 블랙박스 3대에 동시에 녹음된 “기~익” 하는 소음이 발생한 시각이 8시
49분 38초~39초경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간에 따른 쇠사슬 기울기 그래프와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소음이 쇠사슬 기울기가 18도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구간의 시간과 일치한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8시 49분 38초~39초경 “기~익” 하는 소음이 발생한 후
쇠사슬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바와 유사하게 세월호 선체도 기울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
고, 이러한 특징은 세월호 1등기관사 손지태의 “묵직하게 ‘기~익’ 소리가 나더니 배가 왼쪽으
로 기울었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쇠사슬 기울기

55.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8:49:34

08:49:38

08:49:42

08:49:47

08:49:51

08:49:55

[그림 2-20] 시간 변화에 따른 쇠사슬 각도

블랙박스 영상과 기존 진술 분석 결과, 세월호 선체는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 2초~13초경
한 차례 좌현으로 요동한 후 회복했고, 8시 49분 20초경 좌현 횡경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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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49분 39초경 “기~익” 하는 소음이 발생한 이후 좌현 횡경사가 초당 3.13도가량으로 급격
히 증가하여 8시 49분 49초경 최대 약 47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선체 횡경사의
변화 양상은 “처음에는 천천히, 그다음에는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갑자기 급격히 기울었다”는
생존자 진술과 “본격적으로 기울기 전 한차례 요동이 있었고, ‘기~익’ 하는 소음이 발생 후 횡
경사가 증가했다”는 선원 진술과 일치한다.
브룩스벨의 경우는 화물 이동 분석을 한 다음 AIS에서 추출한 세월호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세
월호의 항해 동안 횡경사 각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정해보는 횡경사 각도 분석을 실시했
다. 그들은 세월호의 출항 시부터 이튿날 8시 40분까지를 첫 번째 구간, 8시 40분부터 9시 3분
14초까지를 두 번째 구간으로 설정했다. 여기에는 선박이 선회하면서 발생하는 횡경사 모멘트
와 화물 이동에 따른 영향이 함께 고려되었다. 199번 블랙박스에 기록된 8시 49분 27초 충돌
소음을 화물 이동 모멘트의 시작으로 삼고, 그후 15초 동안 전체 화물 이동 모멘트의 절반, 그
다음 15초 동안 나머지 절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한 준정적
분석은 첫 번째 구간, 즉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세월호의 최고 횡경사 각도가 5도를 약간 넘는 정
도라고 알려주었다. 이는 선원들이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횡경사다. 4월 16일 8시 40
분까지 세월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구간에서 세월호의 횡경사
는 49.1도까지 증가했다가 46.4도에서 안정되었다. 분석 결과 그래프는 세월호의 우선회에 따
른 모멘트가 배를 20.2도까지 기울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때부터 이동하기 시작한 화물이 추
가 모멘트를 발생시켜 횡경사가 49.1도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2-21]
의 왼쪽 그래프]).21) 같은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 실시한 1 자유도 동적 분석에서도 횡경사 변화
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2-21]의 오른쪽 그래프]). 즉 선회에 따른 모멘트가 배를
20.7도까지 기울게 했고, 화물 이동으로 인한 모멘트가 횡경사 각도를 51.6도까지 증가시켰다
가 46.7도로 안정되었다.

Vessel
VesselRoll
RollAngle
Angle08:48:20-08:49:50-Quasi-static
08:48:20-08:49:50-Quasi-staticAnalysis
Analysis
08:49:27
08:49:27--SEDF-199
SEDF-199audio
audio(”bang”)
(”bang”)of
ofcargo
cargomoving
moving(roll
(rollangle
angle-20.2
-20.2deg)
deg)
08:49:42
08:49:42--SEDF-199
SEDF-199video
videoof
ofcargo
cargomoving
moving(roll
(rollangle
angle-43.3
-43.3deg)
deg)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42500
42500

Vessel
VesselRoll
RollAngle
Angle08:40:20-09:03:14-Daynamic
08:40:20-09:03:14-DaynamicAnalysis
Analysis
08:49:27
08:49:27--SEDF-199
SEDF-199audio
audio(”bang”)
(”bang”)of
ofcargo
cargomoving
moving(roll
(rollangle
angle-20.2
-20.2deg)
deg)
08:49:42
08:49:42--SEDF-199
SEDF-199video
videoof
ofcargo
cargomoving
moving(roll
(rollangle
angle-44.4
-44.4deg)
deg)

00

Roll Angle (degrees)

Roll Angle (degrees)

00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42520
42520

42540
42540

42560
42560
42580
42580
Time(s)
Time(s)

42600
42600

42620
42620

42640
42640

42500
42500

42520
42520

42540
42540

42560
42560
42580
42580
Time(s)
Time(s)

42600
42600

42620
42620

42640
42640

[그림 2-21] 준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에 따른 롤 각도 변화 그래프

그렇다면 브룩스벨의 횡경사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해보자. 브룩스 벨은 먼저 화물 이동 모멘트
5,000톤-m를 [그림 2-18]과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와는 차이가 크
다. 먼저, 좌현 외판에는 높이 600mm 정도의 횡늑골(web) 구조부재가 선내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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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간에 고박되어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 이동
모멘트 5,000톤-m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브룩스벨의 침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와 다르게 약
4,000톤-m의 화물 이동모멘트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된 5000톤-m는 8시 49분 27초부터 57초까지 선형적으로 30초 동안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8시 49분 27초(Time Stamp 기준)의 선수선회각은 약 162도 정도로
아직 급격한 선수회전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이때부터 차량의 움직임을 있었다고 가정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브룩스벨은 이렇게 가정된 화물 이동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림 2-21]의 자유도 정
적 시뮬레이션과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27초와 41초에서의 각도가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추
정한 각과 유사함을 확인하고 있다.

시간(KST)

블랙박스

상황

준정적 분석
롤 각도(도)

동적 분석
롤 각도(도)

영상 증거
롤 각도(도)

08:49:27

SEDF-199

배후에서 동떨어진 굉음

-20.2

-20.7

약 -20

08:49:34

SEDE-199

배후에서 연이은 소음

-36.6

-31.8

-

08:49:40

SEDF-214

최초의 이동 징후

-42.2

-46.2

-

08:49:42

SEDF-252

최초의 이동 징후,
차량이 이동한 직후의
물방울과 흐름으로 보아
각도는 40~50도로 추정됨

-43.3

-44.4

약 -40~50

08:49:42

SEDF-199

트윈 갑판상의 차량 이동

-43.3

-44.4

약 -45

0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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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화물 이동 관찰 가능
수초 후에 화물이 좌현으로 몰리고
환기구와 창문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약 45도 각도로 추정

-43.3

-44.4

약 -45

08:49:46

SEDE-214

트윈 갑판상의 차량 이동

-45.4

-41.8

-

[그림 2-22] 브룩스벨의 블랙박스 영상과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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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결과는 [그림 2-2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준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의 결과는 정확한
수치로 정리되어 있지만, 영상 증거 각도는 모두 대략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9분 40초 SEDF-214 차량의 상황은 최초의 이동 징후로 되어 있
는데, 두 해석에서는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다. 차량의 이동 없이 40도 이상 세월호가 기운
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의 입력이 되는 화물 이동 시나리오가 현실
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시뮬레이션도 실제를 정확히 구현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또 블
랙박스에서 얻은 각도가 명확해야 한다. 쇠사슬 기울기 분석에 따르면, 10초 동안 대략 30도가
기울기 때문에 추정한 실제 경사각이 조금만 달라도 최대 횡경사 각에 이르는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세 가지에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기준 시간
을 잡아 횡경사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결
4월 16일 사고 시간대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7대 블랙박스에 대한 선조위의 시간 동기화 결
과는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와 비교 검증되었고,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1초 이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은 또한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하
여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모두 추출한 후 재편집하는 방식으로 7대의 블랙박
스 영상을 최종 동기화했다.
결국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에 의해 교차 검증된 블랙박스 시간에 관한 선조위의 분석 결과는
기준 시간의 지표로 삼은 SEDF-199, 252 블랙박스와 인천항만 CCTV, 세월호 선내 CCTV 등
의 시간 흐름에 문제가 없는 이상 신뢰할 수 있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세월호의 화물 이동 과정을 보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 2초~8시 49분 13초경 선체가 한 차례 좌현 방향으로 기운 후 복원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8시 49분 22초경부터 좌현 횡경사가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이 시점까지 본격적인 화물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서히 기울던 세월호는 8시 49분 38초~39초경 좌현 약 18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익” 하
는 소음이 발생한 후 초당 3.13도가량으로 급격히 기울어 8시 49분 49초경 최대 약 47도에 이
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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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월호가 최대로 기운 이후에도 다수의 차량이 본래의 위치에 고박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
음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2-23] SEDF-202 블랙박스 캡처
(횡경사 후 고박에 의해 이동되지 못한 화물)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세월호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화물 때문에 기운 것이 아니라 선
체가 먼저 기울고, 그 결과 화물이 기울었다는 추론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세월호 화물 고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가 최종적으로 좌현 45도까지 기울게 된 이유는 화물의 이동과 무관치 않다. 따
라서 그 원인을 찾으려면 그 전날인 4월 15일 인천항에서 있었던 고박 작업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마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또 다른 장소로도 거슬러 올라가야할 지도 모른
다. 세월호의 화물 고박 배치도는 차량의 실제 고박 지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상태
로 승인되었다. 선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밖에도 세월호의 고박에는 문제가 많았다.
1. 화물고박배치도에 승인된 것보다 초과 적재했다.
2. 차량에 화물 고박 배치도에 정해진 고박 지점만큼 고박하지 않았다(승용차 4개 → 실제
0~2개, 트럭 8개 → 실제 4개).
3. 미승인 체인 고박 장치를 사용하여 트럭과 중장비를 고박했다.
4. 컨테이너 고박 장치가 없는 곳에 컨테이너를 실었다.
5. 잡화, 컨테이너 등을 일반 로프를 이용하여 선체 구조물에 묶어 매는 등 승인된 방식으로 적
재, 고박하지 않았다.
6. D갑판 앞쪽 구역에 도면과 같은 고정식 고박 자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박이 불가능했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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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항해의 재구성 I — AIS 데이터 분석과 검증

지금까지 세월호의 우현 방향 선회, 좌현 방향 횡경사와 화물 이동 등의 과정을 재구성해보았
다. 타기실, 조타실, 화물칸 등 배의 각 구역 내에서 진행된 일련의 변화들이 배의 선회와 횡경
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세월호의 항해를 재구성하는 또 하나
의 방법은 세월호의 거시적인 움직임에 대한 유일한 정보, 즉 AIS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과 검증이다.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의 배 내부 모습을 일부나마 보여주는 자료로는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이 있지만, 사고 당시 배 전체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기록해놓은 자료는 없다. 사고가
발생한 뒤 구조하러 간 해경이 찍은 영상과 사진은 모두 배가 이미 45도 이상 기울어진 다음을
보여줄 뿐이다. 게다가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해기록장치(VDR: Voyage

Data Recorder)가 세월호에는 없었다. 사고 당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월호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가 AIS 데이터인 셈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AIS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조작 여부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AIS 데이터
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은 선조위가 세월호의 항해를 재구성하고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작업이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혹은 무엇을
알려주지 않는가?

AIS란 무엇인가
AIS는 선수 방향, 속력, 위치 등 선박의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해상 교통을 관제하는
VTS센터에 제공해주는 항해 장비다. 선박의 GPS(위성항법장치), 자이로컴퍼스(선수 방위
를 표시하는 항해 장비) 등과 연동해 선박의 항행 정보를 전송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반경은
20~30해리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모든 여객선과 국제 항해하는 300톤 이상의 선
박과 국내 항해하는 500톤 이상의 화물선은 AIS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고
조난 구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23)
AIS 항해정보는 크게 정적 자료, 동적 자료, 항해 관련 자료로 분류된다. 정적 자료는 선명, 호
출 번호, 선박 길이와 너비 등 개별 선박의 고유한 정보이며, 항해 관련 정보는 흘수,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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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위치, 침로(선수 방위), 대지침로(배의 실제 진행 방향), 대지속력(조류 및 해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속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AIS는 GPS에서 위치와 속력, 대지침로 정보를, 자
이로컴퍼스에서 선수 방향 정보를 받은 뒤 이를 송출한다.24)
선박은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기에 뱃머리(선수)가 향하는 방향과 배가 실제로 움직이
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대체로 선수 방향을 바꾸면 배가 따라서 서서히 움직인다. 선수
방향과 대지침로는 모두 동쪽 90도, 남쪽 180도, 서쪽 270도, 북쪽 360도 또는 0도로 표시한
다. AIS 동적 자료는 배의 움직임과 속도에 따라 3~10초 간격으로 보고된다.25) 이렇게 발신되
는 AIS 신호는 여러 곳에서 수신한다. 전국 연안에 있는 AIS 기지국은 물론 주변의 선박, 항해
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국내외 민간 업체 등이 받는다. 특히 VTS센터로 모인 AIS 정보는 전
국 통합망을 거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 있는 AIS 중앙 서버에 저
장된다.26)
[표 2-3]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에 따른 AIS 자료 전송 주기(Class A)
선박의 동적 상태

보고 주기

정박 중 또는 계류 또는 3노트 미만으로 움직이는 선박

3분

정박 중 또는 계류 또는 3노트 이상으로 움직이는 선박

10초

0~14 노트
0~14노트이면서 코스 변경 중인 선박

10초
3과 1/3초

14~23노트

6초

14~23노트이면서 코스 변경 중인 선박

2초

23노트 이상

2초

23노트 이상이면서 코스 변경 중인 선박

2초

해양수산부 AIS 항적을 둘러싼 의문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세월호의 AIS 신호로 작성한 항
적도를 1차로 공개했다. 이 항적도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것이다. 하지만 4
월 16일 8시 48분 37초부터 8시 52분 13초까지 3분 36초 구간의 항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해
양수산부는 사고 당일 오전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 AIS 중앙 서버(대전 정부통합전산센
터)에 있는 AIS 데이터베이스에 선박 항적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지연된 탓이라고 해명했다.
AI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2014년 4월 1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서버(AIS 데이터서
비스, 통합게이트웨이 등)를 이중화했는데, 신규 통합 게이트웨이의 일부 포트에서 데이터 전
송량이 불규칙적으로 늘어나 항적 정보 저장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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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항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 사고 해역 인근에 있는 위치한 AIS 수
신국 중 하나인 목포VTS센터의 AIS 원문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세월호 항적을 2차로 발표했
다. 이 항적도에서도 4월 16일 8시 48분 37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 36초 구간이 누락됐다.
결국 4월 26일 3차 항적까지 나왔다. 해양수산부가 목포 VTS센터와 진도VTS센터에 저장된
원문로그데이터를 뽑아 추가적으로 항적을 복원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1~3차의 세
월호 항적은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보수해온 ㈜지◯티가 복원했다.28)
2, 3차 항적이 공개되면서 1차 때 누락됐던 3분 36초 구간에 총 43개의 위치 정보가 추가로 존
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8시 48분 45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구간은 여전히 위치값을
알 수 없었다.29) 이 구간은 세월호가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을 막 시작하거나 그 직전으로 추
정되는 중요한 시간대였다.30)
세월호의 운항 속도가 17노트 이상이었는데도 1차 발표에서는 3분 36초, 2차에서는 36초, 3차
에서는 29초간의 누락구간이 계속 발생하면서, 세월호 AIS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
졌다. 특조위의 2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의 AIS를 복원한 ㈜지◯티가 위·경도가 같은 여러 데
이터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임의로 삭제했다고도 밝혔다. 또 위치, 속도, 선회율이 같은
AIS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8시 49분 44초부터
47초까지 3초간 세월호의 선수 방향이 199도→213도→191도로 급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
유를 알 수가 없었다.

위치 정보 5만 928개와 생성 시간
선조위는 세월호가 출항 때부터 사고 시점까지 AIS 로그 원문 데이터를 입수했다. 이 로그 원
문 기록은 인천과 대산, 군산, 목포, 진도(서거차도, 어란진), 여수, 제주 등 VTS 7곳에 있는
22개 AIS 기지국과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을 지나던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항해기록장치
(VDR)에 저장됐던 것이다. 이 로그 원문 데이터에는 세월호 데이터뿐 아니라 사고 당시 주변
을 통행했던 모든 선박의 AIS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다. AIS 위치 정보는 2,441만 2,904개, 그
중 세월호 위치 정보는 5만 928개로 확인됐다.
[표 2-4] 해상교통관제센터(VTS) 7곳과 두우패밀리호에서 추출한 AIS 위치 정보
인천

대산

군산

목포

진도
진도
(서거차도) (어란진)

제주

여수

두우
패밀리

전체

336만
5,891

306만
5,028

329만
2,223

4,808만
858

1,073만
531

94만
3,974

422만
2,769

341만
2,931

22만
7,699

세월호

8,231

1만2,892 1만1,179 9,106

3,096

2,065

2,835

601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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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하면 그 동일한 정보가 AIS 기지국에서 각각 수신·저장됐기 때문이다. 선조위는 동일한
메시지인지 여부를 로그 원문으로 확인했다. 로그 원문 정보가 동일하면 중복된 메시지이고,
서로 다르면 고유한 메시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통합 처리해 출항할 때부터 사고 시점까지 세
월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AIS 로그 원문 데이터 7,337개를 복원했다.31) 전체 5만 928개 데이
터 가운데 중복 데이터가 85.6%에 달했던 것이다.32)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은 수신 시간 기준으로 표시했지만, 선조위는 생성 시간 기준으로 정
렬하기로 했다. 같은 로그 원문 데이터인데도 VTS마다 저장한 수신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다.
통신 거리나 수신 환경, 전송 절차, 저장 방식에 따른 시간 오차인 셈이다. 예컨대 제주VTS는
+1분 4초, 진도VTS 서거차도 기지국은 -5분 19초, 진도VTS 어란진 기지국은 -3분 1초의 생
성-발신 시간 차가 났다. 두우패밀리호 선박항해기록장치는 세계협정시간(UTC)과 동기화돼
그 오차가 1초이내였다. 이처럼 동일한 AIS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수신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선조위는 각 VTS의 메시지를 통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신된 VTS의 AIS 메시지를 기준
으로 나열했다.
하지만 ‘타임스탬프’, 이른바 생성 시간은 생성된 시간이기에 AIS 메시지를 각 VTS센터에서
수신한 시간은 다르더라도 생성 시간은 언제나 동일하다. 특정 시점에서 선박의 위치와 속력,
침로 등 세부적인 상태를 파악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신 시간이 아니라 생성 시
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적절한 이유다. 문제는 생성 시간과 ‘시’와 ‘분’이 없고 ‘초’만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메시지의 생성 시간 정보는 0에서 59까지의 값만 갖는
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AIS를 복원할 때 “국제 기준에 따라 선박에서 발신하는 AIS 로그 원
문에는 생성 시간(타임스탬프)이 ‘초’만 나타나고 ‘시’ 와 ‘분’은 포함하지 않기에 이 기준으로 항
적을 작성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조위는 생성 시간의 ‘시’와 ‘분’을 복원하는 방법을 찾았다. AIS 메시지 대부분은 초 단위만 표
시되지만, 일부는 세계협정시간 기준으로 생성된 시간값(시, 분, 초)을 표시하고 있었다. 세월
호 전체 AIS 데이터 5만 928개 가운데 시간값을 가진 데이터는 6,489개(12.7%)였다. 이 메시
지값과 7개 VTS와 두우패밀리호에 저장된 수신 시간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을 추출해 위치정보
(소수점 7자리)를 비교해서 생성-수신 시간 차를 확인했다. 시간 차는 몇 초에 그쳤다. 특히 사
고 당시 두우패밀리호 항해기록장치의 수신 시간과 생성 시간 차이는 1초 이내였다. 이를 토대
로 선조위는 ‘초’ 단위만 표시된 메시지의 생성 시간에 ‘시’와 ‘분’을 추가할 수 있었다. 세월호 위
치정보 7,337개는 생성 시간값에 따른 생성 시간 기준으로 정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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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타임스탬프를 생성 시간으로 복원하는 과정
수신 시간(UTC)

생성 시간(UTC)

타임스탬프

위도

경도

2014-04-16 00:00:32

2014-04-16 00:00:18

18

34.1667500

125.9601333

2014-04-16 00:00:44

2014-04-16 00:00:30

30

34.1668667

125.9601333

2014-04-16 00:00:53

2014-04-16 00:00:40

40

34.1669500

125.9601333

2014-04-16 00:01:02

2014-04-16 00:00:49

49

34.1670200

125.9601000

2014-04-16 00:01:12

2014-04-16 00:00:58

58

34.1671167

125.9601333

2014-04-16 00:01:23

2014-04-16 00:01:09

9

34.1672000

125.9601333

2014-04-16 00:01:32

2014-04-16 00:01:19

19

34.1672833

125.9601167

수신 시간: 7개 VTS와 두우패밀리호 수신 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생성 시간: 선조위가 생성 시간에 ‘시’와 ‘분’을 붙인 시간.

생성 시간 기준으로 세월호 AIS 위치 정보를 정렬하는 과정에서 선조위는 생성된 시간이 잘못
붙여진 경우를 발견했다. 생성 시간으로는 세월호가 AIS 메시지를 보내기 전인데, 수신 시간
으로는 VTS가 이미 AIS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었다. 예컨대 생성 시간은 12시 28분 41초인데,
수신 시간은 12시 28분 0초, 생성 시간은 17시 25분 59초인데, 수신 시간은 17시 25분 1초인
식이다. 세월호 AIS 메시지 7,337개 중에서 이런 경우가 74회 발생했다. 분석해보니 AIS 메시
지가 생성된 시간의 ‘분’이 1분 늦게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조위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선박에서도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세월호의 AIS 로그 원문 데이
터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항해했던 새누리호의 항해기록장치에 저장된 AIS 로그 원
문 데이터를 복원해보니, 생성 시간보다 수신 시간이 빠른 데이터가 역시 존재했다. 선조위는
이를 AIS의 일반적인 오류로 판단했다.
선조위는 위·경도 좌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AIS 위치 정보는 소수점 7자리 단위
까지 추출해 분석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AIS 분석 의뢰를 받은 ㈜지◯티(주)는 소수점 5자리
(도·분·초 소수점 2자리)를 사용해 세월호 항적도를 만들었다. 그러자 세월호의 움직임이 도
드라지는 변곡점(8시 49분 44·45·47초)이 생기는 등 항적의 모양이 매우 투박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선조위가 위·경도 좌표 도 단위 소수점 7자리 이상으로 확장해 다시 항적도를 그리니
모양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계단 모양처럼 튀지 않고 선체 진행 방향으로 위치 좌표가 부드럽
게 움직이고 있었다.33)
AIS 위치 정보 중 ‘대지침로 360도’, ‘선수 방향 511도’, ‘속도 102.3’ 등 불능 코드값은 선조위가
복원한 AIS 메시지에도 나타났다. 또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누락 구간
도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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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선조위의 AIS 항적 복원 비교
해양수산부의 3차 항적과 선조위가 복원한 AIS 위치 정보를 비교해보면, 데이터 수가 655개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우선 3차 항적은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부터 16일 10시 10분까
지, 선조위 복원은 15일 오후 7시 43분부터 16일 오전 10시 10분까지 복원했기 때문이다. 또
선조위는 위·경도가 동일하더라도 AIS 로그 원문이 다른 경우에는 그대로 복원했다. 반면 해
양수산부는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는 중복 처리했다. 진도VTS 데이터 일부가 해양수산
부 3차 항적에서는 복원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결국 해양수산부와 선조위의 데이터 수의 차
이는 복원 시간과 동일한 위치를 어떻게 중복처리 하느냐에 따라 발생한 것이었다.34)
[표 2-6] 선조위와 해수부 위치 정보 비교
선조위

해수부

복원 시간

2014.04.15. 19:43:12~
2014.04.16. 10:10:54

2014.04.15. 21:00:11~
2014..04.16. 10:13:03

위치 정보

7,337개

6,682개

복원되지 않은 데이터

10개

461개

누락 데이터

25개

39개

중복 데이터

-

190개

7,372개

7,372개

합계

선조위는 선박들의 항적 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네덜란드 Made Smart사에서 세월호 AIS 로
그 원문 데이터를 구입했다. VTS센터 7곳과 두우패밀리호에서 추출한 AIS 로그 원문 데이터
는 해양수산부가 수집해 세월호 특조위에 넘긴 뒤 선조위가 다시 인수받은 것이다. AIS 로그
원문 데이터가 해양수산부를 거쳤기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선조위
는 해외 민간 업체의 세월호 AIS 로그 원문 데이터와 선조위가 인수한 세월호 AIS 로그 원문
데이터를 비교해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VTS에서 수신된 AIS 데이터는 손댈
수 있다고 해도 해외 민간 업체의 데이터까지 모두 똑같이 바꿔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
이다.
네덜란드 Made Smart사는 인천항과 목포항의 육상 수신기 및 위성으로 세월호의 AIS 로
그 원문 데이터를 수신했다. 수시된 세월호 메시지는 모두 2,976개였다. 인천항 수신기에서
1,052개, 목포항 수신기 1,918개, 그리고 위성에서 6개 메시지가 수신됐다. 이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AIS 로그 원문 데이터와 비교해보니 모두 일치했다. 위치는 물론 속력, 대지속력, 선수
방향 등 항해 정보까지 모두 똑같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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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선조위는 AIS 메시지가 어떻게 발신되고, 수신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사고 해역
인 전남 진도 병풍도 해역에서 목포해양대 실습선인 새누리호로 항해해보고, 새누리호의 선박
항해기록장치에 기록된 AIS 항해 정보와 진도VTS, 목포VTS(2개 기지국), 제주VTS센터와 해
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신한 새누리호의 AIS 항해 정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다. 새누리호는 2017년 9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27일 밤 1시까지 맹골수도와 병풍도 인근
해역을 5차례 왕복했고, 선조위는 그 실험 결과를 분석했다.
각 VTS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신한 메시지 수를 비교해보니, 새누리호가 정상적으
로 운항했음에도 수신량은 같지 않았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메시지는 3,982개
인 반면, 목포VTS에는 1,507개와 1,997개만 수신됐다. 또 제주VTS와 진도VTS도 각각 1,650
개, 3,968개로 차이가 났다. 새누리호에서 AIS 데이터를 발신하더라도 주변 선박과 기지국에
서 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전파 환경이 나쁘거나 많은 선박이 AIS데이
터를 보내 통신 용량을 초과하거나 데이터가 서로 충돌해 간섭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조위는 파
악했다.
해양수산부의 항적 자료를 선조위 로그 원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원문 데이터는 똑
같았다. 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두우패밀리호의 항해기록장치와 해외 민간 업체인 메이드
스마트(Made Smart)사가 저장한 세월호 AIS 로그 원문 데이터 등과도 비교했는데 일치했다.
맹골수도와 병풍도 사이를 오가는 항행 실험을 진행하면서 AIS 데이터가 모든 VTS에 동일하
게 수신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선조위는 세월호 AIS 로그 원문 데이터는 조작이
나 편집이 없었고 세월호 AIS 항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결론 냈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1·2·3차 항적 검증
선조위가 복원한 AIS 데이터의 바탕으로 1차 항적을 검증해보니, 당시 해양수산부가 자동적으
로 저장된 위치 정보만 추출했기 때문에 3분 36초가 누락됐음이 드러났다. 처음에 선박 또는
관할 당국의 요청으로 전송하는 ‘특별 위치 메시지’를 추출하지 않고 항적을 발표한 것이다.
뒤늦게 3분 36초 누락 구간의 AIS 데이터를 찾기 위해 특별 위치 메시지 32개를 복원했고, 그
결과가 2차 항적에 담겼다. 2차 항적은 목포VTS에 있는 4개의 AIS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수집
해 32개 항적을 추가로 복원했다. 3차 항적은 4월 26일 진도VTS에 있는 2개의 AIS 기지국에
서 AIS 로그 원문 데이터를 복원해 11개를 다시 추가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위·경도가 일치하
는 항적은 시간이 다르더라도 중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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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비고

2014.4.16
09:30~16:00

세월호 항적 복원 실시
3분 36초(08:48:37~08:52:13)간 미수신 구간 확인

- 목포VTS센터 AIS 원본
데이터를 복원(언론 제공)

3분 36초간 항적 데이터 미수신 구간에 대한 정밀 복원 실시
2014.4.17~4.20 32개 항적 데이터 복원
36초(8:48:37~08:49:13)간 미수신 구간 확인
2014.4.26

진도VTS센터 AIS 원본 데이터를 추가 입수(4월 2일)해 비교·분석
11개 추가 항적 데이터 확인
-29초(8:48:44~08:49:13) 미수신 구간 확인

- 목포VTS센터 AIS 원본
데이터 정밀 검증은
㈜지◯티 수행
- 목포/진도VTS센터의
AIS 항적 원문 비교·분석은
㈜지◯티 수행

해양수산부 3차 항적의 일부 시간 나열(8시 49분 44초, 45초, 47초)이 선조위 AIS 데이터와
차이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AIS 데이터를 수신 시간(VTS에서 AIS 위치 정보를 저장한 시
간) 기준으로 나열했다. 그랬더니 일부 구간이 위·경도 위치 정보로만 보면, 선박이 역방향으
로 운항한 것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 구간만 생성 시간(선박에서 AIS 위치 정
보를 생성한 시간) 기준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구간은 수신 시간 기준으로 정렬하면 위도가 34도 9분 (37.512초→)36.468초
→36.8999초→ 36.6479초(→34.992초)로 커졌다가 작아진다. 세월호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
기에 위도값은 줄어들어야 한다. 세월호가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해양수
산부는 이 구간의 나열을 생성 시간(타임스탬프) 기준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위도가 34도 9분
(37.512초→)36.8999초→36.6479초→36.468초(→34.992초)로 조정됐다. 그러고는 생성-수
신 시간 차이를 고려해 이 위치 정보에 임의의 시간을 부여했다. 그것이 8시 49분 44초, 45초,
47초다. 선조위가 확인해보니 이는 수신 시간도, 생성 시간(타임스탬프) 시간도 아니었다.

29초 누락 구간
세월호의 운항 속도가 17노트 이상임에도 29초간이나 AIS 데이터가 누락돼 여러 의구심을 낳
았다. 선박이 14노트 이상 속도로 운항하면서 변침하는 경우 2초 간격으로 AIS 위치 정보가 전
송돼야 한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AIS 전파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선박에서도 발생
하고 일정 시간의 AIS 항적 누락은 선박의 통신 환경, 기지국의 수신 환경, 또는 기기 자체의
오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선조위는 AIS 항적 누락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검증했다. AIS는 2개의 VHF주파
수 채널을 사용하는데 각 채널은 9,600bps의 전송률로 분당 2,250개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AIS는 2개 주파수를 합쳐서 1분에 최대 4,500개만 전송할 수 있는 셈이다. 선박이 평균 6초에
1회 동적 자료를 전송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통신 용량은 450척 정도다. 만약 주변에 선박이
많거나 선박이 변침해서 AIS 동적 자료의 전송 주기가 빨라지면 통신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제2장. 넘어지다

[표 2-7] 선조위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을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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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데이터 충돌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보를 전송할 빈 공간을 찾지 못해 데이터 전
송이 지연된다.
선조위는 당시 AIS 통신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 4월 15일 오후 7시부터 16일 오전 10
시까지 각 VTS 기지국에서 수신한 선박 수를 계산했다. 전체 VTS 기지국의 시간당 평균 AIS
수신 선박 수는 761.04척이었다. 세월호 사고 해역과 가까운 목포VTS는 평균 978.68척, 진
도VTS는 807.31척, 제주VTS는 722.42척으로 선박 밀집도가 높았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간대
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목포VTS 4403310 기지국은 1,386척, 진도VTS 서거차도 기지국은
1,049척, 제주VTS 4403702 기지국은 1,317척의 AIS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있었다. 통신 용
량을 2배 웃도는 AIS 위치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추
정된다.
또 VTS 기지국과 거리가 멀수록 메시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세월호도 인천 출항 당
시에는 인천VTS에서, 사고 시점에서는 목포VTS와 진도VTS에서 메시지 수신 비율이 높았다.
수신 거리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선박의 위치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정 위치 정보를
수신 받은 VTS도 있고, 받지 못한 VTS도 있었다. 다만 여러 VTS가 동시에 수신 받은 AIS 메
시지는 수신 시간 차이만 발생할 뿐, 내용은 동일했다.

■ 인천
■ 대산
■ 군산
■ 목포
■ 진도
■ 제주
■ 여수
■ 두우패밀리

04-15 19:00:00~20:00:00
20:00:01~21:00:00
21:00:01~22:00:00
22:00:01~23:00:00
23:00:01~04-16 00:00:00
00:00:01~01:00:00
01:00:01~02:00:00
02:00:01~03:00:00
03:00:01~04:00:00
04:00:01~05:00:00
05:00:01~06:00:00
06:00:01~07:00:00
07:00:01~08:00:00
08:00:01~09:00:00
09:00:01~10:00:00
0

0.25

0.5

0.75

1

[그림 2-24] 세월호와 각 VTS 간의 거리에 따른 메시지 수신량

선조위는 사고 시간대(오전 8~9시) 세월호를 제외한 14노트 이상의 다른 선박 5척을 뽑아 각
VTS마다 수신율을 분석했다. 진도VTS 기준으로 4개 선박에서 세월호처럼 30초 이상 누락된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VTS과 여수VTS, 목포VTS에선 30초 이상 위치 정보가 없는 선박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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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AIS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일반적 현상이라 판단했다.

생성 시간 오류와 보정 방법
생성 시간은 위치 정보 및 각종 항해 정보가 생성된 시간이므로 기준 시간이 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타임스탬프에 ‘시’와 ‘분’을 붙인 것을 생성 시간으로 언급하겠다). 하지만 세월호
AIS 항적의 생성 시간에는 오류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견된다. 같은 생성 시간이지
만 위치 정보가 다르거나, 반대로 위치 정보는 같은 데 생성 시간과 다른 데이터가 많이 발견된
다. 특히 위치 정확도(Position Accuracy)가 바뀌는 구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AIS 메시지에는 위치 정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위치값의 오차가 10m 미만이면 1, 그
이상이면 0으로 표시된다.36) 생성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오류는 크게 다음 2가지 경우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선조위가 복원한 세월호 AIS 데이터 가운데 위·경도는 같지만 생성 시간과 다른 데이터
가 다수 있다. 14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해하는 선박은 초당 최소 7m 이상 이동하기에 선박의
위치 정보는 AIS 메시지마다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세월호는 8시 42분 15
초부터 33초까지 23초간 동일한 좌표에 표시된다. 당시 세월호 속력은 18노트 이상이었다.
둘째, 생성 시간이 같은 데 위·경도가 다르거나, 위·경도만 보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
터도 있었다. 생성 시간이 같은 두 데이터의 경우 VTS 수신 시간 차이는 수 초 이내였다. ‘초’
만 표시된 AIS 원문의 생성 시간을 ‘시’와 ‘분’을 붙여 생성 시간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아니라는 의미다.
생성 시간이 같은데, 위·경도가 다른 데이터 20쌍(40개) 가운데 위치 정확도가 0(위치값 오차
10m 이상)인 데이터가 8쌍(40%)이나 됐다. 위치 정확도가 0인 데이터가 전체의 14.7%라는 점
에 비춰보면 생성 시간 오류는 위치값 오류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위치 정확도가 1에서 0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생성 시간과 수신 시간이 급변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25]을 보면, 위치 정확도가 1초인 구간에서는 생성 시
간과 수신 시간이 0~1초에 그쳤는데, 위치 정확도가 0인 구간에서는 시간 차가 14~15초로 늘
어난다. 그 시간 차이는 다시 위치 정확도가 1로 바뀌면서 원래대로 0~1초로 줄어든다.

제2장. 넘어지다

2개였다. 선조위는 AIS 메시지의 수신 누락이 사고 당시 다른 선박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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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위치 정확도가 변하는 구간에서의 생성 시간과 수신 시간 간의 시간 차

다음으로, 생성 시간으로 나열하였을 때, 수신 시간과 생성 시간이 꼬이고, 위치 정확도 구간
이 꼬이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는 [그림 2-26]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수신 시간 기준으로 나열
하였을 경우 위치 정확도가 0과 1인 구간이 명확히 구분된다. 하지만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하
게 되면 위치 정확도가 변경되는 구간에서 0과 1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
정확도값은 AIS에 선박 위치값이 위성전파항법보정시스템(DGNSS), 즉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Differential GPS, 지상 GPS)을 통해 보정되어 10m 이하의 오차를 가지게 되면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DGPS를 수신하지 못하는
구간은 보정되지 않아 0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시간 동안에 0의 값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수신 시간으로 나열했을 때처럼, 수 초 안에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급변하는 현상은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신 시간과 생성 시간이 위치 정확도가 변하는
구간에서 꼬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 맞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오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의 항적 중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2-26] 생성 시간 기준으로 나열 시 위치 정확도와 수신 시간의 꼬임 현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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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경도는 다른데 생성 시간이 같은 데이터가 있다. 또 AIS 항해 정보 보고 주기가 1초로 짧은
경우도 8시 49분 36초와 37초, 40초와 41초에 확인됐다. 속력 14~23노트로 운항하는 배는 항
로를 유지할 때는 6초, 방향을 바꿀 때는 2초마다 AIS 항해 정보를 보고한다. 또 위치 정확도
가 0인 구간에서 1로 바뀌는 8시 49분 41초와 43초에서는 수신 시간이 뒤바뀌는 현상도 발견
된다.

수신시간(LMT_AFT)

타임
스탬프

생성시간(UTC)

위치
정확도

경도

위도

대치침로

선수
방위각

[그림 2-27] 사고 당시 항적 데이터

생성 시간 오류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오류가 다른 선박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살펴봤다. 세월호와 같은 시간대에 항해하며 14노트 이상의 속도로 운항
하는 선박 10척을 표본으로 추출했는데 역시, 생성 시간이 다른 데도 위치 정보가 같은 경우가
목격됐다. 따라서 AIS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위치값 위치 정확도가 0인 구간에서 많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 구간의 생성 시간을 보정
할 것을 제안했다. 보정 원칙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생성 시간의 보고 주기가 수신 시간의 주기를 따르도록 생성 시간을 보정한다.
- 수신 시간과 생성 시간의 시간 차가 위치 정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보정한다.
- 빠른 시간부터 차례대로 보정했을 때 위치 정확도가 0에서 1로 바뀌는 구간에서 생성 시간
의 보고 주기가 균일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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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던 시간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25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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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으로 사고 당시 AIS 항적 데이터를 보정했다. [그림 2-27]과 같이 수신 시간과 생성
시간 간의 시간 차는 위치 정확도=0 구간에서 0초인데, 이를 그전 위치 정확도=1초인 구간에
서의 평균 5초가 유지되도록 5초씩 당긴다. 그러면 8시 49분 43초 구간에서 수신 시간과 생
성 시간이 꼬인 것이 사라진다. 또 생성 시간 8시 49분 38초~40초 사이 2초의 보고 주기가 수
신 시간 8시 49분 43초~46초 사이의 3초 보고 주기와 유사하게 된다. 즉, 수신 시간의 보고
주기 간격이 생성 시간의 보고 주기 간격과 전체적으로 유사해진다. 이러한 보정을 통해 [그
림 2-28]과 같이 선수 방위(HDG)가 199도→213도→191도로 비정상적으로 변하던 것이 191도
→199도→213도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 대지 속도도 튀는 부분이 [그림 2-29]
와 같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생성 시간의 오류를 보정하자 이상 항적으로 보이던 선
수 방위, 대지 속도 등이 보정된 것이다.
[표 2-8] 사고 당시 보정된 생성 시간
수신 시간
대지
위치
LMT_
속도
정확도
AFT
(SOG)

경도

위도

COG HDG

수정 전
수정 전
생성
시간 차
시간

수정 후
수정 후
생성
시간 차
시간

두우

8:48:19

17.5

1

125.961

34.16575 136.9

140

13

6 8:48:13

두우

8:48:25

17.5

1 125.9613

34.16543 136.3

140

18

7 8:48:18

7

두우

8:48:30

17.5

1 125.9614

34.16537 136.3

139

22

8 8:48:22

8

두우

8:48:37

17.5

1 125.9622

34.16467 135.2

139

31

6 8:48:31

6

두우

8:48:43

17.4

1 125.9627

34.1643 134.7

140

38

5 8:48:38

5

두우

8:49:13

17.1

0 125.9649

34.16225 146.1

150

13

0 8:49:08

5

두우

8:49:19

16.9

0 125.9652

34.16184 149.2

155

19

0 8:49:14

5

두우

8:49:25

16.7

0 125.9655

34.16142 152.8

161

25

0 8:49:20

5

두우

8:49:26

16.7

0 125.9655

34.16135 153.7

162

26

0 8:49:21

5

두우

8:49:29

16.5

0 125.9657

34.16107 159.1

166

30

(1) 8:49:24

5

두우

8:49:36

16

0 125.9658

34.16063 169.8

178

36

0 8:49:31

5

두우

8:49:37

15.8

0 125.9658

34.16056 171.5

180

37

0 8:49:32

5

두우

8:49:39

15.6

0 125.9658

34.16042 175.2

184

39

0 8:49:34

5

두우

8:49:43

15

0 125.9658

34.16013 182.3

191

43

0 8:49:38

5

두우

8:49:46

15.2

1 125.9657

34.16025

182

199

40

6 8:49:40

6

진도

8:49:49

15

1 125.9657

34.16018 183.5

213

41

10 8:49:41

8

두우

8:49:56

14.3

1 125.9656

34.15972 195.8

229

48

8 8:49:48

8

두우

8:49:59

13.4

1 125.9655

34.15955

206

234

51

8 8:49:51

8

두우

8:50:06

11.8

1 125.9653

34.15925 224.9

242

58

8 8:49:58

8

두우

8:50:09

11.5

1 125.9651

34.15915 228.4

246

3

6 8:50:03

6

두우

8:50:13

11.3

1

125.965

34.15905 232.6

249

6

7 8:49:06

7

두우

8:50:16

10.7

1 125.9647

34.15888 243.7

251

9

7 8:49:09

7

두우

8:50:19

10.7

1 125.9645

34.15883 247.4

254

13

6 8:49:13

6

260

240

240

220

220

200

200
HDG

260

180

180

160

160

140

140

120

120
0

8:47:54 8:48:12 8:48:29 8:48:46 8:49:03 8:49:21 8:49:38 8:49:55 8:50:12 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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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생성 시간 보정 전후 선수 방향(HD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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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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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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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2 8:48:29 8:48:46 8:49:03 8:49:21 8:49:38 8:49:55 8:50:12 8:50:30

대지속도 - 수정 전 생성 시간

대지속도 - 보정된 생성 시간

[그림 2-29] 생성 시간 보정 전후 대지침로(COG) 비교

사고 당시 자이로 컴퍼스 오작동 여부
보정 전 생성 시간 기준 AIS 항적 데이터에 따르면 8시 49분 선수 방향이 184도→199도→213
도→191도→229도로 바뀌었다. 1초에 선수 방향이 15도, 14도, 그리고 반대로 22도, 그리고
되돌아서 38도로 변하는 이상한 항적이었다. 당시 배의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지침로 방
향은 175.2도→182.3도→182도→183.5도→195.8도로 급변침이 보이지 않았다. 선수 방향은
자이로 컴퍼스에서, 대지침로는 GPS에서 정보를 얻는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 당시 AIS 항적 기록에 나타난 선박의 선수 방위 이상 현상을 과학적으로
실증하려고 실험에 나섰다. 자이로 컴퍼스가 어떠한 조건에서 정상 작동하며, 얼마만큼 오차
범위를 포함하는지 조사했다. 어떠한 환경에서 자이로 컴퍼스가 이상 동작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려 했다.37)
실험 설정값은 위도는 0도와 34.5도, 55도, 속력은 0노트, 15노트, 20노트로 정했다. 우선 자
이로 컴퍼스 실험 테이블을 수평 상태로 놓고 방위각 변화를 빠르게 적용했다. 실험 결과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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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위는 급격한 선수 방위 변화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정지할 때는 오차값 없이 정침했
다. 이번에는 자이로 컴퍼스 실험 테이블을 사용 한계각인 45도 경사 상태로 두고 방위각 변화
를 적용했다. 역시 정상이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분석한 기울기를 토대로 횡경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정상 작동
범위인 45도에서 급격히 횡경사를 48도로 바꾸고 다시 정상 상태인 45도에서 48도, 50도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AIS 항해 정보에서 나타난 자이로 컴퍼스의 급격한 이상 작동
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실험 환경의 최대 기울기인 81.5도까지 경사를 반복적으로 적용했다. 정상 작동 범위인 45
도 이하가 되면 자이로구는 댐핑 현상(진북의 정지점을 찾아가려는 동작)을 일으켰다. 그렇지
만 방위 오차는 미미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자이로 컴퍼스 실험을 진행했지만, 선수 방위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자
조사1과 조사 1팀은 세월호 사고 당시의 동적 환경 조건을 임의로 제시했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이로구에 반복적인 외력을 직접 가해 내부 구조물 벽면과 접촉해 헌팅 현상
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림 2-30]과 같이 초기에는 불규칙적이다가 중간에 규칙
적인 경향성을 보였고, 마지막에 방위가 수렴되면서 불규칙적인 방위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AIS 항적 정보에서 나타나는 선수 방위 이상현상은 헌팅현상
의 초기 변화가 비슷했다고 판단했다.38) 하지만 이는 자이로구에 손가락으로 직접 힘을 가해 강
제 진동을 준 것으로 그 주기에 따라 요동을 한 것이고, 실제 운항 중에는 발생할 수 없는 실험
조건이다. 또 항적에서의 선수 방위각의 급변화는 1회만 나타났을 뿐, 반복적인 경향이 나타나
지 않았다. 자이로 컴퍼스의 가속도 오차는 ISO 규정에 따르면 북동, 남동, 남서, 북서 방향으
로 움직이는 운동 테스트 장치에서, 방위각의 ±1.0m/s2의 가속도가 주기 3초에서 2시간의 운
동이 수평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최대 방위 오차는 ±3도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모형 실험으로 설사 45도 기운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충격이 수직축에 대한
토크로 작용하기도 어렵다. 또 충격 발생 시 그 물체는 고유 진동수에 따라 진동을 하게 되는
데, 자이로 컴퍼스의 고유 주기는 84분 정도로 매우 천천히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 초내에 10-20도의 급격한 각도 변화는 발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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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자이로 헌팅 방위 1~37초 구간 확대

자이로 컴퍼스 용역 보고서에서도 헌팅 관련한 실험 내용과 결과가 없다. 다만 용역업체의 발
표 자료에 ‘경사 53도에서 직접 외력을 가하면 헌팅이 발생한 상태였지만, 경사 0도로 하면서
헌팅은 멈추었음. 그 후 일정 방위를 유지함’이라고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 실험 과정에서도 자
이로구는 안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용역업체는 세월호의 자이로 컴퍼스가 횡경사 45도 이하에서는 물론 45도 이상 기
울어진 상황에서도 약 8~9번 반복 실험을 수행했지만 큰 오차 없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타난 과도한 동적 조건을 실험에 적용했는데도 자이로 컴퍼스는 제대로
작동했고, 최대 상대 오차는 10초 후 약 1.4도로 측정됐다. 따라서 세월호 자이로 컴퍼스는 8
시 49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선수 방위가 대각도로 변한 것은 AIS 항적
의 생성 시간의 오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치 정확도=0인 구간에서의 위치 정보의 보정
AIS 항적도를 수신 시간 또는 보정된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하더라도 위치 정확도가 바뀌
는 구간에서 위치 항적의 꼬임 현상이 발견된다. 즉, [그림 2-31]처럼 남하하던 세월호의 항적
이 갑자기 북쪽으로 역행했다가 다시 급격히 남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상한 항적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치 정확도가 0으로서 그 위치 정보의 오차로 인한
것으로, 모형 실험의 항적과 비교를 위해 적절한 보정이 필요하다. 또 위치 정보는 DGPS 안테
나 위치에서의 값이므로 마찬가지로 선체 중심에서 계측된 모형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위해
서는 그 안테나 위치의 위치 정보를 횡경사와 선수 방위를 고려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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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항적의 꼬임 현상 예시

먼저, 위치 정확도가 0인 지점의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치 정확도(PA)=0인 점에서의 위치 정보는 오차가 큰 반면(>10m), GPS의 순간적인 정보인 대지속
도(SOG)와 대지침로(COG)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
•마찬가지로 위치정확도=0인 위치에서의 선수각(HDG) 정보는 자이로 컴파스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
문에 그대로 사용함
•위치 정확도=1에서 위치 정확도=0으로 변경된 후 첫 번째 항적 위치는 위치 정확도=1인 항적의 마
지막 대지속도와 대지침로를 이용하여 예측한다.
•위치 정확도=0인 구간의 두 번째 항적 위치부터는 그 전 항적 위치에서의 속도와 방향 정보를 이용
해 예측한다.
•위치 정확도=0인 구간의 마지막 항적 위치에서의 예측한 값이 위치 정확도=1로 바뀌는 구간의
첫 번째 위치 정보와 거의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보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방법을 세월호의 항적의 위치 정확도=0인 구간에 적용하면 [그림 2-32]와 같다.
먼저 항적을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 위치 정보의 오차로 인해 항적이 꼬이기 때문에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월호가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큰 위도를 시간 순서
에 따라 늘어놓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때 시간 간격은 모두 약 6초로 대
동 소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림 2-32]의 빨간색 점들은 원본
항적으로 일부는 위치 정확도=1, 일부는 0의 값을 가진다. 즉, 위치 정확도 0인 구간은 정상적
인 위치를 벗어나 평행 이동하여 모자 형태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

139

침몰원인조사

본권Ⅰ

된다. 또한 위치 정확도=0에서 1로 변하는 구간에서 예측된 점과 실제 AIS 위치값이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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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항적 보정 방법을 적용한 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항적을 보정해보았다. 사고 당시의 항행 데이타를 수신
시간(LMT_AFT)으로 나열한 것을 사용했다. 항적의 보정은 각 위치 정보의 상대적인 차이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신 시간으로 나열하나 생성 시간으로 나열하나 큰 차이는 없다.
먼저, 앞서 언급한 보정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 정확도=0인 구간을 보정하면 [그림 2-33]과 같
다. 이때, 두 시각, 8시 48분 43초와 8시 49분 13초 사이의 시간 간격이 30초로 커서 8시 48분
43초에서의 대지침로를 사용하여 8시 49분 13초에서의 위치 정보를 추정하게 되면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한다. 필요한 침로는 두 시각 사이의 평균 침로인데 AIS로부터 얻는 침로는 순간
침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8시 48분 43초의 대지침로를 144.5로 변경하고, 8시 49
분 13초에서 위치 보정은 8시 48분 43초와 8시 49분 13초에서의 평균 침로를 사용하여 보정했
다. 나머지 위치에서의 보정은 앞서 언급한 보정 방법에 따라 [그림 2-33]과 같이 수정했다.

제2장. 넘어지다

여 빨간색 점들을 다시 평행 이동시키면 파란색 점들처럼 하나의 직선에 놓인 것으로 정렬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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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의 선박 중심 위치로의 이동
이렇게 위치 정확도=0인 항적 데이터를 다음은 선체 중심 위치로 변경한다.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그림 2-34]와 같이 DGPS 안테나 위치(x, y, z′)가 선수 방위각(φ)와 횡경사각(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안의 식은 안테나 위치와 선박 중심 위치의
상대 거리를 유도하는 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간단한 기하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횡경사각은 KBS 영상에서 얻은 쇠사슬 각을 수신 시간에 맞추어 변경 후 사용했
고, 선수 방위각은 각 위치에서의 AIS 데이터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때, 선수 방위각을 4차
다항식으로 회귀 분석을 한 후 이 값을 사용하여 보다 매끄럽게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보다 현실적인 항적도 보정을 위하여 이런 접근 방법을 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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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3] 위치 정확도=0인 구간을 보정한 항적도

125.9660

141

침몰원인조사

본권Ⅰ

제2장. 넘어지다

[그림 2-34] 안테나 위치의 정보를 선박 중심 위치로 변환하는 방법

이렇게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항적을 보정해보면 [그림 2-35]와 같이 초기에는 횡경사가 작아
두 곡선은 거의 일치하며 서로 벌어지지 않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횡경사로 인해 두 곡선은 벌어
지게 된다. 두 곡선의 시작점을 일치시키면 [그림 2-36]과 같이 선박 중심에서의 항적도는 더 작
은 선회 반경을 보인다. 이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우현으로 선회하다 보니, 안테나 위
치에서 횡방향의 두 움직임은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선회율을 보이는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

위도 위치

이다. 이렇게 보정한 세월호의 사고 당시 항적도를 이용하여 마린 실험 결과와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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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분석 HDG를 이용한 선박 중심 항적(횡경사고려)

원점 이동한 선박중심에서의 항적

[그림 2-35] 횡경사를 포함한 선박중심으로의 항적 보정

[그림 2-36] 시작점을 일치시킨 안테나 위치 및
선박 중심에서의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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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AIS 항적으로 본 세월호 사고
4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세월호가 매물도 동북쪽 2 마일 지점에 다다랐을 때 3등항해사 박
한결은 1등항해사 강원식과 교대했다. 시야가 좋고 파도가 잔잔했기에 자동 조타 모드로 항해
하는 중이었다. 당시 세월호 대지속력은 21.1노트, 선수 방위는 156~157도였다.
8시 20분경 박한결은 자동 조타에서 수동 조타로 전환했다. 선수 방위를 156도로 두고 맹골수
도를 향하던 세월호는 선수 방위를 156도에서 136도로 변경했다. AIS 데이터상 세월호가 수동
조타로 변침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었다. 자동 조타 모드로 항해할 때보다 훨씬 급격한 변침이
었다.
맹골수도를 통과하는 동안 세월호는 좌현으로 변침했다. 선수 방위는 132도였지만 대지침로는
128도였다. 북쪽 해류의 영향을 받아 세월호의 선수방향이 북쪽으로 치우쳤음을 보여준다.
8시 39분에서 44분 세월호 선수 방위는 130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선수 방위가 130도에서
137도로 급격히 바뀐 것은 그후 60초간이었다. 박한결이 조타수 조준기에게 변침을 지시한 때
로 추정된다. 1분간 선수 방위는 7도/분의 선회율을 보였다.
8시 45분 세월호는 다시 18노트 속력으로 선수 방위 135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항해했다.
그리고 다시 1분 동안 선수 방위는 5도/분 선회율로 135도에서 140도로 바뀌었다. 8시 47분과
48분 선수 방향은 일정하게 140도를 향했고, 대지침로는 135도를 유지했다.
AIS 데이터에 따르면 우현으로 급선회가 일어난 시간은 8시 48분부터 8시 50분까지다. 일정
한 선수 방향을 유지하던 세월호는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동안 선수 방위
가 우현으로 10도 급변(선회율 20도/분)하고 이어서 17초 동안 57도/분의 선회율로 150도에서
166도까지 변경된다. 그 후 8시 49분 37초부터 8시 49분 51초까지 불과 14초 동안 선수 방위
는 180도에서 243도로 급변했다. 이 단계에서 세월호는 급격한 횡경사를 이뤘을 가능성이 높
다.40) 물론 GPS 안테나가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AIS 데이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41)
8시 49분 58초 우현 주기관이 정지되자 세월호의 속도는 11노트로 떨어진다. 세월호는 이미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8시 50분 주기관이 완전 정지한 세월호는 북쪽으로 표류하며 9
시 5분경 대지속력 1.6노트를 최저로 하여 다시 약 2노트까지 점차 빨라지다 침몰했다.
기준 AIS 항적 데이터에 따르면 8시 49분 40초 즈음에 선수 방향이 184도→199도→213도
→191도→229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시간 대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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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기 실험에서도 급격한 이상 동작 현상 관찰되지 않아 Hunting 현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IS 항적도를 수신 시간 또는 보정된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하더라도 위치 정확도가 바뀌
는 구간에서의 위치 항적의 꼬임 현상이 발견되며, 모형 실험의 항적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는 적절한 보정이 필요했다. 보정 대상은 오차가 큰(>10m), 즉 위치 정확도(PA)=0인 점으로
국한했으며, 상대적으로 그 위치에서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GPS의 대지속도(SOG)와
대지 침로(COG)는 정보와, 그 전 위치 정확도(PA)=1인 점에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
했다.
이렇게 위치 정확도=0인 항적 데이터를 보정한 다음에는, D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위치 정보
를 선박의 선회와 횡경사를 고려해, 선박 중심위치 사이 상대 거리를 계산하고 선박 중심에서
의 위치 정보로 수정했다. 이렇게 수정한 선박 중심에서의 항적도는 기존 항적보다 조금 더 작
은 선회반경을 가진다. 이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우현으로 선회하다 보니, 안테나 위
치에서의 횡방향의 두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선회율을 가진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보정한 세월호의 사고 당시 항적도를 이용하여 마린 실험결과와 비교했다.

제2장. 넘어지다

시간의 오류로 판단된다. 자이로 컴파스의 45도를 넘어서는 횡경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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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항해의 재구성 II — 마린 모형 시험

타기 펌프의 작동 원리를 따지고, 솔레노이드 고착의 효과를 추정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화
물 이동 시간과 위치를 분석하고, 화물 고박 상태를 확인하고, AIS 항적을 분석하는 등의 조사
를 한 다음에도 계속되는 의문은 “그래서 그날 배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말인가”다. 타기실에서
발생한 오작동 가능성, 그에 대한 조타실의 대응 추정, 화물칸에서 발생한 소리와 움직임, 그
리고 외력이 작용했을 경우의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는 이 각각의 조건
을 종합하여 배 전체의 움직임으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었다. 배의 각 부분에서 발생한 일들은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배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는가? 조타실, 타기실, 화물칸을 분리해
서 관찰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배 전체를 들여다보면 배는 어떻게 움직인 것으로 보
이는가? 복원성, 타각, 화물, 초기속도, 트림 등 다양한 요소는 어떻게 결합하여 배의 선회와
횡경사를 만들어내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세월호라는 배 전체의 움직임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구현해보는 것이 모형 시험(Model Test)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값을 조심스럽게 바꿔가면서, 세월호를 축소한
모형배를 물에 띄우고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의 항해를 작은
규모로나마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여러 한계로 인해 완벽하고 확실한 재구성은 불가능하지만,
모형 시험을 통해 세월호의 항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마린 모형 시험 개요42)
선조위와 네델란드해양연구소 마린(MARIN: Maritime Research Institute Netherlands)은
2017년 12월 22일에 세월호의 급선회, 횡경사, 침수, 침몰에 대한 모형시험 용역 계약을 체결
했다. 선조위가 마린에 의뢰하여 실시한 세월호 관련 시험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세월호의 급선회와 횡경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험, 다른 하나는 세월호의 침수와
침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험이다. 급선회 및 횡경사 시험은 세월호가 선회를 시작한 후 45
도로 기울 때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침수 및 침몰 시험은 배가 45도 기울었을 때 물이 들어
오기 시작해서 점차 더 기울어지면서 가라앉는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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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와 마린은 횡경사 및 급선회 시험을 통해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마린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특성상 이 질문들은 세월호의 급선회와 횡경사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세월호의 급선회와 횡경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는 초기 횡복원성, 최초의 횡경사, 조류의 세기와 방향, 가해질 수 있는 외부
하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2. 세월호의 어떠한 조건(항해 또는 선체의 상황)이 화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급선회와 임계횡경사
각에 도달하게 하는가?
3. 화물의 이동이 횡경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 선회하는 도중에, 좌현과 우현 방향으로의 타의 조작은 횡경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 조류의 방향과 세기는 선회와 횡경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6. 침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는 침수 및 침몰 시험에 해당]   

1절에서 살펴 본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에 따른 대각도 우선회 발생, 2절에서 살펴본 화
물 이동과 횡경사의 관계는 각각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세월호의 특정 움직임(급선회 또는
횡경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마린에서 실시한 모형 시험과 컴퓨터 모의 실험
은 타와 화물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훨씬 많은 요소가 배의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해석 및 계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작업이다.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발생하
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향 관계
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배의 모형을 제작하
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그 모형을 물에 띄워서 시험을 하고 그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하
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선조위가 마린을 세월호 선체 조사의 파트너
로 삼게 된 것은 마린이 모형 시험을 잘 수행하는 업체이고, 선정을 고려한 3개의 업체 중 조사
기한 내 시험 일정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마린은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를 시험하고 분석하는 작업에서 3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
했다. 첫 번째는 고속 시간 컴퓨터 모의 실험(Fast-time Simulation), 두 번째는 모형 시험
(Model Test), 세 번째는 실시간 조타실 모의 항해 실험(Real-time Wheelhouse Simulation)
이다.43) 첫 번째는 마린의 선박 조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여러 조건을 넣
고 계산하여 배의 항해를 구현해보는 것이다. 두 번째인 모형 시험은 세월호를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물에 띄우는 것이다. 마린의 내항 조종 수조(Seakeeping and Maneuvering
Basin)를 사용한다. 세 번째는 세월호의 조타실을 재현한 장치(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서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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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에 어떻게 반응해서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시험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서 보였을
주변 바다와 섬의 풍경이 재현되어 있고, 조타 명령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특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설정된 시뮬레이터다(침수 침몰 시험에서는 조타실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관련이 없
으므로 컴퓨터 모의 실험과 모형 시험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3장 참조).44)

세월호 모형은 왜 어떻게 만들었는가
마린은 선회 및 횡경사 시험에 사용할 모형과 침수 및 침몰 시험에 사용할 모형 등 세월호 모형
을 모두 2개 제작했다. 선회 및 횡경사 시험에 사용한 모형은 마린이 1932년 설립 이후 9,929
번째로 제작한 모형이고, 침수 및 침몰 시험에 사용한 모형은 9,930번째로 제작한 모형이다.
세월호를 25.39분의 1 비율로 축소한 마린 9929번은 통상적인 마린 모형에서처럼 바깥면을 노
란색으로 칠했다. 시험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30분의 1 비율로 축소한 마린 9930번 모형은 세월호처럼 선체 아래쪽을
파란색으로, 위쪽을 하얀색으로 칠했다[그림 2-37]. 선조위의 요청을 마린이 받아들인 결과였
다. 마린은 9929번과 9930번 모형에 ‘SEWOL(세월)’ 그리고 ‘0416’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다
(세월호 모형 시험을 담당한 마린 관계자들은 시험 기간 내내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옷깃에 달고 있었다).

[그림 2-37] 마린 9929번 모형

선조위와 마린이 2가지 실험을 위해 별도의 모형을 준비한 것은 횡경사 45도 이전과 45도 이
후의 두 단계에서 대답해야 할 질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횡경사 각도 45도까지를 다루
는 선회 및 횡경사 시험은 배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각 시점의 위치, 속도, 각도 등을 측정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배 전체의 물리적인 형상과 특성, 선체와 화물의 무게 중심, 복원성
등 배의 선회와 횡경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반면 선체 내부의
구조를 실제 그대로 재현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다. 또 동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배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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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 선회 및 횡경사 시험용 마린 모형 9929번이다. 탄소 섬유로 만
든 9929번 모형에는 좌현과 우현 프로펠러, 방향타, 좌현과 우현 핀 안정기, 이동 가능한 화물
4개, 외력을 구현하기 위한 윈치(winch) 등이 설치되었다. 외력을 구현하기 위한 윈치는 예인
전차에 설치되었다. 횡경사 각도 45도 시점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침수 및 침몰 시험을 위한 모
형은 배가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모형은 자체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모형이 아니다. 초기 침수 시점에서 동력이 살아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형 크기상 구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러한
모형 구현 제약에 따라 초기 침수 과정 구현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대신 45
도로 기울어진 세월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위치와 물의 유입, 확산 경로를 파악해야 하
므로, 배의 내부 구조와 구획을 최대한 상세히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객실부, 화물칸, 기
관실의 각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어떤 문이 닫혀 있었고 어떤 문이 열려 있었는지에
따라 침수와 침몰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떤 경로로 진행되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 침수 및 침몰 시험용 마린 모형 9930번이다.
선회 및 횡경사 시험을 위한 마린 모형 9929번의 설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월호 화물
이동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세월호의 모든 화물을 하나하나 축소해서 만들고 9929번 모형 배
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월호의 화물 전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4개의 중량물을
만들어서 모형 내부의 미리 계산된 위치(C갑판 2개, D갑판 2개)에 배치했다([표 2-9], [그림
2-38]). C갑판의 모형 중량물 하나는 선수쪽 노천 갑판에 놓았다. 이 중량물들의 위치와 무게
중심을 잘 설정함으로써 각 갑판에 있는 화물의 무게와 위치를 최대한 가깝게 재현할 수 있도
록 했다. 세월호의 횡경사에 따른 화물 이동을 재현하기 위해 각 모형 중량물에 모터를 달아서,
정해진 횡경사각에 도달하면 정해진 속도 및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모형 시험에서
는 화물의 이동 속도, 가속도, 거리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시험했다.
[표 2-9] 마린 9929번 모형에 설치된 이동 중량물의 특성
위치

가로축 위치 [m]

세로축 위치 [m]

이동 중량물 무게 [t]

C갑판 앞쪽

44.15

16.81

478.8

C갑판 뒷쪽

3.71

15.65

445.7

D갑판 앞쪽

14.70

9.03

425.9/249.5*

D갑판 뒷쪽

-23.89

9.93

316.1

* 2차 시험 때는 D갑판 앞쪽에 위치한 중량물의 무게를 249.5톤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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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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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ft

[그림 2-38] 마린 9929번 모형에 설치된 중량물의 위치

모형은 세월호의 어떤 조건을 반영하는가
마린이 컴퓨터 모의 실험과 9929번 모형 시험을 통해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를 분석할 수 있
도록 선조위에서 제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4월 16일 오전 8시, 세월호는 평온한 날씨에서 수심 약 40m인 구역을 약 18노트로 항해했다.
- AIS 항적에 따르면, 세월호는 오전 8시 49분경에 우현으로 빠르게 선회했다. 이 선회는 좌
현 방향의 횡경사를 유발했다.
-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 정보에 따르면, 횡경사가 약 18도가 되었을 때
-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정보에 따르면, C갑판의 화물이 횡경사 약 33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 선회가 시작한 후 약 56 초 후에 세월호의 횡경사가 45도에 도달했다.
- 주 기관이 정지하고, 세월호는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표류했다.
마린의 모형 제작과 시험을 위해서는 배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여기에는 상
당히 정확하다고 믿을 만한 정보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은 추정값을 써야 하는 것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컴퓨터 모의 실험과 모형 시험에서 여러 값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실험 조건을
구현해야 했다. 선조위와 마린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판단한 선체 정보는 1) 배 건조에 사용된
선체의 기하학적 모양 2) 방향타, 핀 안정기, 빌지 용골, 선수 스러스터 터널, 선미 스러스터
터널 등 선체 부가물의 기하학적 모양 3) 프로펠러의 특성 등이다. 반면 선조위의 추정치를 사
용하기 때문에 확실한 값이라고 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화물 적하 조건(loading condition): 세월호에는 적하지침기기(loading computer)가 없었기 때문에 화
물과 평형수가 어떻게 적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앞서 서술했듯이 화물 적하
상태를 추정한 값을 바탕으로 모형배 안에 들어간 4개의 중량물(weight)의 위치를 설정했다. 화물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GM으로 표시되는 메타센터높이(metacentric height)도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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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마린 시험에서는 타를 계속 같은 각도로 유지하거나 몇 가지 순서에
따라 조타 명령을 내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시도해야만 했다.
3) 핀 안정기 작동: 사고 당시 좌현과 우현의 핀 안정기가 능동 상태였는지 수동 상태였는지 알지 못한
다. 일부 시험은 능동 상태로 설정하여 핀 안정기의 영향을 관찰했다.
4) 초기 속도(approach speed)와 프로펠러 회전율: 선회가 시작되는 순간의 배의 속도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 배가 좌현으로 약 45도 기울었을 때 우현 프로펠러
가 회전을 멈춘 것이 배의 움직임에 어떤 움직임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것
도 시험에서 고려해야 한다.
5) 외력의 영향: 선조위는 외력이 작용했을 경우 선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것을 마
린에 요청했다.

배의 선회와 횡경사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임에도 사고 당시 세월호의 상태에 대
한 정보는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선조위가 각종 데이터를 취합하여 추정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린에서의 모형 시험은 이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추정값 여러 가지
를 조합하여 최대한 다양한 조건에서 사고 당시 세월호가 처했을 법한 상황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모형 시험 절차
9929번 모형을 사용한 자유 항주 시험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바꿔가면서 진행했다.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된 모형 시험에서 적하 조건은 모두 11가지였다. GM1(0.6m)부터 GM5(0.06m)까
지 크게 다섯 단계가 있었고, 각 GM값을 기준으로 조금씩 변형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전체 무
게 중심의 위치는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선수 또는 선미 트림값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
운 GM 조건이 더해졌다. 가령 GM2(0.45m)를 기준으로 선미 트림 0.5m를 선수 트림 0.5m
바꾼 GM2C 조건에서 GM값은 0.23m로 작아졌다. 초기 속도값은 주로 17.5노트로 잡았고,
일부 시험은 19노트를 적용했다. 타각은 한 값으로 고정시키거나 몇 단계에 걸쳐 변화시키는
2가지 방식을 모두 시험했다. 모두 일곱 가지의 타각 시나리오를 시험했다. 핀 안정기는 양쪽
모두 수동으로 놓거나 우현 핀만 능동으로 놓는 조건을 시험했다. GM값이 0.06m로 매우 낮
은 GM5 조건에서는 양쪽 핀을 모두 능동으로 설정한 시험도 실시했다. 특히 모형 시험에서는
화물의 위치와 움직임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화물 이동의 영향을 검토했다. 네 개의 중량물
각각에 대해 이동을 시작하는 횡경사 각도, 이동의 모멘트(톤×미터), 이동 거리, 가속도를 다
르게 설정했다. 가령 D갑판 앞쪽의 중량물은 18도45), D갑판 뒤쪽의 중량물은 33도, C갑판 앞
쪽의 중량물은 33.5도, C갑판 뒤쪽의 중량물은 33도에서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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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각과 타 명령의 순서: 사고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서 조타 명령이 정확히 어떤 순서와 크기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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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세월호에 외력이 작용했을 경우를 재현하기 위해 윈치를 설치하고 줄을 당겨 힘을 주
는 시험도 실시했다. 윈치를 부착한 지점(주로 우현 핀 안정기), 윈치에 가하는 힘의 크기(20
톤에서 100톤까지)와 적용 시간(주로 5초), 윈치에 힘을 가하기 시작하는 횡경사 각도(18도)
등을 설정했다.46)
[표 2-10] 모형 시험에 적용된 적하 조건
조건

실험 차수

GM [m: 미터]

트림 [m: 미터]

GM1

1차

0.60

선미트림 0.5m

GM1T1

1차

<0.60*

선미트림 0.2m

GM1T2

1차

<0.60*

선수흘수와 선미흘수 거의 같음 (이븐 킬)

GM2

1차

0.45

선미트림 0.5m

GM2B

1차

0.46

선미트림 0.5m

GM3

1차

0.34

선미트림 0.5m

GM4B

1차

0.19

선미트림 0.5m

GM2

2차

0.45

선미트림 0.5m

GM2C

2차

<0.45*

선수트림 0.5m

GM5

2차

0.06

선미트림 0.5m

[그림 2-39] 마린 내항 조종 수조(Seakeeping and Maneuvering Basin, SMB).
자유 항주 시험을 실시한 마린의 내항 조종 수조는 길이 170m, 폭 40m, 깊이 5m 크기

151

침몰원인조사

본권Ⅰ

여기서는 항적 데이터와 모형시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경향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또 모형 실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류 영향을 반영해 실험 데이터를 다시 보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항적 데이터와 모형 실험 데이터는 항적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대지속도, 대지침로,
선수 방위각, 선회율(Rate of Turn, ROT)을 모두 비교함으로써 다각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자 했다. 단, 여기서는 하나의 타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타기를 사용하여
우현 전타(35·37도)가 발생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실험을 비교했다.

최대 선수 선회율(ROT)의 계산
먼저 비교에 앞서 현재 논란이 있는 최대 선회율값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선회율은 선수 방위
각의 시간당 변화율로서 항적도의 데이터값은 최소 수 초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순
간 최대 선회율을 단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AIS상 선수 방위각은 정수로 제공되기
때문에 ±0.5도의 오차를 보인다. 따라서 이의 미분치인 선회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회
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40]은 생성 시간과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선수 방위각을 6차방
정식으로 회귀 분석한 것이다. 곡선의 곡률 변화가 커서 중간에서 겹치는 구간을 사이에 두고
두 개로 나누어 각각 6차방정식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에서 위의 두 식은 생성 시간
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회귀 분석한 식이고, 아래는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회귀 분석
한 두 식이다.

선수각 - 생성 시간 & LMT
y=-1.0316E-07X5+1.4137E-05X4-3.9681E-04X3+5.9917E-03X2+2.1855E-01X1.3999E+02

300

y=6.4862E-08X6-3.4312E-05X5+7.4783E-03X4-8.5859E-01X3+5.4676E+01X2-1.8260E+03X+2.5111E+04

선수각

250

생성 시간

200

수신 시간
150
y=1.0544E-09X6-3.3763E-07X5+3.6832E-05X4-1.5197E-03X3+2.8445E-02X2+4.1121E-02X+1.3900E+02

100
-20

y=6.4862E-08X6-3.6647E-05X5+8.5427E-03X4-1.0507E+00X3+7.1821E+01X2-2.5816E+03X+3.8231E+04

0

20

40

60

80

100

초
[그림 2-40] 선수 선회율을 구하기 위한 선수 방위각의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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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한 회귀 분석식을 직접 미분하면 [그림 2-41]과 같은 선수 선회율을 얻을 수 있다.
60초 부근의 매끄럽지 못한 기울기 변화는 두 구간으로 나누어 회귀 분석을 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다. 생성 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대 선회율은 3.31도/s 정도이고, 수신 시간 기준으로
보면 3.24도/s 정도가 된다.

ROT - 생성 시간 & LMT
3.5
3

생성 시간
(Time Stamp)

선수각 (HDG)

2.5

수신 시간

2
1.5
1
0.5
0
-20

0

20

40

60

80

100

120

초
[그림 2-41] 선수 선회율

최대 횡경사율(Rate of Heel)의 계산
[그림 2-16]의 KBS 영상 분석을 보면 경사 구간은 거의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앞서 적용한 방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사 구간의 기울기는 약 2.8도/s 정도이고, 약간의 오차를 고려하면
최대 3.0도/s로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돌출되는 구간에서 순간 각속도는 좀 더 커질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경향상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린 실험 결과 경향 분석
먼저 마린 실험 결과를 주요 지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Winch Force를 가하지 않
은 모든 케이스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최대 선수 선회율과 타각의 관계를 화물 이
동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해 [그림 2-42]와 같이 그래프로 정리했다. 그림에서와 같이
타각이 커짐에 따라 최대 선수 선회율은 커진다. 하지만 그 경향은 화물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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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Movement

ROT (deg/s, MAx)

ROT (deg/s, MAx)

2.50

2.50

2.00

GM = 0.19

2.00

1.50

GM = 0.34

1.50

GM = 0.34

1.00

GM = 0.455

0.50

GM = 0.58

GM = 0.455

1.00

GM =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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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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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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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선수 선회율과 타각의 관계

다음은 선수 선회율과 GoM의 관계를 살펴보자([그림 2-43]). 화물 이동이 없는 경우 두 관계
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화물 이동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타각에서 GoM이 클수록 선수 선
회율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 weight Movement

Weight Movement

ROT (deg/s, MAx)

ROT (deg/s,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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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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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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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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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선수 선회율과 GoM의 비교

다음은 GoM과 최대 횡경사의 관계다([그림 2-44]). 전체적으로 화물 이동이 없는 경우 대체
적으로 GoM이 클수록 횡경사각이 작아진다. 이는 그만큼 복원성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예
상할 수 있는 관계다. 하지만 화물 이동이 있는 경우 최대 횡경사는 주로 화물 이동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GoM에 따라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대 횡경사 47도 이상이 발생
하기 위해서는 GoM 0.2 이하이거나, 화물 이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화물 이동량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차 실험(GoM=0.6, 0.45, 0.34, 0.19)의 경우 약 4000톤-m의 모멘트
를 네 위치에 나누어 움직였으며 18도에 116톤-m를 33도에서 나머지를 이동시켰다. 3차 실험
에서는(GoM=0.58, 0.45) 총 4400톤-m를 움직였으며 18도에서 287톤-m를, 그리고 나머지
를 33도에서 움직였다. 상세한 것은 각 실험마다 다르므로 마린 보고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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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GoM과 최대 횡경사의 관계

다음은 최대 횡경사각과 타각와의 확인해보자[그림 2-45]. 예상대로 둘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
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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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최대 횡경사각과 타각의 관계

횡경사율과 GoM과의 관계는 [그림 2-46]과 같이 화물 이동이 없는 경우 GoM이 작을수록 커
지는 분명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 이동이 없는 경우 거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
다. 마지막으로 횡경사율과 타각의 관계는 예상대로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림 2-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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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횡경사율과 GoM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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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횡경사율과 타각의 관계

마린 실험 결과와의 비교
수백 가지 실험 결과 중 현재 조사 결과 추정된 GoM과 가장 근사한 GoM=0.45와 GoM=0.58
을 택했고, 그 외 조건으로는 화물 이동, 타각 35도(37도), 2.3도/s인 세 가지 경우를 택하여
비교했다. 세 케이스에 대한 최대 선수 선회율과 최대 횡경사율, 최초 진행 방향(x)의 최대값,
최초 진행 방향에 수직한 방향(y)의 최대값이 마린 실험 번호와 함께 [표 2-11]에 정리되어 있
다. [그림 2-43]에서와 같이 타각이 비슷할 때는 GoM이 클수록 더 높은 선회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GoM=0.34인 경우는 여러 가지 실험에서의 최대 선회율 값은 1.57도/s 정도(타
각 25도, 화물 이동)로 더 작은 값은 보여주었다. 물론 GoM=0.34인 경우에는 25도의 최대 타
각에서의 값이지만, 마찬가지로 같은 25도 타각과 화물 이동 조건 하의 GoM=0.45에서의 최
대 선회율값은 1.62도/s였으며, GoM=0.19에서의 값은 1.36도/s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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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eigh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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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대표 마린 실험 결과

최대 선수 선회율(deg /s)

AIS

Case I
GM=0.45,
V=17.5kn ,
타각=35도
(30020302)

Case II
GM=0.58,
V=17.5kn
타각=37도
(51071601)

Case III
GM=0.58,
V=19Kn ,
타각=37도
(51070901)

3.3

1.77

1.88

2.01

최대 횡경사율(deg /s)

3.0~3.2

3.46

2.9

1.88

X-Posi_Max(m)

535.70

497.40

544.34

539.58

Y-Posi_Max(m)

418.18

437.65

361.01

361.29

그리고 [그림 2-48]은 그 2가지 케이스와 앞서 선체 중심 위치로 보정한 항적도([그림 2-36])
를 함께 도시했다. 선수 선회율이 클수록 선회 반경이 작아진다. 즉, 항적도의 꼭지점 부분이
더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선회율=1.77도/s인 케이스 Ⅰ이 선회 반경이 가장 크며, 케이스
Ⅱ(선회율=1.88도/s), 케이스 Ⅲ(선회율=2.01도/s) 순으로 작아진다. 하지만 AIS 항적의 최대
횡경사율은 3.3도/s로, 기존 실험 데이터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횡경사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많은 실험에서 횡경
사율이 2도/s 이하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횡경사율은 화물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서 달라진다. 마린 실험에서는 특정 각에서 특정화물을 이동시키고 있다. 화물 이동에 따라 최
종 횡경사 각도는 동일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얼마나 이동시키느냐에 따라 최대 횡
경사율은 달라진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보면, 횡경사 18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된 후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화물 이동이 없다면 순수하게 선회에 의한 관성력만으로 최대 횡
경사가 18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각도가 지속되면서 차츰 화물 이동이 시작되고, 이동량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서 횡경사가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화물 이동이 더 발생해 결국 47도
까지 급격히 기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에서는 무조건 18도와 33도
에서 두 차례 화물을 이동시켰다. 하지만 이런 일률적인 화물 이동으로는 실제와 유사한 횡경
사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물 이동 없이 최대 횡경사 각이 18도 정도에 이르는 케
이스를 찾아 그 각도에 맞추어 화물을 이동시켜야 실제와 그나마 가까운 횡경사율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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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주요 실험 데이터 항적과 AIS 항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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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케이스 II GM=0.58, 시나리오 화물 이동, 17.5노트, 타각 37도, 타속도=2.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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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케이스 II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화물이 없는 조건에서 최대 횡경사는 약 15.5도 정도로 관
찰되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화물 이동을 14도에 1,000톤-m을 이동하고 33도에 3,300톤-m의
화물을 이동시켰다. 그렇게 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횡경사 변화는 [그림 2-49]와 같이 블랙박
스의 횡경사와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최대 횡경사율은 2.9도/s에 다다랐다. 실제, 좀더
GM을 0.01~0.02m 정도 낮추면 화물 이동없이 최대 횡경사율을 18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되며, 그 각도에 맞추어 화물을 이동시키면 보다 큰 횡경사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당시의 조류 영향 반영
마린 실험에서는 조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고 당시의 조류 상황을 고려할 수 없
다. 사고 당시의 조류는 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한다. [그림
2-50]에 따르면 8시 50분경 사고 위치에서의 조류는 230도 방향으로 약 0.39~0.79노트로 흐
르고 있었다.47)

[그림 2-50] 사고 당시 해역의 조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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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s)에 적용해보자. 대상은 0.05초 간격으로 계측된 마린 실험 원문 데이터를 이용했다. 먼저
위치 정보로부터 속도 벡터를 계산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류 속도 벡터를 합산한다. 이때 조류
방향은 초기 진행 방향과 직각이라고 가정한다. 다음 속도 벡터를 적분하면 위치 정보를 복원
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맞는지는 조류를 0으로 두면 원래의 항적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이러한 속도 벡터를 변경하는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선박이 조류 방향과 일직선이 되는 경우 타의 효과나 선박의 유체력이 달라져 선회에 적지 않
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조류가 최초 진행 방향과 수직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지 않
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2-51]은 조류 속도에 따라 항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속도가 17.5
노트의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속도가 줄어드는 중·
후반에는 그 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 속도 벡터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항적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조류 영향을 고려한 항적을 AIS 항적과 비교하면 [그림 2-52]와 같다. 원래의 항적에
비해서 AIS 항적과 더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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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조류 영향에 따른 케이스 II의 항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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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조류 영향이 보정된 실험 항적과 AIS 항적 비교

제2장. 넘어지다

이 조류 상황을 케이스 II(GM=0.58, 시나리오 화물 이동, 17.5노트, 타각 37도, 타속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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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비교를 위해 시간에 따른 대지침로와 선수 방위각을 비교해보자[그림 2-53]. 대
지침로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선수 방위각은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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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시간에 따른 대지침로와 선수 방위각의 비교

선수 선회율을 마찬가지로 [그림 2-53]과 같이 비교하면 그 경향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를 보
인다. AIS 항적의 경우 S자 형태의 증가로 인해 최대 선회율값은 상당히 크나 그 값이 지속되
는 시간은 매우 짧다. 반면 모형 실험 데이터의 경우엔 최대 선회율은 작지만 오랫동안 지속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노트의 조류 영향을 고려하면 선회율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커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조류 영향을 고려하였을 경우, 선수 방
위각은 표류각(Drift Angle)이 조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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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선회율에 미치는 조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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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그 추가 속도 성분(∆χ, ∆y)은 앞서 안테나 위치에서 선박 중심 위치로
항적을 이동시켰을 때 사용한 기하학적 관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상세한
식은 [그림 2-55]에서 설명한다.

횡경사에 의한 DGPS의 폭방향 위치 변화

HDG

[그림 2-55] 선박 중심에서의 속도와 안테나 위치에서 속도 성분

처음 구간은 높은 횡경사각속도로 인해
AIS의 대지침로속도(SOG)가 증가함

중반 이후 구간은 높은 ROT로 인해
AIS의 대지침로속도(SOG)가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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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선회와 횡경사로 인한 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추가 속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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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테나의 선회와 횡경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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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정한 대지속도는 [그림 2-56]과 같다. 횡경사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높은 횡경사각 속
도로 인해 두 속도 차이가 벌어진다.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횡경사 각속도는 작아지지만 선수
선회율이 커지면서 그 차이를 이어가다가 그 값이 작아지면서 그 차이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 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면 [그림 2-57]과 같다. 안테나 속도를 제거하면 속도는 좀 더
완만하게 줄어들고, 실험 결과와 좀 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속
도 차이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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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AIS 대지 속도, 선박 중심에서의 속도와 모형 실험 속도 비교

이 결과를 또한 [그림 2-58]과 같이 시간에 따른 선수 방위각, 횡경사각, 속도를 비교해보자. 8
시 49분 40초 즈음에 급격한 우선회로 인해 선수 방위각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횡경
사가 18.5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안테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
박 중심에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자이로 컴퍼스에서 생성된 시
간에 따른 선수 방위각, GPS에서 생성된 속도,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구한 횡경사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AIS에서의 시간과 블랙박스에서 얻은 시간이 일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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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8] 시간에 따른 속도, 선수 방위각, 횡경사각

높은 선회율에 대한 고찰
앞서 설명했듯이, 조류 영향을 고려하면 항적은 좀 더 비슷해지지만, 여전히 높은 선수 선회율
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자이로 컴퍼스의 오
차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이로 컴퍼스는 자이로 축에 지북 토그와 제진 토크를 가하여 지구의 지반운동을 추종하도록
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지구 표면에 있는 자이로 컴퍼스가 북을 지시하는 것은 지반 운동과 세
차 운동이 서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이 평형 상태가 깨지면 자
이로 축은 북에서 벗어나게 된다. 선박의 운동은 이 평형 상태를 깨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
중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 변속 오차나 가속도 오차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변속 오차는 선박의
속도가 변경되거나 침로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오차이며 가속도 오차는 선박의 운동으로 발생
하는 가속도로 인한 오차다. 자이로 구(Sensitive Element)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속도의
남북 방향 성분으로 인해 자이로 축은 동서축 주위에 토크가 작용한다. 이는 자이로 컴퍼스 세
차운동(precession)을 일으켜 자이로 축을 진동시킨다. 하지만 이 진동 폭은 10도 이내의 작은
범위며 댐핑에 의해 점차 감쇠되어 새로운 속도 오차를 포함한 정지점에서 정지하게 되나 정지
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에는 이로 인한 부정 오차가 생기게 한다.
먼저, [그림 2-59]는 자이로컴퍼스의 세차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자이로구가 북쪽에서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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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림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그림과 같이 남쪽 자이로 축에 수직인 힘이 걸려 북
쪽 자이로 축이 위로 들리게 되면, 북쪽 자이로 축이 서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세차운동이
발생한다.

F

F
N

S

[그림 2-59] 자이로 컴퍼스의 세차운동

[그림 2-60] 남향의 침로에서 속도 변화로 세차운동

자이로 컴퍼스는 중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 2-60]처럼 하단에 밀도가 높은 수은 통을
두어 중력을 쫓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박이 정남향으로 항해 있고 있다가 속도를 줄어거
나 방향을 동쪽이나 서쪽으로 틀게 되면 가속도가 북향이 되어, 유체는 [그림 2-60]과 같이 남
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이로 축의 북쪽은 서쪽으로 회전하면서 편서 오차가 발생
한다. 반대로 북향으로 항해하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게 되면 남향의 가속도가 발생
하여 편동 오차가 발생한다.
가속도 오차는 [그림 2-61]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61] (a)와 같이 선박이 남쪽을 향하게
되었을 때, 횡경사가 발생하여 횡방향의 가속도가 생길 때는 수은 통의 유체 움직임이 없어 가
속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2-61] (b)와 같이 선박이 서쪽을 향하면서 횡경사
가 우현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나, 횡경사가 좌현으로 발생하여 최대 횡경사 지점에서 멈추는
순간, 우현 방향의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 그 순간에 자이로 컴퍼스의 유체는 남쪽으로 이동
하면서 편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선박이 [그림 2-61] (c)와 같이 남서쪽을 향하는 순간에는
횡경사 가속도 성분 중 남북쪽 성분으로 인해 [그림 2-61] (b)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편서 오차
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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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횡경사에 의한 가속도로 인한 세차운동

세월호 사고 순간의 세차운동을 추정해보자. 먼저 [그림 2-62]의 항적에서 세 지점 A, B, C를
나누어 생각해보자. A점은 급경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선수각이 191도로 남향에 가까워
횡가속도에 의한 세차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감속에 의한 편서 방향의 세차운동은 어
느 정도 존재할 것이지만 크지 않을 것이다. 점 B는 횡경사가 등속도를 유지해 횡가속도는 사
라지지만 속도 감소가 두드러져 편서 방향의 세차운동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진북이 서쪽으
로 이동하면서 자이로 컴퍼스의 선수각은 실제보다 더 커진다.
다음 점 C는 급 횡경사가 멈추면서 우현 쪽의 가속도가 극대화되고, 좌현 방향의 관성력으로
인해 자이로 컴퍼스의 유체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감속에 의한 세차운동과 더해
서 오차는 최대가 된다. 점 C 이후 오차는 차츰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서 방향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점 A부터 시작된 오차는 10~20초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선회
율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오차를 줄이게 되면 [그림 2-63]과 같
이 곡진 부위가 직선에 가까워지면 선회율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정은 추정일
뿐 정확한 오차는 얼마나 될지 가정하기 어렵다.
Tokimec의 TG-6000(세월호는 TG-6000) 매뉴얼에 따르면 위도 35도에서 횡동요(roll), 종
동요(pitch), 선수동요(yaw)에 의한 오차는 ±1.2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의 가속도 상태에서의 오차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오차가 횡동요 중간에 발생할 수 있
는 순간 오차인지, 횡동요 중에 나타나는 평균 오차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제2장. 넘어지다

횡경사에 의한
가속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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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세월호 사고 순간의 추정 세차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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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세차운동을 고려하여 추정된 선수 방위각

한편 ISO 872848)에 따르면, 북동, 남동, 남서, 북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테스트 장치에서,
방위각의 ±1.0m/s2의 가속도, 주기 3초에서 2시간의 운동이 수평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최대
방위각 오차는 ±3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특정 방위가 가리키고 있을 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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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했다면 순간적으로 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여기에 횡경사와
감속이 더해진다면 그 오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오차를 위해서는 선박의 선회로 인한 감속 외에 대각도 횡경사로 인한 추가적인
감속, 대각도 횡경사에 의한 가속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급변침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순
간적인 오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이를 향후 추가 조사 내용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린 실험이 말해주는 것
마린에서의 모형 시험에서 세월호의 독특한 복원성 특성이 횡경사에 미친 영향도 밝혀냈다.
마린은 기울어진 배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모멘트를 나타내는 복원정(GZ)에 주목하여, 횡경사
각도에 따라 [그림 2-64]와 같이 세월호의 복원정과 GM을 비교했다. 횡경사 10도와 40도 사
이에서 세월호의 복원정값은 초기의 복원력인 GM값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가 일단 10도 정도로 기울고 나면 그 이후에는 대략 30도까지 비교적 빠르게 기운다는
뜻이다. 마린은 세월호가 이와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을 선체의 3차원적 기하 구조
로 설명했다. 세월호는 선수 부분이 좁고 선미 부분이 넓은 구조다. 특히 선미 차량 램프 구역
의 움푹 들어간 넓은 공간이 복원성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공간은 횡경사 10도에서 침수되
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구역 전체가 선박의 복원성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구조로 인해 세월호는 일단 10도까지 기운 다음에는 복원 모멘트가 더 쉽게 감소
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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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횡경사 각도에 따른 GM과 GZ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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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시험에서 드러난 사실 또 한가지는 복원성과 횡경사가 트림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형 시험에서 테스트한 가장 높은 복원성값인 GM1(0.6m) 조건에
서, 처음에 선미 트림을 주고 테스트했을 때에는 횡경사 각도가 12도에 불과했다. 이는 화물
이동이 발생하는 18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사이다. 반면 이를 선수 트림으로 바꾸어(즉 배를 앞
쪽으로 더 기울게 하여) 실험했을 때는 횡경사 각도가 25도에 이르렀다. 이는 화물 이동이 시
작되는 횡경사 각도를 초과하는 경사다. 또 GM2(0.45m) 조건에서 0.5m 선미 트림을 0.5 m
선수 트림으로 바꾸면 복원성이 0.23m로 상당히 감소했다.

소결
선조위가 의뢰하여 마린이 시행한 모형 시험과 시뮬레이션은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세월호가 우현으로 빠르게 선회하면서 좌현으로 넘어지게 된 것은 세월호의
복원성 특성과 타의 움직임이 조합된 결과일 수 있다. 실험 조건에 의하면 배에 일정 각도 이
상의 타각이 주어졌을 때 화물 이동과 함께 배가 선회하는 동시에 기울어졌다. 마린은 모형 시
험에서 테스트한 모든 조건에서 세월호가 여객선 복원성에 대한 국제 규정(IMO MSC Intact
Stability Code 2008)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다.50) 이 규정에 따르면 여객선이 선회할
때의 횡경사는 1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 모형 시험 결과는 사고 당시 세월호
가 이런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령 GM2(0.45m) 조건으로 실시한 일부
테스트에서는 타각이 12도에서 15도 정도였을 때 배가 18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 이와 같은
횡경사 각도는 국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큰 각도의 조타 명령이 있었
다고 해도 배가 국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기울어졌다면 세월호 내의 화물은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세월호가 최초 횡경사 이후에 복원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다. 횡경사 10도와 30도 사이에서 복원 모멘트가 좋지 않은 세월호가 일단 10도 이상으로 기
울자, 배는 쉽게 국제 규정 범위를 넘어 횡경사 18~20도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모형 실험 결과와 AIS 항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세월호는 모형선보다 급격한 선
회를 보여준다. 하지만 모형 실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면 모형 실험
에서의 항적이 실제 항적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지 속도
와 선수 선회율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단, 횡경사율은 세월호가 급선회만으로 어느 정도의 횡
경사가 발생하고, 화물 이동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모형 실험에
서 실제와 유사하게 화물을 이동시킨 경우 이동속도가 3.0도/초에 다다르는 큰 횡경사 각이 발
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대지속도는 D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속도이다 보니 세월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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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기하학적 관계를 고려해 선박 중심에서의 속도로 보정하면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
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항적에서의 최대 선수 선회율은 약 3.3도/s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모형 실험에서의 최대
선수 선회율은 2.0도/s 정도다. 이에 대해서는 자이로 컴퍼스의 변속도 오차나 가속도 오차로
일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정확한 오차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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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월호가 넘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지금까지 세월호의 우현 방향 선회와 좌현 방향 횡경사를 설명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
들은 사고 시점의 복원성과 복원정 특성, 타기 펌프 이상에 따른 우현 대각도 타각과 화물 이
동 등이었다. 또 세월호의 선회 및 횡경사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초기 속도, 초기 횡
경사, 트림, 조류 등이 언급되었다. 큰 각도의 우현 방향 타각 명령이 전달된 이후 시작된 세월
호의 좌현 방향 횡경사는 10도 이내에서 멈추지 못하고 18도까지 진행되면서 최초 화물 이동을
유발했다. 그로부터 몇 초 이후 다른 화물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면서 선체를 더 기울게 만들었
고, 세월호는 결국 45도 이상으로 기울어져 직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
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의 골자이다.
이러한 선회 및 횡경사 설명에서 빼놓은 부분은 없는가? 더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없는가? 세
월호의 선회와 횡경사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점검해야 할 사항
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솔레노이드 고착 외에 다른 기관과 장비
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있었는지 여부다. 사고 시점 이전이나 사고 당시에 배를 움직이는 주요
한 기관과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세월호에 기계적, 전기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양된 선체 내부로 직접 들
어가 기관 및 장비의 상태를 조사하거나 배에서 수거된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다
른 하나는 세월호에 원인 미상의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다. 배가 잠수함과 같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혔다면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체의 외부에 잠수함과 같은 물체에 부딪힌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자유 항주 모형 시험 등에서 나온 데이터가 사고 당시 선체에 일
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시사하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방향의 추가
논의를 통해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에 대한 설명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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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월호의 각 기관에 기계적, 전기적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
는 없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보고서에서는 ‘사고 발생 때까지 조타기, 주기관, 전원 등에 이
상이 있었다는 징후나 증언은 없었다’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이후 선미 타기실에
있는 인천행 타기 펌프 B측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나머지 기
관 장비에 대해서도 고장이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기관이 사고 이전에 이미
정지한 상태였다는 의혹이나, 주기관 중 하나를 정지하고 운항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세월호의 선회 및 경사의 원인과 과정을 더 명
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조사의 일환으로 선조위는 주기관 최종 정지시간과 발전기 정전 여부를 조사했다. 주기관
의 정지 여부와 발전기 정전 여부는 사고 당시 세월호의 항적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친다. 좌현
과 우현 주기관의 정지 순서도 선박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요소이다. 또 발전기가 정지되
어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조타장치, 항해 기기 등 전기로 운전되는 각종 기관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전원
공급에 이상이 없었는지도 점검했다.

사고 시각 전까지 엔진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가?51)
주기관이 사고 이전에 정지되었다는 증언은 없었다. 또 사고 이전에 발전기가 정지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주기관이 정지했다는 증언도 없었다. 그러나 주기관이 정확히 언제 정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원들의 사고 직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선조위는 대인 조사를 통해
주기관 정지 시간에 대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여러 선원들이 8시 50분에서 53분 사이에
엔진이 정지했다고 진술했지만, 9시 5분이나 9시 10~20분 등 이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진
술도 있었다. 당직 후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도 있었고, 또 기울어진 배를 바로 잡기
위해 서둘러 조타실로 가고 있었던 선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여유는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AIS 데이터는 세월호가 인천을 출항한 후 병풍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주기관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월호는 인천항에서 병풍도까지 217마일의 거리를 42,593초(11
시간 49분 53초) 동안, 즉 평균 18노트로 중간에 정지하는 일 없이 항해했다. AIS 데이터에 따
르면 세월호의 속도는 느릴 경우 17노트, 빠를 경우 21.6노트였다. 이런 속도를 내려면 세월호
의 엔진 2개를 모두 470rpm(분당 회전수)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엔진이 하나
만 돌면 배의 속도는 10노트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즉 세월호는 병풍도까지 2개의 엔진을 모
두 사용하여 정지 없이 운항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넘어지다

세월호에 기계적, 전기적 문제는 없었는가?

17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25

속도 knots

20

15

10

5

21:00:11
21:25:21
21:44:10
21:59:33
22:16:46
22:33:58
22:51:09
23:08:27
23:25:40
23:42:52
0:00:04
0:17:15
0:34:27
0:51:40
1:08:51
1:26:04
1:43:16
1:57:02
2:12:52
2:30:04
2:47:16
3:04:28
3:21:40
3:38:58
3:56:10
4:14:37
4:42:54
5:10:21
5:27:14
5:55:05
6:22:34
6:50:33
7:14:38
7:34:59
7:58:37
8:21:16
8:46:43
9:14:22
9:45:13

0

시간
[그림 2-65] 인천항부터 병풍도까지 세월호 AIS 항해 속도(노트) 기록(데이터 에러 수정 후)

[그림 2-66]은 사고 당일 아침 세월호 갑판에서 찍은 사진들도 세월호의 엔진 2대가 모두 가동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침 6시 45분 19초에 선미 쪽 갑판에서 찍은 사진에 나온 좌우의 물
거품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보아 두 대의 프로펠러가 같은 빠르기로 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시 25분 48초에 찍은 사진은 우현쪽에서 물거품이 더 많이 발생하여 하얗게 보이는데, 이 시
점에 세월호는 155도에서 140도로 좌선회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횡이동(드리프트)하기 때문에 선체 우현쪽이 물에 닿는 면적이 커져서 물거품이 더 많이 발생
한 것이다. 8시 29분경에 찍은 사진도 배가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오른쪽 프로펠러가 깊
이 잠기고 선체 오른쪽이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우현 쪽 물거품이 많이 보인다. 이 시점에
서는 횡이동은 없고 배는 일직선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이때 좌현 쪽 물거품이 우현 쪽보다 약
하긴 하지만 엔진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사진 증거로 판단해볼 때, 엔진이 8
시 29분에 정지하거나 데드슬로우(세월호의 경우 170rpm)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6시 45분 19초

8시 25분 48초

[그림 2-66] 좌현 주기관이 정상 작동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

8시 29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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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는 AIS 데이터와 사진 증거 이외에도 세월호에서 수거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주기
관 소음을 분석하여 주기관의 작동 상태와 정지 시간을 더 자세하게 분석했다. C갑판 화물구역
우현 쪽에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SEDF-226)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녹화·녹음된 자료를 담
고 있어 주기관 소음 분석의 자료로 채택했다. 226번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은 [그림 2-67]은
C갑판에서 주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과 해치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디지털 포렌
식 기술을 이용하여 226번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진동 주파수를 분석했다.

226
288 분석에 사용된 277
[그림 2-67] 진동 주파수
226번 블랙박스 발견 위치

226번 블랙박스에서 8시 47분 49초부터 8시 48분 19초 사이의 진동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전
체 시간대에 걸쳐 47Hz의 높은 에너지의 주파수가 감지되었다.52) 이는 세월호 주기관 엔진이
당시 470rpm으로 운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47 Hz 주파수는 인천 출항부터 사고 시점
까지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8
즉 세월호의 주기관이 정지 없이 계속 작동했다는 뜻
이다. 선조위는 또 배가 45도 이상으로 기울고 난 다음인 8시 51분 17초까지의 진동 주파수
를 분석해서 양쪽 주기관이 정지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8시 49분 30초에서 35초 사이에
199

470rpm의 엔진 동작을 뜻하는 47Hz의 주파수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시점은 최초 화물 이동이 시작되고 배가 좌현으로 기울고 있던 때였다. 49분 45초 무렵이 되면
배가 좌현 35도 이상 기울면서 우현 추진기가 절반 이상 수면으로 노출되었고 엔진 정지가 발
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동 주파수 데이터는 이때에도 한 대의 주기관은 470rpm으로 동작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 넘어지다

사고 직후 엔진은 어떤 순서로 꺼졌는가?

17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그림 2-68]은 화물이 모두 이동하고 난 8시 49분 55초가 되면 470rpm에 해당하는 47Hz 주
파수가 모두 사라지고, 엔진 2대가 함께 동작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 시점에
는 적어도 1대의 주기관, 우현 주기관이 정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종 분석 결과 좌현
주기관은 약 1분 정도 더 돌다가 8시 50분 58초경에 정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양측의 주기
관은 사고 발생 시각 전까지 이상 없이 동작하고 있었으며, 45도 이상 배가 기울어진 다음에야
우현 주기관과 좌현 주기관이 약 1분의 간격을 두고 정지했다.

08:49:47 - 08:49:52(기준시간)

08:49:52 - 08:49:57(기준시간)

사라진 높은 에너지 47Hz

[그림 2-68] 오전 8시 49분 55초 이전에 1대의 주기관이 정지했음을 보여주는 진동 주파수 분석 그래프

세월호가 좌현으로 35도 이상 기운 다음 몇 초 후에 우현 주기관이 정지했으며, 그로부터 약 1
분 동안 좌현 주기관 하나만 동작하다가 정지했다는 사실은 세월호의 우선회 항적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 선체 좌측이 해수면과 닿는 면적이 커지면 배
의 속도가 크게 줄어든다. 우현 엔진은 정지했지만 좌현 엔진은 정상 동작하고 있다면 배의 속
도는 줄어들고 횡방향(드리프트) 이동은 커진다. 프로펠러 2개와 타 1개를 갖춘 세월호는 좌현
엔진이 계속 추진력을 내면서 우선회를 더 가속시켰고, 이는 선회 반경이 작은 우선회 항적을
만들어냈다. 즉 세월호의 엔진은 8시 49분 좌현 횡경사가 발생한 다음에야 정지했기 때문에,
엔진 정지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며, 다만 배의 독특한 우선회 항적에 영향을 미친 요소라
고 판단할 수 있다.

세월호의 전기 공급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렇다면 세월호의 조타장치나 항해 기기가 전기 공급 문제 때문에 오작동해서 배가 이상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은 없는가? 세월호의 각종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는 사고 시점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가? 또는 발전기 자체는 제대로 작동했지만 전원 계통에 이상이 있어 전
기 공급에 문제가 생긴 일은 없는가? 세월호에 전기가 언제까지 정상 공급되고 있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선조위는 화물 구역에서 수거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여 정전 시각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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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F-252번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했다(226번 블랙박스 영상은 앞서 주기관 정지시간 분석
에서 사용된 자료다). 이 영상들은 주로 C갑판 중앙과 선미 쪽에 있는 형광등이 언제 꺼졌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SEDF-252 (C61)
그렌저

주전원

주전원

[SEDF-252]
[그림 2-69]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C갑판 형광등 위치.
SEDF-226D에서 녹색은 사고 전, 붉은색은 사고 후를 뜻한다.

주전원

주전원

주전원

주전원

3)
(C4 )
226 동 후
F
이
SED (화물
모
산타
SEDF-226 (C43)
산타모(화물이동 전)

주전원

비상전원

주전원
주전원
주전원

[SEDF-226]
[그림 2-70]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전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C데크 형광등 위치.
SEDF-226에서 파란색은 사고 전, 붉은 색은 사고 후를 뜻한다.

제2장. 넘어지다

했다. C갑판에 우현에 있던 차량에서 나온 SEDF-226번과 C갑판 좌현에 있던 차량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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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226번과 252번 블랙박스 영상 모두 주전원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형광등들이 9시 21
분 29초 무렵까지 켜져 있었음을 확인했다. 주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약 13초가 지나자 비상 전
원을 공급받는 형광등들이 9시 21분 43초경 점등되었다. 9시 49분경에는 비상 전원마저 끊기
면서 여기에 연결된 형광등들도 모두 꺼졌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들이 언제 작동을 멈췄
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주기관에 대해 실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동 주파수 분석을 했다.
발전기를 운전할 때 나오는 36Hz 대의 진동 주파수를 조사해보니 9시 17분 무렵 에너지가 낮
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이때쯤 발전기 1대가 정지했다는 뜻이다. 그런 다음 9시 22
분 37초 전후로 마지막 발전기가 모두 정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세월호의 각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 시스템은 사고 당시까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
다. 다시 말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세월호의 기기들은 사고 시점까지 전원 공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 발전기와 비상 발전기 모두 세월호가 우현으로 돌면서 좌현으로 넘어진 후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정지했다. 또 주 배전반과 비상 배전반의 배선용 차단기 조사 결과도 당시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기 공급 이상으로 세월호의 우선
회 및 횡경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제거할 수 있다.

세월호가 외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가
선체가 외부 물체와 부딪혔음을 시사하는 물리적 흔적은 없는가?
세월호의 외부 손상 상태에 대한 조사는 브룩스벨이 2017년 4월 6일에 시작했다. 인양된 세월
호가 중량물 선박인 화이트 말린(White Marlin)호에 실려 목포에 도착했으나 아직 육상으로는
옮기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세월호는 좌현쪽에 리프팅 빔 33개를 넣어 지지하고 있었다. 브룩
스벨은 이날 1) 육안으로 보이는 객실부 2) 중앙 지지빔 위쪽 좌현쪽 외판 3) 평저를 포함한 중
앙 지지빔 아래쪽 좌현쪽 외판 부분에 대한 육안 조사를 실시했다. 남은 부분인 4) 우현쪽 외판
은 추후 화물 하역 작업 기간에 조사했다. 발견된 외부 손상에 대해서는 선미부터 시작하는 늑
골 번호를 기준으로 손상 상태를 묘사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다만 좌현 외판의 1/3 정도에 해
당하는 리프팅 빔과 선체가 접촉하는 부분은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외부 손상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서 브룩스벨은 세월호에서 ‘외부 물체로 인한 어떠한 손상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53) 외부 물체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좌
현 핀 안정기에 대해서는 목포신항 근처 창고에서 조사한 후 ‘잠수함이나 외력이 접촉한 증거
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다(좌현 핀 안정기에 대해서는 선조위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했다. 아
래 참조). 이는 선체의 외부 손상 상태 육안 조사에서는 세월호의 우현 급선회, 좌현 방향 횡경
사, 빠른 침몰을 설명하는 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5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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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형에 대한 정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브룩스벨의 외부 손상 조사와는 별도로 선조위는 외력에 의해 선체가 손상되었다는 여러 의혹
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조사 및 용역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선조위는 영상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인양된 선체를 직접 확인하여 의
혹이 제기된 부분들의 상태를 조사했다. 모두 9군데에 대한 선조위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55)

번호

의혹
이미지

내용

조사 결과

1

선미 프로펠러 주변 손상

파공 확인 안됨

2

프로펠러 손상

해저면 충격 흔적 없음

3

선미 물결무늬 손상

사고 이전 존재 확인

4

선저 물고기 모양 손상

흰색 도료 확인
/ 추가 조사 필요

5

선수 우현 4층 A갑판 파공

동일 영상 비교 결과 파공 확인 안됨.

6

선수 크레인 도르래 손상

도르래 구조물 형태에 따른 착시 가능성 확인
/ 추가 조사 필요

7

선수 불워크 손상

불워크 손상 경위 확인
/ 손상 원인 추가 조사 필요

8

구상 선수(Bulbows Bow) 손상

일반 운항 시 발생 가능함 사진으로 확인

9

선수 선저 파공

동일 부위 촬영한 사진 검토로 손상 없음 확인

제2장. 넘어지다

리프팅빔에 가려진 좌현 외판 부위에 대한 미확인, 그리고 리프팅빔 사이의 외판 부위 파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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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좌현 하부의 외판 변형 상태에 대한 분석은 용역 과제를 통해 실시했다. 인하대학교 연구
진은 인양 직후 3차원 계측된 외판 정보를 바탕으로 선체 변형 상태를 분석했으며, 구체적으로
선저, 선측, 선미 등 변형이 관찰된 부분은 대부분 좌우 대칭으로 변형이 있었다. 그러므로 관
찰된 변형은 비대칭적인 하중, 즉 외력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할 때 발생한 오
차거나 운항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변형이라고 추정되었다. 구상 선수 근처에서 발견된 대칭
변형도 선체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거나 운항 중에 누적된 변형으로 판단
했다. 마지막으로 구상 선수 부분의 비대칭 변형은 좌현쪽, 즉 지면 방향으로의 변형이었는데,
이는 선체를 거치하면서 자체 무게에 의해 처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세월호
의 외판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외력에 의한 변형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56)
선조위는 또 좌현 하부의 탱크에 파공(破空, 충격으로 깨진 구멍)이 있는지 조사했다. 세월호
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기 전이나 후에 외부 충격에 의해 구멍이 나고, 그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파공이 있었다면 세월호의 선회 및 횡경사에서
침수와 침몰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조위는
기관실 전단격벽(기관실 구역의 가장 앞에 있는 격벽)에서부터 선수 방향으로 가면서 나뉘어
있는 각 구획 내부의 상태를 조사하였으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의심할 만한 파
공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서 사고 당시 외부 물체와 부딪혔
다는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리프팅빔에 가린 좌현 외판 부위가 직립 후까지 확인되
지 못했고, 좌현 핀 안정기가 사고 당시 외부 물체와 부딪혔다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었으며, 이
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좌현 핀 안정기의 상태에 대한 일차적인 조
사는 선조위 조사1과에서 실시한 바 있다([그림 2-71]). 조사1과는 인양 작업 중에 선체에서 절
단하여 이후 목포신항만 물류 창고에 보관된 핀 안정기의 상태를 도면과 대조하면서 조사했다.
조사1과는 또 용역 과제를 통해 좌우현 핀 안정기를 3차원(3D) 촬영하고, 좌현 핀 안정기 내외
부를 개방하고 변형을 검사했다. 좌현과 우현 핀 안정기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좌현 핀 안정기는 최대 작동 각도인 25도를 초과하
여 양력(nose-up) 방향으로 50.9도 돌아간 상태였다. 이와 같은 회전 상태로부터 세월호의 좌
현 핀 안정기가 ‘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어떤 외력의 힘에 의해 최대 작동각을 벗어나 배가 부
양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핀 안정기는 침몰 후에도 여전히 선체에
붙어 있었으므로, 이 힘은 핀 안정기를 부러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 작동 각도 이상으로 회
전시킬 정도의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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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제어장치

좌현 핀안정기
현장 제어장치

[그림 2-71] 세월호 핀 안정기 및 제어장치 위치

따라서 좌현 핀 안정기에 어떤 외부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가해졌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
다. 육안과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조사하였으나 핀 안정기 내부와 외부에서 외력의 충격으로
생긴 손상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핀 샤프트 주위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핀 끝단에는 핀
안정기를 절단할 때나 수거할 때 사용한 와이어 로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절단된 핀 축의 변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핀 안정기가 최대 작동 범위
를 벗어나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핀에서 샤프트를 분리하기로 했다. 핀 축 표면과 내부 보
스(boss) 표면을 육안으로 검사하였을 때 양쪽 접촉면에서 원주 방향으로 긁힌 자국(scratch)
을 발견했다. 이는 과도한 외력으로 인해 핀이 축으로부터 원주 방향으로 회전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핀의 비틀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을 절단한 후, 그 절단면의 선수,
선미, 좌현, 우현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500배율의 마이크로 조직 검사를 실시했다. 시편들 사
이의 조직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해저면에 닿으면서 퇴적층을 파고 드
는 경우,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 손상 없이 핀 안정기의 축이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해저면 바닥 상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세월호가 착지한 후 이
동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축의 회전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8)
좌현 핀 안정기를 포함한 외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선조위는 2018년 4월 13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좌현 핀 안정기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외력 검증 TF(Task
Force)’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한 외력 조사 개시는 핀 안정기와 관련
한 의혹뿐만 아니라 사고 순간의 AIS 데이터 상의 높은 우 선회율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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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물차의 이상 거동 등 외력과 관련한 의혹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조사를 수행하여 ‘외
력 의혹에 대해 참사 당시 항적과 이상 거동의 발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증 및 분석을 통해 참
사 원인 규명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외력 검증 TF에서는 우선, 좌현 핀 안정기의 축방향 변형이 외부 물체와 부딪혀서 생긴 것인
지 아니면 침몰 당시 해저면에 닿는 힘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핀을 과도하게
회전시키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해저면 착저의 경우, 침몰 지역의 지반을 조사하고 지형 정보
를 활용하여 핀이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그때 핀이 받는 하중을 분
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외부 물체 충돌의 경우, 제조사 도면을 참고하여
핀 안정기에 대한 구조 해석을 실시, 외부 충격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전인지 검토해야 했
다. 2가지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 2-72]와 같다.59)

해저면
[그림 2-72] 해저면 착저 시 핀 안정기 회전 가능성. 핀의 뒤편 꼬리(tail) 상부부터 해저면에 닿아 뚫고 들어가면
핀이 양력을 받는 상태(nose-up)로 회전할 수 있다.

[그림 2-73] 외부 물체 충돌 시 핀 안정기 회전 가능성.
핀의 뒤편 꼬리 부위에 외부 물체가 충돌하는 각도와 힘에 따라 핀이 양력을 받는 상태로 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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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한편 제조사인 롤스로이스 본사를 방문하여 세월호 핀 안정기의 변형 원인을 논의했
다. 이렇게 수집한 관련 자료를 조사 용역 수행 기관에 전달하여 선체가 해저 지반에 닿을 때
핀 안정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Soil-Structure Interaction 해석을 통해 평가했으며 침몰 시나
리오와 해당 지역의 지반 조건에 따라서 핀 안정기에 작용할 수 있는 하중의 범위를 제시했다.
또한 세월호가 해저 지반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4~5m 가량 이동할 때 핀 안정기가
받을 수 있는 저항도 계산했다.
핀 안정기 변형 연결부 구조 해석에서는 핀 안정기에 소성 변형은 없이 슬라이딩 변형을 발생
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찾아내고자 했다. 즉, 핀 안정기가 선체 침몰시 지반에 닿아
서 변형되었든, 침몰 전에 외부 물체와 부딪쳐서 변형되었든, 핀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키지 않
으면서 현재 상태처럼 50.9도만큼 비틀 수 있는 힘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힘의 크
기와 각도를 달리해가며 50톤, 150톤, 260톤의 힘이 각각 0도, 26도, 52도의 각도에서 작용하
는 모두 9가지 경우를 검토했다([그림 2-73]). 260톤은 마린 3차 모형 시험에서 핀 안정기에
가했던 외력의 크기다. 분석 결과 150톤이나 260톤의 힘이 작용할 때에는 모두 소성 변형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좌현 핀 안정기의 상태와 부합하지 않았다. 50톤의 힘을 가하는 경
우에는 그 하중의 각도가 0도와 26도일 때는 슬라이딩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50톤의 힘이 52도의 각도에서 작용할 때에는 소성변형 없이 슬라이드 변형이 일어날 수 있
다는 결과가 나왔다.60) 핀 안정기의 축과 보스 부위가 체결되는 제조사의 열박음 공법으로부터
계산된 비틀림 저항력은 약 66톤-미터 정도로 하중 38톤-미터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
이는 순수 회전력이 작용하는 경우 대비 접촉 면적 변화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등 구조 해석
모델의 형상이 가정된 상태에서 모델링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상의 정확한 접촉면적 변화를 반
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외력 검증 TF는 2가지 핀 안정기 변형 시나리오, 즉 침몰 시 해저 지반을 뚫고 들어가면서 변
형된 경우와 침몰 이전에 외부 물체에 부딪쳐서 변형된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특정을 지을 수 없었다. 이는 해석의 제한성에도 착저 시 하중 범위에 비해 슬라이딩이 가능한
하중이 근접하여 2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소성변형 없이 축 변형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
었기 때문이다.

선체가 외부 물체와 부딪혔음을 시사하는 데이터상의 증거는 없는가?
좌현 핀 안정기의 외력 작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 외에도, 외력 검증 TF는 외부 물체의 충돌
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시험 및 실험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외력
검증 TF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의혹 쟁점 중 하나는 AIS상으로 보기에 세월호가 오전 8시 49
분경 선회율이 비정상적으로 큰 급우선회(회귀 분석 결과 초당 3도를 넘는 ROT)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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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마린에서 실시한 1차와 2차 모형 시험이 이처럼 높은 선회율을 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외력 검증 TF는 3차 모형 시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3차 모형 시험에서 외력 검증 TF는
선회율을 포함한 사고 순간의 항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크기, 방향, 시점의 외력을 가해
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핀 안정기에 외력을 가할 경우 선박의 거동, 특히 선회
율과 횡경사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자 했다.
2018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7월 2일에 실시된(7월 2일에는 외력 검증 TF 입회 없
이 마린 단독으로 수행) 마린 3차 모형 시험은 CFD를 통한 최적의 외력 작용 각도와 위치 특정
에 실패하여 임의로 위치와 각도를 달리하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61)
선조위와 마린은 윈치를 통해 모형에 가하는 최대 힘을 핀 안정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인
260톤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시험의 여러 기본 조건들은 1차와 2차 시험 때와 같았지만, 몇 가
지 새로운 수치와 시나리오를 도입했다. 앞선 시험과 마찬가지로 4개의 중량물을 설치해서 화
물의 무게와 이동을 재현했다. GM으로 나타내는 적하 조건(Loading Condition)은 0.58m와
0.45m, 2가지를 사용했다. 이 중 0.45m는 1차와 2차 시험 때도 적용했던 조건이다. 타각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상황을 가정하여 우현으로 최대 37도 또는 40도까지 주는 시나리오를
사용했으며 타가 회전하는 속도(Rudder Turn Rate)도 양현 타기 펌프를 모두 가동하는 조건
을 추가하여 이전과 다르게 설정하여 시험했다.
3차 모형 시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치는 모형배에 외력을 전달하는 윈치다([그림 2-74],
[그림 2-75]). 수조 안에서 모형배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싸고서 배를 따라 움직이는 설비에 장
착된 윈치는 미리 정해놓은 시점에 모터를 돌려 모형 배에 연결된 줄을 당긴다. [그림 2-74]는
윈치 막대가 수면 아래 80cm까지 내려와서 물 속에서 줄을 통해 모형 배와 연결된 모습을 보
여준다. 수평 방향 58도로 윈치가 힘을 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대체로 횡경사 18도가 되었을
때 외력을 가하도록 설정했고, 일부 시험에서는 횡경사가 아니라 요(yaw) 각도에서 외력을 가
하기도 했다. 또 윈치가 최소 5초에서 최대 15초 동안 줄을 당겨 외력을 가할 수 있도록 설정했
다. 또 원형 설비에 윈치를 장착하는 위치를 바꿈으로써 윈치가 외력을 가하는 각도를 설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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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윈치 장착 위치 예시. 우현 수평 방향으로 58도 위치에 있다. 윈치 막대는 수면 80 센티미터 아래까지 뻗어 있다.

[그림 2-75] 윈치 설정 모식도. 위는 정면에서 본 그림.
윈치 막대가 수면 아래 80 센티미터까지 내려와서
물 속에서 줄을 통해 모형배와 연결된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는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 수평 방향 58도로
윈치가 힘을 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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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으로부터 접수한 3차 모형 시험의 Raw Data에 근거해서 외력 검증 TF는 다음과 같이 시
험 결과를 분석했다.
- 260톤 외력을 좌현 핀 안정기에 수평각 28도와 수중 도르래 위치 20m에서 15초간 작용 시,
선회율은 초당 2.6도까지 증가, 증가 경향은 외력을 적용하는 즉시 바로 나타나나 편각은 외
력 작용이 끝난 약 15초 후부터 증가함
- 선수각은 외력 작용 후반부에 자력 선회 대비하여 최대 5도 증가, 횡경사의 경우는 외력 작
용 즉시 감소하면서, 작용이 끝나면 최대 20도가 자력 대비 감소
- 선속은 외력 작용 즉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력 작용 시간이 길수록 선속 증가분
도 커진다. 이는 AIS 항적에 나타난 결과와 배치됨
- 좌현과 우현 엔진의 파워를 비교한 결과, 우현 엔진 파워는 횡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나, 좌현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특히 ROH의 감소와 선속의 증가를 가져오는 윈치 시스템의 한계가 다시 지적되었으나 추돌
외력에 따라 ROT(~2.6도/s), ROH(~3.5도/s) 증가를 확인했고, GoM 0.06~0.6의 광범위한
복원성, 대각도 타각(0~35도~40도), 보수적인 화물 이동, 대수속력 1.5노트 증가(조류 효과
고려) 등 가혹한 모형 시험 조건으로도 이르지 못한 선회율 한계 선회율(<2.0도/s)를 외력으로
극복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 조사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마린에서 실시한 3차 모형 시험은 외력을 도입할 경우 세월호의 AIS 선수 방위각 데이터로부
터 계산한 선회율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시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선회율은 초당 2.6~2.7도였다. 이는 시험 계획 단계에서 외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
용한 높은 선회율값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를 근거로 마린은 모형 시험 데이터와
AIS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 비교의 기준이 되는 AIS 데이터에 잡음(noise)
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차와 2차 모형 시험 결과에 대한 설명과 같은 논리
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모형 시험 자체가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
성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설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깝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참값 또는 목표값과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며, 그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인자가 얼마만큼의 정량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지 분석한 후에 그러한 방식의 결론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시험 조건 내에서 목표값 또는 참값에 못 미치는 값만을 계측했을 때는 그 초과가능성에 대
해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에 필요한 인자를 아직 밝히지 못
했기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과정이 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범
위 일때는 그 추정에 대해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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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이견에 대해서는 시험의 목적과 용역의 범위에 맞게 추가 협의될 필요가 있다.

외력 검증 TF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원인으로서 외력은 항상 터부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조사
용역에서 외력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용역의 객관적인 가설에 앞서 주관적인 한계를 먼저 제기
하여 업체 선정 조차 힘든 지경이었으며, 실제 진행한 용역 조사의 결과도 이런 선입관에서 자
유로울 수 없었고, 그것은 과학적 접근의 장애 요소로 자리했다.
그럼에도 선조위가 외력을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외력 검증 TF를 통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의혹에만 머무르던 외력을 조사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은 결과를 떠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에 반해 방대한 조사의
영역은 각각의 단위 과제들이 충분한 성과와 결론을 내기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외력 검증 TF는 조사 방향에 있어서 외력의 물체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월호가 사고 순
간에 보인 비정상적인 거동의 원인 중 하나로서 외력을 대입했을 경우 그것이 재현 가능한 것
인지, 가능하다면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이상의 사실들
에 근거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선조위 종료 직전 확인된 좌현 핀 안정기실-기관실
주변의 국부 변형과 파단, 그리고 내부 대변형과 같이 세월호 선체가 담고 있는 외부의 힘에 대
한 반응의 흔적들은 하나 하나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할 때 TF의 결론인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과 조사 세력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다. 3차 마린 모형 실험 결과 핀안정기 후미에 가한 외력으로는
선회율은 증가하였지만, 선속과 횡경사에는 실제와 다른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핀안정기에 가
한 외력이 선회율만 증가시키는 모멘트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방향의 속도를 증가시키
는 길이 방향의 힘과, 횡경사를 줄이는 방향의 모멘트도 함께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기본적으
로 구속 없이 6 자유도 운동을 하는 선박을 특정 부위에 특정 방향의 하중을 가해 오로지 선수
선회만 가속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멘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크기는 같고 힘
은 정반대인 짝힘이 동시에 가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핀 안정기 외에 좌현 선미 쪽
의 파손 부위에 직접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파손 부위의 함몰 부위가 깊고 넓지
않아 선수 선회율을 증가시킬 정도의 큰 힘이 가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그곳에 충
격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선속이나 횡경사에 영향 없이 선회율만 키울 가능성은 매
우 낮다. 다만, 좌현의 핀 안정기실 주변과 후미의 파손이 착저나 인양 중 발생할 수 있음을 확
인하는 직립된 세월호 선체의 추가 정밀 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장범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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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마린과 선조위 외력 검증 TF 사이에 상이한 지점이 다수 존재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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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세월호가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세월호가 출항 허가를 받아 인천항을 떠난 다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이 배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항구를 떠난 배는 맹골수도를
지날 무렵 빠르게 우현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이것은 배를 좌현 쪽으로 기울게 했다. 만약 상
식적인 배였다면 조금 기울었다가 바른 자세를 회복했을 터이지만, 세월호에는 그런 복원력이
없었다. 배가 20도 정도 기울자 화물이 좌현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각종 화물이 대규모
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배는 돌이킬 수 없이 쓰러졌다. 1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배는 빠르게
우현으로 돌았고 동시에 좌현으로 넘어졌다. 선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고, 배를 제자리
로 돌려놓을 줄도 몰랐다.
세월호를 넘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단 하나의 원인을 지목하기는 쉽지 않다. 맹골수도에
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상 현상은 배 자체
였고, 그것은 육지에서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오랫동안 키워온 문제였다. 넘어진 세월호를 설
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정적인 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 원인들의 연쇄와 결
합이다. 통상적으로 배의 복원성과 솔레노이드 밸브와 화물 고박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 관계
나 연쇄 관계는 없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어느 하
나가 다른 하나와 반드시 결합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어떤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불운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천천히 생겨난
현상이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실수와 불운이 겹칠 때 이런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거나 함께
발생하여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날 세월호에서 여러 원인이 결합하는 것을 막고 그 비
극적인 연쇄를 끊기 위한 시도는 없었거나 실패했다.
배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이후, 또 한번의 ‘만약’이 남아 있었다. 만약 세월호가 상식
적으로 닫혀 있는 배였다면, 넘어진 배는, 그리고 배 안의 사람들은, 물에 뜬 채 더 오랫동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만약’도 실현되지 못했다.
2장의 결론을 간략히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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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AIS 항적 데이터에 따르면 8시 49분 40초 즈음에 선수 방향이 184도→199도→213도
→191도→229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생성 시
간(생성 시간)의 오류로 판단된다. 즉, 위치 정확도가 변하는 구간에서 생성 시간과 수신 시간
이 꼬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생성 시간의 보고 주기가 수신 시간과 일치
하도록 보정하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선수 방위도 이러한 보정을 통해 순차적으
로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를 대각도 횡경사로 인한 자이로 컴퍼스의
이상 현상(hunting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45도 이상의 횡경사를 복합적으
로 적용한 자이로 컴파스 실증 실험에서도 급격한 이상 작동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자이로 컴
퍼스의 이상 현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IS 항적을 수신 시간 또는 보정된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하더라도 위치 정확도가 바뀌는
구간에서의 위치 정보 꼬임 현상이 발견되며, 모형 실험의 항적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적
절한 보정이 필요했다. 보정 대상은 오차가 큰(>10m), 즉 위치정확도(PA)=0인 점으로 국한했
으며,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GPS의 대지 속도(SOG)와 대지 침로(COG)는 정보에, 그 전
위치 정확도=1인 점에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했다.
이렇게 위치 정확도=0인 항적 데이터를 보정한 다음에는, D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위치 정
보를 선박의 선회와 횡경사를 고려해, 선박 중심 위치 사이 상대 거리를 계산하고 선박 중심에
서의 위치 정보로 수정했다. 이렇게 수정한 선박 중심에서의 항적도는 기존 항적도보다 조금
더 작은 선회 반경을 보인다. 이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우현으로 선회하다 보니, 안테
나 위치에서의 횡방향의 두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어 더 작은 선회율을 보인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정한 세월호의 사고 당시 항적도를 이용하여 마린 실험 결과와 비
교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4월 16일 사고 시간대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7대 블랙박스에 대해 KBS 세월호특별취재팀의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모두 추출한 후 재편집하는
방식으로 7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종 동기화했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세월호의 화물 이동 과정을 보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 2초~8시 49분
13초경 선체가 한 차례 좌현 방향으로 기운 후 복원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8시 49분 22초경부
터 좌현 횡경사가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 본격적인 화물 이동은 발
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서히 기울던 세월호는 8시 49분 38초~39초경 좌현이 약 18
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익” 하는 소음이 발생한 후 초당 3.13도가량으로 급격히 기울어 8
시 49분 49초경 최대 약 47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8시 49분 43초경부터 C갑판에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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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화물 이동은 세월호가 약 30도가량 기운 이후다. 그리고 세월호가 최대로 기운 이후에도
다수의 차량이 본래의 위치에 고박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음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관찰되었다.

조타기
세월호를 인양한 뒤 선체조사위원회는 선미 타기실에 있는 2번(좌현) 타기 펌프의 파일럿 밸브
가 중립 위치가 아니라 한쪽에 가깝게 밀린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사고 원
인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세월호는 보통 타기 펌프를 2대 모두 사용하여 인천항을 떠난 후, 선박 왕래가 분주한 지역을
벗어나고 항해가 본궤도에 오르면 통상적으로 타기 펌프 한 대를 껐다. 4월 15일 오후 9시 인
천항을 떠나면서 타기 펌프를 2개 작동한 이후 누군가가 언제 타기 펌프 하나를 껐는지 확인되
지 않는다. 사고 후 3등항해사 박한결은 타기 정지 관련해서, 검경합수부 7차례 조사, 검찰 12
차례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 선조위 2차례 조사 등에서 단 한번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타기 정지 버튼은 커버로 덮여 있기 때문에, 3등항해사가 버튼 커버를 열면
서까지 타기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정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소와 같
이 사고 당시 3등항해사 박한결은 제주행 타기 펌프 1대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항해사들의 진술만으로는 당일 어떤 펌프를 사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부터 2대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기술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인천행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인천 출항 시 타기 두 대를 사용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그 즉시 조타 불능 상태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이 확인된 이상, 인천행 펌프는 분명히 사용되고 있었고 고착도 사고
당시에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제주행 펌프도 함께 사용되었는지는 확
인하기 어려우나 출항 당시 2대의 펌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굳이 제주행을 중간에 정지시
켰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2대 펌프 모두 사용한 것이 타당하다(장범선 위원).
이런 논란에도 인천행 타기 펌프의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참사 당시 인
천행 타기 펌프 사용 중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착되었을 경우에 솔레노이드밸브 고착과 참사 당
시 배의 침몰 원인과 연결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1번과 2번 타기 모두 사용하다가 2번 타기가 5도에서 고착이 발생하는 경우
이다. 그 순간 1번 펌프는 2배의 속도로 회전하는 관성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높은 압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브레이크 밸브 쪽으로 오일이 흐르
면서 타는 계속해서 우현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우현 전타가 발생한 후에는 타의 관성
력은 사라지고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게 되면 오히려 1번 타기에 중력이 더해져 타는 양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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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동적 시뮬레이션과 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린 모형 실험
마린은 모형 시험에서 테스트한 모든 조건에서 여객선이 선회할 때의 횡경사는 10도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세월호가 최초 횡경사 이후에 복원
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횡경사 10도와 30도 사이에서
복원 모멘트가 좋지 않은 세월호가 일단 10도 이상으로 기울자, 배는 쉽게 국제 규정 범위를
넘어 횡경사 18~20도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모형 실험 결과와 AIS 항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세월호는 모형선보다 급격한 선회
를 보여준다. 하지만 모형 실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면 모형시험에
서의 항적이 실제 항적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
지속도와 선수 선회율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대지 속도는 DGPS 안테나 위치에서의 속도이다
보니 세월호가 선회하고 기움에 따라 횡방향 속도가 더해져서 AIS 항적에서는 더 빠르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선수 선회율은 자이로 컴퍼스의 변속도 오차나 가속도 오차로 설명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오차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원인으로서 항상 금기시되어온 외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조사를 수행했다. 의혹에만 머무르던 외력을 조사 영역으로 가져
온 것은 결과를 떠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에 반해 방대한 조사
의 영역은 각각의 단위 과제들이 충분한 성과와 결론을 내기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특히 선
조위 종료 직전 확인된 좌현 핀 안정기실-기관실 주변의 국부 변형과 파단, 그리고 내부 대변
형과 같이 세월호 선체가 담고 있는 외부의 힘에 대한 반응의 흔적은 하나하나 확인과 검증 과
정을 거쳐야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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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는 좌현 45도로 급히 기울었다. 그 직후 주기관이 작
동을 멈추고 세월호는 조류에 의해 표류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 무렵 선체 외부로 나 있는 몇
몇 출입구를 통해 바닷물이 이미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 유입된 물의 양은
배를 침몰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오전 9시 58분경 세월호가 68.5도 기울어지자 A갑판 선미 쪽
객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좌현 쪽부터 단원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머물던 SP-1(28인용),
SP-2(42인용), SP-3(28인용) 객실이 있었다. 배가 기울어진 뒤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 대기
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라 대기하던 SP-1 객실의 학생들은 나무 캐비닛 안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었다. 마침 헬기 소리가 나고 바다 쪽 창문 밖으로는 해경 구명보트가 보였다.1)
SP-1 객실 창문은 어느새 바다에 잠기고 있었다. 세월호는 선미에 설치된 차량 출입문 틈 사
이로 침수가 시작돼 선미부터 가라앉았다. 창문이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배는 더 빨리 기울어
졌다. 바닷물이 들어와 객실에 차오르자 구명조끼를 입은 몸이 둥둥 떠올랐다. 일부 학생들은
가까스로 헤엄쳐서 복도로 빠져 나왔다.2) SP-2 객실에도 빠르게 물이 들이쳤고, 학생들은 차
가운 바닷물을 피해 캐비닛 위로 올라탔다. 그러나 캐비닛은 점점 가라앉았고, 어느새 물이 가
슴까지 차올랐다. 일부 학생은 탈출했지만, 일부는 나오지 못했다. SP-3 객실에 있던 학생들
은 옆 객실에 물이 가득찰 때까지 안내 방송을 믿고 기다리다 배가 뒤집어지는 찰나, 선미 출입
구로 들어온 해수에 갇혀버렸다. 불과 20여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3) ‘그렇게 빨리 가라앉
을 줄 몰랐다’는 일반적인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 세월호의 침수와 침몰은 비슷한 규모의 선박
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속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좌현 45도가량의 초기 횡경사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져야 할 필연
적인 이유는 없었다. 30도 이상 기울어진 선박이 장시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
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좌현으로 크게 기운 상태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전복되지 않고
머물렀더라면 승객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는 급격한 횡경사 이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나자 130도 가깝게 기울었고, A갑판과 B갑판은 완
전히 침수되었다. 사건 당시 영상과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9시 50분경에 이미 객실 좌현 출
입문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20-30분 안에 완전히 침수되어버렸다.4)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난 과정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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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수와 침몰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지만, 구체적으로 선내에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근거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검경합수부), 해양안전심판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조사 기
관들은 침수와 침몰 과정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통적으로 컴퓨터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이
라는 방법에 의존했다. 사고 당시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어떤 순서로 유입되었는지 알 수 있
도록 선내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물리 법칙과 어긋나
지 않게 침수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된다. 이는 선조위의 조사 활동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선조위의 경우는 선체 인양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선체 내부의 조
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선내 구획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모의 실험과 축소 모형 실험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비해 선조위의 결
론이 훨씬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조위의 침수·침몰 관련 조사 활동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5) 세월호가 빠른 속도로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유입된 바닷물의 흐름을 막아주어야 할 수밀문(水密門)을
대부분 개방한 상태로 항해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어 횡경사 약 45도
에 이르자 C갑판 외판의 루버 통풍(Louver Vent) 구조를 통해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핀 안
정기실로, 파손된 창문과 외부 상단의 배수구(scupper)를 통해 C갑판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되
기 시작했다. 배의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간 물은 배를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고(흘수의 증가),
배의 위쪽으로 축적된 물은 배를 더 왼쪽으로 기울게 했다. 이렇게 되자 다른 통풍구와 창문을
통한 침수로 이어졌다. C갑판으로 유입된 바닷물은 차량 이동용 경사로를 통해 D갑판으로, 이
어서 개방된 수밀 해치를 통해 E갑판으로 흘러 들어갔다. 네덜란드 해양 연구소 마린(MARIN)
에서 수행한 컴퓨터 모의 실험에 따르면, 이들 수밀문들이 닫혀 있었다면 세월호는 65도 가량
의 횡경사를 유지한 채 훨씬 긴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수밀성이 제대로 유지되었더라면 2014년 4월 16일과 같은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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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수·침몰에 대해 알려져 있던 사실들

세월호가 침수된 후 침몰하는 동안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영
상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항공대 소속 헬기 511호는 이미
오전 9시 26분경부터, 뒤이어 도착한 해경 123정은 9시 34분경부터 현장 영상을 카메라에 담
기 시작했다. 이들이 생산한 사진과 영상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이
는 세월호 전복과 침몰 과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다. 이후 침수·침몰 관련
조사 활동은 이러한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처음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검경합수부는 해경 123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을 바탕으로 시간대별로 횡경사 각도의 변화를 정리한 표를 작성했다.6) 이 표에는 123정이 사
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4분부터 세월호가 전복한 10시 17분 사이에 관찰된 횡경사 각도
가 정리되어 있다. 이로부터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월호는 좌현 50~60도를 전후한
횡경사가 서서히 증가하는 상태를 1시간가량 유지하다가 약 9시 50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선내로
유입된 바닷물이 배 뒷부분에 축적되면서 선미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선수부만 수면 위로 드러
나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내로 유입된 바닷물이 얼마만큼, 어떤 경로로, 어느
지점을, 어떤 순서로 침수시켰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의 침수·침몰 조사 활동은 크게 2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첫
째, 선체 개구부의 열림 상태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 활동은 몇몇 선원들의 진술
과 막연한 추정에 근거했다.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의뢰로 가장 먼저 조사를 했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의 보고서는 ‘개구부의 열림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뮬
레이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오차는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7) 둘째, 급격한
횡경사가 나타난 오전 8시 49분부터 9시 34분까지 약 40분 동안의 관찰 데이터가 당시에는 없
었기 때문에 초기 횡경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는 침수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명
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KRISO 보고서는 횡경
사 초기 조건을 ‘오전 8시 50분, 좌현 30도’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8) 이는 사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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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이후 선조위의 세월호 선체 인양과 현장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한계는 완벽하게
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첫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에 대한 조사 결과 선박 외판과
내부의 여러 출입구 및 환기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예전보다는 훨씬 명확한 근거를 바
탕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조사 당시 개구부의 상태가 사고 당시의 상태인지에 대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
능하다. 둘째, 세월호 화물칸 차량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침수의 전 과정에 걸쳐 시
간대별로 선체가 좌현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KRISO 보고
서에서 가정했던 ‘오전 8시 50분, 좌현 30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8시 49분경에 이미 좌현 45
도까지 기울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일부 블랙박스 영상은 실제로 선내로 바닷물이 유입되
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침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9)
이렇듯 세월호의 침수 과정에 대해 선체 내·외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선체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침수가 일어나 전복과 침몰에 이르게 되었는
지 알아내기란 여전히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초기 단계에 침수가 시작된 개구부의 위치와 유
입된 바닷물이 어떤 경로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횡경사와 침수의 정도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수·침몰 관련 조사 활동은 세월호라는 배의 상태(구획 구조
및 개구부의 상황)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실들 바탕으로 바닷물의 선내 침투 경로를 모사(模寫,
simulate)하여 각종 사고 현장 영상을 통해 알려져 있는 배의 거동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타당하고 그럴듯한(plausible) 침수·침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조사의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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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사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한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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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월호의 침수·침몰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까지의 침수·침몰 관련 조사 활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절에서는 2017년 이전의 각종 조사 보고서에서 이러한 한계에
도 세월호의 침수·침몰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가정과 추정을 했고,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여 어
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침수·침몰 관련
조사의 동기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2014년 8월 12일 발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한 기구는 검경합수부의 전문가 자문단이었다. 사
건 발생 다음 주인 4월 25일 허◯범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을 단장으로 총 11명의
자문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은 약 3~4개월 동안 운항 과실(선박 조종), 복원성,
컴퓨터 모의 실험, 인적 요인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했다. 자문단 보고서는 크게
‘항적의 검토와 원인 분석’, ‘복원성 및 운항 상태 분석’, ‘선박 조종 및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인적 요인 검토’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선박 조종 및 침수·침몰 시뮬레이션’은 KRISO에
서 이동곤 선임연구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수행했다.
하지만 검경합수부 자문단 보고서는 침수·침몰 과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고의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분했다. 1) 변침점에서 대
각도 선회, 2) 초기 횡경사 발생, 3) 침수 및 화물 이동에 의한 횡경사 심화, 4) 전복 후 부력 상
실로 침몰. 전문가 자문단은 이 중에서 ‘침수에 의한 횡경사 심화’나 ‘전복 후 부력상실로 침몰’
의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의 연속일 뿐이며 그 발생 원인이나 인과관계 과정에 특별한 의
문점이나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어 집중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당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최초의 대각도 선회와 초기 횡경사가 왜 발생하였는지’에
조사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10) 침수·침몰 과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조사를
의뢰했던 검경 합수부의 목적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별해 직무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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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구진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획을 갑판별로 설정
한 후 갑판 내외부를 연결하는 출입문과 갑판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
는 면적을 가정해 설정했다. 연구진의 가정에 따르면 열려 있던 C갑판 좌현 환기구의 1.0m2 면
적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되었다. 그 외 풍우밀(風雨密, weathertight) 출입문들은 닫혀 있다고
가정했고, 이 문들에 나 있는 좌우 각 1cm씩, 총 2cm의 틈새를 통해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왔
다고 보았다. KRISO는 이와 같은 컴퓨터 모의 실험의 결과를 해경 123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으로 알아낸 시간대별 횡경사 각도와 비교했다. 결론은 ‘두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
다’는 것이었다.
KRISO는 침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표 3-1]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11)
[표 3-1] KRISO 침수 시뮬레이션 요지

경과
시간
횡경 사각

0분 0초
침수 경과

횡경 사각

49deg

침수 경과

30deg

43분 2,600초

초기 조건
좌현 옆현문(개구부 #8)으로 침수 시작
선미 좌현 차량 램프 틈으로 침수 시작

서서히 횡경사가 기울어지다,
2,600초경 Stern Thruster 환기구로 침수됨

47분 2,800초
58deg

50deg

53분 3,200초

엔진룸 환기구, 좌현 함안정기 환기구,
E갑판 환기구, 선수 C갑판 환기구
등에 침수 시작

B갑판 침수 시작, 횡경사는 조금씩
변하면서 침하가 발생

58분 3,500초

59deg
A갑판 침수 시작

62deg

63분 3,800초

선미부 격실 환기구 침수 시작
횡경사 기울어지면서 침하됨

82분 4,900초

77deg
거의 모든 좌현 환기구가 물에 잠기며,
안정성 한계를 넘어감

77-120deg

91분 5,500초 까지

이후 급격히 A갑판, B갑판에
물이 차면서 전복에 이름

97분 5,800초

165deg
120도를 잠시 유지하다가
침하가 계속되면서
횡경사각이 다시 커지고 침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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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KRISO의 컴퓨터 모의 실험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눈
에 띈다. 우선 초기 횡경사 조건으로 설정된 좌현 30도는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선
체 인양 후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오전 8시 49분에 이미 좌현 45도까지 기울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KRISO는 초기 침수 경로를 ‘도선사 출입문(Pilot Door)’라고도 알려진
‘좌현 옆현문(개구부 #8)’과 ‘선미 좌현 차량 램프’로 상정했다. 다만 2군데의 개구부로 바닷물
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문틈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가정했다. 그
렇게 유입된 바닷물이 좌현 49~50도까지의 횡경사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선체
인양 전에 도선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KRISO는
선박 외판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선사 출입문을 통해 초기 침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
에 없었다.12) 이러한 점들은 KRISO의 모의 실험이 당시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해양안전심판원 특별 조사 보고서(2014년 12월 29일 발간)
검경 합수부의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약 4개월 후,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의
특별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심원은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사고 역시 해심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다만 해심원 특별조사부가 침수 과정과 관련해 별도의 조사 활동을
벌이지는 않았고, 검경 합수부에서 제공한 KRISO 침수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해심원 특별 조사 보고서의 침수·침몰 관련 결론 역시 검경 합수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해심원 조사관들은 초기 침수 지점을 ‘횡경사각이 약 15도를 넘으면서 수밀 갑판
(D갑판) 상부에 위치한 풍우밀(weather-tight) 구조의 문(선원들은 ‘도선사 출입문’이라고 호
칭한, 높이 약 1.9m, 폭 약 1.0m, 57~58번 늑골) 틈’, 그리고 ‘횡경사각 약 24도를 넘으면서
선미 램프 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좌현 횡경사가 증가하면서 46도에 다다르면 ‘C갑판 현
측의 여객 출입문(56~58번 늑골) 및 선수 갑판 상 화물창 통풍구 등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바닷물이 추가로 유입되었다. 또 55도에 이르면 ‘트윈 갑판 개구부’가, 57도에서는 ‘B갑판 여객
통로 출입문’이, 64도에서 ‘A갑판 현단’ 등 차례로 침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C갑판으로 유입
된 바닷물은 차량 이동용 경사로를 따라 D갑판으로 흘러갔고, 이후 ‘폐쇄되지 않은 기관실 출
입문 등을 통하여’ E갑판 화물창과 기관실을 순식간에 침수시켰다.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 또
한, 열려 있던 격벽 출입문을 통하여 보조 기관실 및 축계실로 흘러들었다.’13)
위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해심원 보고서의 침수 시나리오는 꽤 구체적인 편이다. 하지만 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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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서술은 침몰하는 세월호 선체 외부에서 관찰한 횡경사의 진행 과정을 토대로 역
으로 추론한 것이었다. 즉, 이 정도 속도로 기울었으니 선체 내부의 바닷물 유입 속도가 이 정
도는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수밀 격벽 사이의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선조위가 선체를 인양한 이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수밀
문들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이것이 세월호 침수 방식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렇듯 2017년 이전의 조사 활동은 세월호 선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배의 상
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추정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한국해양대학교 보고서(2016년 5월 31일 발간)
2015년 8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이듬해 3월, 특조위는 기존의
검경 합수부와 KRISO의 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컴퓨터 모의 실험 용역을 발
주했다. 연구 책임자는 한국해양대학교 이◯갑 교수로 하고, 용역 제목은 ‘세월호의 항적과 경
사각을 이용한 전복(capsize)·침수(flooding) 과정 재현’이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월
호에 바닷물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재현함으로써 침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이 보고서는 KRISO의 컴퓨터 모의 실험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다. 우선
초기 침수 지점을 ‘D갑판 도선사 문과 선미 램프’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검경 합수부의
결론과 같았다. 하지만 ‘급선회로 인한 화물의 쏠림으로 도선사 문이 닫혔으나 선미 램프의 약
간 이격된 하단 부위로 계속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급선회 후 계속 좌현으로 횡경사가 발생’
했다는 지적은 기존의 침수 시나리오와 달라진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KRISO의 시나리오와 유
사해졌지만,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된 과정이 보다 자세하다. 한국해양대가 이렇듯 복잡한 시나
리오를 가정하게 된 것은 D갑판 도선사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세월호 선원의 증언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증언대로 좌현 도선사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면 이곳으로 다량의 바
닷물이 유입되어 들어왔을 것이고, 이대로는 관찰된 침수 거동을 제대로 재현해낼 수 없을 것
이었다. 한국해양대 보고서는 이에 대해 좌현 35도로 횡경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선사 출입문을 밀어 닫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초기 횡경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도선사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바닷물이 일부 유입되었다가,
35도에 이르렀을 때 닫혔다는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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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제한된 데이터와 과감한 추정을 통한 침수 시뮬레이션
지금까지 살펴본 세 건의 보고서들은 선조위가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하기 전 세월호의 침수와
침몰 과정을 당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려 했다. 기존의 조사 결과들이 제시하는
침수 ‘시나리오’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침수
지점을 D갑판 도선사 출입문과 좌현 선미 램프로 잡고 있다. 이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세월
호 구조상 가장 하단에 존재하고 있어서 30도, 심지어는 15도라는 횡경사 초기 단계에 가장 먼
저 해수면에 닿게 되는 출입문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조사들은 초기 침수 지점에서 다
량의 바닷물이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았다. 초기 침수 단계는 닫혀 있는 문의 좁은 문틈을
통해 소량의 물이 유입되어 서서히 횡경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2) 실질적
인 침수는 좌현 45도 이상으로 상당히 기운 후 횡경사 정도에 따라 C갑판 상부에 위치한 각종
환기구 등을 통해 차례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C갑판으로 유입된 바닷물은 차
량 이동용 경사로를 통해 D갑판과 E갑판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조사들은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구부의 열림 상태’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는 추정에 바탕을 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들이 외부에서 관찰된 시간대별 횡경사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조사 결과들은 세월호의 침수와 침몰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
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의 실험이라는 조사 방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선조위의 침수·침몰 관련 조사 활동은 기
존의 조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시뮬레이션의 활
용은 침수 메커니즘을 100%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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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인양 이후 선조위의 현장 조사

2017년 3월 23일,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선체가 인양되자 이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선박 내부의 구획 구조를 파
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세월호를 건조한 일본 조선소(하야시카네조선소)의 도면과 증·
개축을 담당한 신◯선박설계기술사무소의 도면을 통해 대략적인 구획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
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운항 당시 세월호의 구조가 설계도대로 되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선조위 조사관들은 가장 먼저 탱크 구조, 기관 장비 구획 구조, 화물창 구조, 격벽 구
조, 차량 및 화물 구역에 대한 구조 등 기본적인 선체 구획 구조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
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체 내·외부 개구부의 상태를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출입문, 창문, 통풍구 등이 실제로 열려 있었는지, 이러한 개구부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선저 탱크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는 기존 침수·침몰 관련 조사 활동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하나씩 확정해 가는 작업이
었다. 선조위는 이렇게 확정된 구획 구조와 개구부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침수 및 침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구획 구조
선박에 바닷물이 유입되었을 때 침수되어 배의 부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침수 가능
구획’이라고 한다. 침수 가능 구획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면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획으로 열려 있는 개구부는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세월호의
경우 침수 가능 구획은 아래·위 방향으로는 기선(基線, baseline)으로부터 건현 갑판(乾舷甲
板, Freeboard Deck)인 D갑판까지, 앞·뒤 방향으로는 선미 최후단(-11번 늑골)으로부터 선수
격벽(179번 늑골)까지다. [그림 3-1]에서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구역 안으로 통하는 개구부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선조위 현장 조사의 중요한 업무였다.
‘건현 갑판’이란 일반적으로 선박 내에서 그 아래로는 수밀(watertight) 또는 풍우밀
(weathertight) 구조로 되어 있어 ‘어떤 해상 상태에 있어서도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않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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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체가 인양되자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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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다.15) 다시 말하면, 건현 갑판은 폐쇄 장치로 막혀 있는 최상층 전통 갑판이고, 이 갑
판을 기준으로 하여 만재흘수선이 정의되고 건현(수면과 갑판 사이의 거리)이 계산된다. 정상
적으로 운항 중인 배라면 건현 갑판 밑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 침수가 되더
라도 해당 구역에 침수가 격리되어 이웃한 구역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의
경우, 건현 갑판인 D갑판은 전통 갑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의 침수 가능 구획은 선
수부터 선미까지가 아닌, 선미 최후단에서 선수격벽까지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세월호의 침
수 가능 구획이란 건현 갑판(D갑판) 밑으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선조위가
조사한 침수 가능 구획은 아래 [표 3-2]와 [그림 3-1]과 같다.16)
[표 3-2] 건현갑판 하부 침수 가능 구획
구분

물탱크

기름 탱크

보이드 탱크

기관 장비 구획

구획명

범위(늑골)

용적(㎥)

침수율

APT(C)

-11~11

460.61

0.95

No.6 BWT(C)

11~24

202.85

0.95

No.2 FWT(C)

24~32

152.95

0.95

No.1 FWT(P/S)

71~89

106.04 / 108.51

0.95

No.5 BWT(P/S)

91~109

108.17 / 109.28

0.95

No.4 BWT(C)

111~125

143.89

0.95

HEELING TK(P/S)

111~125

226.28 / 226.28

0.95

No.3 BWT(P/S)

125~136

216.86 / 216.86

0.95

No.2 BWT(C)

147~161

201.34

0.95

No.1 BWT(C)

174~179

88.4

0.95

M/G LOST(P/S)

52~59

20.59 / 20.59

0.95

No.2 FOT(P/S)

59~71

55.44 / 52.12

0.95

No.1 FOT(P/S)

97~111

278.71 / 278.71

0.95

No.4 VOID(C)

36~46

79.2

0.95

No.3 VOID(P/S)

86~97

209.3 / 209.3

0.95

No.2 VOID(C)

136~147

735.4

0.95

No.1 VOID(C)

147~161

527.0

0.95

타기실(C)

11~11

266.1

0.85

선미 스러스터실(C)

11~24

785.9

0.85

축실(C)

24~36

896.6

0.85

보기실(C)

36~49

1213.7

0.85

기관실(C)

49~71

2073.1

0.85

핀 안정기실(P/S)

71~86

341.0 / 341.0

0.85

161~174

411.2

0.85

71~136

3135.3

0.92

선수 스러스터실(C)
화물창 구획

E갑판 화물창(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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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 GEN. RM.
DECK STORE
STORE

CO2 RM.
PAINT STORE

STORE

C.L
P&S

LIFTER
F.P.T.(C) (B.W)

A.P.T.(C)
DECK STORE(P&S)

NO.6 B.W.T.(C)

NO.1 VOID SPACE
NO.3 VOID SPACE(P&S)

NO.2 F.W.T.(C)

NO.1 F.O.T.(P&S)

HEELING TANK(P&S)

NO.3 B.W.T.(P&S)

NO.2VOID SPACE

FIN STABILIZER RM.(P&S)

NO.4 VOID SP.

B.O.T.
(P&S)

M/E L.O.S.T.(P&S)

NO.2 F.O.T.(P&S)

NO.1 F.W.T.(P&S)

NO.2 B.W.T.(C)
NO.5 B.W.T.(P&S)

BOW THRUSTER ROOM

NO.1 B.W.T(C)

F.P.T.(C) (B.W)

BOW THRUSTER ROOM

NO.4 B.W.T.(P&S)

NO.1 F.O.T.(P)
B.W

B.O.T.(P)
NO.6 B.W.T.(C)
A. P. T.(B.W)

M/E L.O.S.T.(P)

R/G L.O.S.T.(P)

HELLING TK.(P)

NO.3 VOID SP.(P)

NO.1 VOID SP.

NO.1 F.W.T.(P)

NO.2 VOID SP.

F. P. T. (B.W)

NO.2 B.W.T.(C)
NO.1 B.W.T.(C)

S.C

NO.1 F.W.T.(S)

R/G L.O.S.T.(S)

M/E L.O.S.T.(S)

BOW THRUSTER RM.
NO.4 B.W.T.(C)

F.W CLECT.T.

B.O.T.(S)

NO.3 B.W.T.(P)

NO.5 B.W.T.(P)

S.C

NO.4 VOID SP.
NO.2 F.W.T.(C)

(ON) DECK STORE
(UND.) STABILIZER ROOM

NO.2 F.O.T.(P)

NO.5 B.W.T.(S)

NO.3 B.W.T.(S)

NO.2 F.O.T.(S)

S.C
B.W

(ON) DECK STORE
(UND.) STABILIZER ROOM

V.T

HELLING TK.(S)

NO.3 VOID SP.(S)
NO.1 F.O.T.(S)

[그림 3-1] 건현 갑판 하부 ‘침수 가능 구획’

개구부 개폐 상태
선박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선체 외부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선체
외판과 내부 격벽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개구부(opening)와 통풍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개구부 및 통풍구는 선박의 운항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선원들이 선체 내부를 오갈 수 있
게 해 주며, 해당 구획에 적절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선체가 과도하게 기
울어지면 이들 개구부와 통풍구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
하게 관리하는 일은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선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
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조위는 현장 조사와 대면 조사를 통해 1) 건현 갑판인 D갑판 상 개구
부의 개폐 상태, 2) 각 갑판 구획으로 연결되는 선체 외부의 통풍 구조, 3) 침수 가능한 C갑판
상부의 창문 및 개구부 상태, 4) 외부 침수가 가능한 좌현 선저 탱크의 상태, 5) E갑판 기관 장
비 구획의 개구부 개폐 상태 등을 확인했다.

D갑판(건현 갑판) 상의 개구부 개폐 상태
D갑판 상의 개구부 상태는 세월호의 침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D갑판은 건현 갑판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침수가 된다면 부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D갑판 상으로 대량의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는 열린 개구부가 있었고, 그 물이 하부 갑
판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이는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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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측문이 좌현과 우현에 각각 1곳씩, 선미 차량램프 역시 좌현과 우
현에 1곳씩이 선박 외부로부터 D갑판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통로다. 이 중 좌현 선미
차량 램프는 선체 인양 과정에서 손상되어 사고 당시에 열려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
다. 나머지 3곳, 즉 우현 선미 차량 램프와 좌우현 현측문은 선조위 현장 조사 결과 닫혀 있었
다. 만약 손상된 좌현 선미 램프가 사고 당시 열려 있었다면, 침수 초기 단계에서 대량의 바닷
물이 D갑판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다. 실제 침수 과정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가능성이 낮
다. 결국 D갑판 상으로 직접적으로 대량의 침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D갑판으로부터 하부로 통하는 개구부는 총 13곳이 있다. 이들 중 3번 보이드 탱크 우현 해치
(8번), E갑판 화물창 선수 해치(10번), E갑판 승강기(13번) 제외한 10곳이 현장 조사 당시 열려
있었다([표 3-3]). 따라서 어떤 경로로든 D갑판 상으로 바닷물이 유입된다면, 그 물이 하부 갑
판인 E갑판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세월호 운항 당시 건현 갑판인 D갑판 하
부의 수밀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3] D갑판 상의 개구부 개폐 상태
No.

구획

종류

통로

개폐 여부

1

선미 스러스터실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2

축실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3

보조 기관실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4

기관실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5

핀안정기실(좌현)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6

핀안정기실(우현)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7

3번 보이드 탱크(좌현)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8

3번 보이드 탱크(좌현)

해치

D갑판 하부

닫힘

9

E갑판 화물창(선미)

해치

D갑판 하부

열림

10

E갑판 화물창(선수)

해치

D갑판 하부

닫힘

11

타기실

일반문

D갑판 하부

열림

12

보조 기관실

일반문

D갑판 하부

열림

13

E갑판 화물창

승강기

D갑판 하부

닫힘

14

D갑판 화물창(좌현)

차량 램프

외부

확인 불가

15

D갑판 화물창(우현)

차량 램프

외부

닫힘

16

D갑판 화물창(좌현)

현측문

외부

닫힘

17

D갑판 화물창(우현)

현측문

외부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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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CK

14. D갑판 화물창(좌현)

16. D갑판 화물창(좌현)(닫힘)

11. 타기실

4. 기관실

5. 핀안정기실(좌현)

H. V.T V.T

LIFTER

SLOPE WAY(ON)
ENGINE CASING(UND.)

DN
UP

V.T

7. 3번 보이드탱크(좌현)

12. 보조기관실
CO2 ROOM

V.T

V.T

V.T

H.

13. E갑판 화물창(닫힘)

10. E갑판 화물창(선수)(닫힘)

H.

PAINT
STORE

3. 보조기관실

V.T

UP

V.T

V.T

DOWN

H.

9. E갑판 화물창(선미)

STORE

UP

8. 3번 보이드탱크(좌현)(닫힘)

6. 핀안정기실(우현)
1. 선미스러스터실
H.

17. D갑판 화물창(우현)(닫힘)

H.

15. D갑판 화물창(우현)(닫힘)

E.T

V.T

BOSN'S STORE
UP

H.
DN

V.T V.T

H.

V.T V.T

2. 축실

범례 :

해치

문

[그림 3-2] D갑판 개구부 개폐상태

선체 외부의 통풍 구조
세월호 선내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는 위에서 살펴본 개구부 이외에도 각종 통풍 구
조(통풍통, 통풍 트렁크)가 있다. 통풍 구조의 목적은 외부로 창문이 나 있지 않은 하부 구획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풍 구조를 막을 수는 있으나 통풍을 위해 열어두어도 규
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모든 통풍 구조의 배출구는 건현 갑판 상부에 존재한다. 세월호의 경
우에도 모든 통풍 구조는 C갑판 상부에 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는 통풍 구조
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횡경사가 발생하면 해수면이 통풍 구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통풍 구조는 좌현과 우현의 외판에 입구가 루버(louver)로 되어 있는 통풍 트렁크(Ventilation
Trunk)와 개별 장치로 C갑판 선미와 선수에 설치된 통풍통(ventila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풍 트렁크는 선체 구조의 일부로 설계된 것을 말하고, 통풍통은 개별 설치된 설비를 지칭한다.
이러한 통풍 구조는 선박 하부의 각종 구획들과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통풍 구조가 하부 구획
과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1번을 예로 들면, C갑판 좌현 선미에 위
치한 통풍통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 갑판인 E갑판 상의 선미 스러스터실로 연결되어 있다.
[표 3-4] 선체 외부의 통풍 구조
No.

구분

종류

위치

FRAME No.(늑골)

1

선미 스러스터실(E갑판)

통풍통

C갑판 좌현 선미

17

2

D갑판 화물창

통풍통

C갑판 좌현 선미

17

3

D갑판 화물창

통풍통

C갑판 좌현 선미

17

4

C갑판 화물창

통풍통

C갑판 좌현 선수

146

5

E갑판 화물창 선수

통풍통

C갑판 좌현 선수

146

6

D갑판 화물창

통풍통

C갑판 좌현 선수

146

7

C갑판 화물창

통풍통

C갑판 좌현 선수

146

8

D갑판 화물창

통풍통

C갑판 우현 선수

146

9

E갑판 화물창 선수

통풍통

C갑판 우현 선수

146

10

E갑판 화물창 선미

통풍 트렁크

C갑판 좌현 상부 외판

71-73

11

핀안정기실(E갑판 좌현)

통풍통/통풍 트렁크 C갑판 좌현 하부 외판

80-81

C.L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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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위치

FRAME No.(늑골)

12

3번 보이드 탱크(E갑판 좌현)

통풍 트렁크

C갑판 좌현 상부 외판

96-97

13

E갑판 화물창 선미

통풍 트렁크

C갑판 우현 상부 외판

78-80

14

핀안정기실(E갑판 좌현)

통풍 트렁크

C갑판 우현 상부 외판

80-81

15

D갑판 화물창

통풍 트렁크

C갑판 우현 상부 외판

81-83

16

3번 보이드 탱크(E갑판 우현)

통풍 트렁크

C갑판 우현 상부 외판

86-87

1. 선미 스러스터실 (E갑판)

C-DECK

4. C갑판 화물창

1. 선미
스러스터실
(E갑판)
1. 선미
스러스터실
(E갑판)

C갑판화물창
화물창
4.4.C갑판
5. E갑판 화물창 선수

2. D갑판 화물창

E갑판화물창
화물창선수
선수
5.5.D갑판
E갑판
6.

2. D갑판
화물창
2.
화물창
3. D갑판

D갑판화물창
화물창
6.6.C갑판
D갑판
7.
화물창

3. D갑판
화물창
3. D갑판
화물창

7.7.C갑판
C갑판화물창
화물창
8. D갑판 화물창
8.8.E갑판
D갑판
화물창
D갑판화물창
화물창
9.
선수
9.9.E갑판
E갑판화물창
화물창선수
선수

PORT

11. 핀안정기실 (E갑판 좌현)
11. 핀안정기실 (E갑판 좌현)

11. 핀안정기실 (E갑판 좌현)
12. 3번 보이드탱크 (E갑판 좌현)

10. E갑판 화물창 선미

12. 3번 보이드탱크 (E갑판 좌현)

10. E갑판 화물창 선미

12. 3번 보이드탱크 (E갑판 좌현)

10. E갑판 화물창 선미

STB'D
14. 핀안정기실
좌현)
14. (E갑판
핀안정기실
(E갑판 좌현)

14. 핀안정기실
(E갑판 좌현)

13. E갑판 화물창 선미
13. E갑판 화물창 선미

13. E갑판 화물창 선미

범례 :

통풍통,

15. D갑판 화물창
15. D갑판 화물창

15. D갑판 화물창
16. 3번 보이드탱크 (E갑판 우현)
16. 3번 보이드탱크 (E갑판 우현)

16. 3번 보이드탱크 (E갑판 우현)

루비, 통풍트렁크
[그림 3-3] 선체 외부의 통풍 구조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통풍 구조는 좌현 외판으로부터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핀 안정기
실로 통하는 통풍통/통풍 트렁크(11번)다([그림 3-3]). 세월호 선체가 좌현으로 급하게 기울
때, 이 통풍 구조로 가장 먼저 바닷물이 유입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통풍
구조가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횡경사의 진행에 따라 가장 먼저 해수면에 닿기 때
문이다. 세월호가 좌현 45도로 기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외판의 통풍 트렁크 입
구인 루버를 통해 핀 안정기실로 바닷물이 유입된다. 세월호 C갑판 상부로는 통풍통으로, C갑
판 하부로는 통풍 트렁크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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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가능 구획’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 들어온 물의 부피만큼의 선내 압축 공기가 밖으로 배
출되어야 한다. 이 압축 공기는 우현에 위치한 각종 통풍 구조를 통해 빠져나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침수 가능한 C갑판 상부의 창문 및 개구부 상태
세월호의 횡경사가 좌현 45도 이상으로 기울면, 그 각도에 따라 C갑판 상부의 각종 개구부들
이 해수면에 닿아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C갑판 상부에 있는 개구부들의 상태
를 파악하는 것 역시 침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C갑판 화물창으로 침수 가능한 개구부는 다음과 같다. 선조위 현장 조사 결과, 이들 중에서 파
손되거나 열려 있어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다([그림 3-4]).
- 좌현과 우현의 창문 각 13개
- 우현 현측문 1개
- 선미부 출입문(19번 늑골)
- 선수부 출입문(144번 늑골)
- 선미부 중간 갑판(Tween Deck) 타폴린으로 가려진 부분17)
좌현 선미로부터 5번째 창문이 파손되어 초기 횡경사 이후 바닷물이 유입되었다(218번 블랙박
스 영상을 보면 이 창문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 창문은
일부 파손되었다). 우현 선미로부터 10번째 창문(C·D갑판 통풍으로 사용)도 개방되어 있었다.
선미부 중간 갑판 타폴린으로 가려진 부분으로도 침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좌현

타폴린

Open

우현

타폴린

Open

[그림 3-4] C갑판 상부의 창문 및 개구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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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미 차량 램프로 들어온 자동차와 화물이 D갑판에서 C갑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구조물이다. 이 경사로에는 풍우밀문이 설치되어 있다(48번 늑골). 하지만 사고 당시 이 풍우
밀문은 개방 상태였다([그림 3-5]). 세월호 1등항해사 강원식은 대면 조사에서 경사로 풍우밀
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항해 중에는 닫은 적 없고, 정박 중에도 닫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닫아야 정상이겠지만 편의상’ 닫지 않았다는 것이었다.18) 결국 횡경사가 90도에 가까워지면 C
갑판으로 유입된 바닷물이 대량으로 D갑판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C갑판 → D갑판 방향

D갑판 → C갑판 방향
[그림 3-5] C·D갑판 연결 경사로 풍우밀문 개방 상태

외부 침수가 가능한 좌현 선저 탱크의 상태
이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좌현 선저 탱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해수면 아래
에 위치한 탱크에 구멍이 생겼다면, 구멍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양의 바닷물이 건현 갑판 이하
침수 가능 구획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탱크 구획 내부의 펄 또
는 기타 물체를 제거하는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작업 이후 좌현 탱크 구획에 대한 내부 상태 조
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좌현 선저 탱크에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파공 부위는 발견되지 않
았다. 상태 조사를 실시한 좌현 선저 탱크 구획은 [표 3-5]와 같다. 따라서 선저 탱크 구획을
통한 직접 침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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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C갑판에서 D갑판으로 연결되는 차량 이동용 경사로(slop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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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좌현 선저 탱크의 상태
구획

범위(늑골)

위치

파공 유무

핀안정기실 / 갑판 창고

71-86

좌현 선저

없음

No.1 청수 탱크(FWT)(좌현)

71-89

좌현 이중저

없음

No.3 보이드 탱크(VOID)(좌현)

86-97

좌현 선저 및 이중저

없음

No.5 평형수 탱크(BWT)(좌현)

91-109

좌현 이중저

없음

No.1 연료유 탱크(FOT)(좌현)

97-111

좌현 선저 및 이중저

없음

힐링 탱크(HEELING)(좌현/우현)

111-125

좌현 선저

없음

No.4 평형수 탱크(BWT)(중앙)

111-125

좌현 이중저

없음

No.3 평형수 탱크(BWT)(좌현/우현)

125-136

좌현 선저 및 이중저

없음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개구부 개폐 상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E갑판 기관 장비 구획 내부의 상태이다. 이 구역은 건현 갑
판 아래의 침수 가능 구획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선박 구조 기준
을 정하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서도 이 구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선박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고시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세월호와 같은 카페리 선박은 ‘어느 1개의 구획이 침수
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19) 즉, 각 구획 사이에는 수밀격벽을 설치하고, 운항 시에는 그 사이에 수밀성을 유지하여
침수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밀격벽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고시 <강선의 구조 기준> 68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20)
세월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에 총 5개의 맨홀과 2개의 수밀문이 설
치되어 있다. 기관 장비 구획에는 선미 최후단으로부터 선수 방향으로 타기실, 선미 스러스
터실, 축실, 보조 기관실, 기관실, 핀 안정기실이 위치하고 있다. 수밀문은 미닫이문(Sliding
Door)으로 되어 있어 선원들이 출입하기에 비교적 용이하게 되어 있지만, 침수되더라도 수압
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맨홀은 여러 개의 볼트로 덮개를 고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닫힌 채 고정되어 있다가 장비의 정비나 점검을 위해 출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다. 그에 따라 기관실에서 보조 기관실로(7), 보조 기관실에서 축실로(6)
미닫이식 수밀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타기실에서 선미 스러스
터실(1), 선미 스러스터실에서 축실(2), 보조 기관실에서 기관실(3), 기관실에서 양쪽 핀 안정
기실로(4, 5)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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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갑판

NO.1 F.O.T.(P)
B.W

1. 선미 스러스터실
A. P. T.(B.W)

6. 축실

B.O.T.(P)

NO.6 B.W.T.(C)

M/E L.O.S.T.(P)

NO.2 F.O.T.(P)

7. 보조 기관실

4. 핀안정기실
S.C

R/G L.O.S.T.(P)

NO.5 B.W.T.(P)

NO.1 F.W.T.(P)

NO.4 VOID SP.
NO.2 F.W.T.(C)

NO.3 VOID SP.(P)

(ON) DECK STORE
(UND.) STABILIZER ROOM

F.W CLECT.T.
S.C

NO.1 F.W.T.(S)

R/G L.O.S.T.(S)
B.O.T.(S)

3. 기관실
M/E L.O.S.T.(S)

2. 축실

NO.5 B.W.T.(S)

5. 핀안정기실
NO.2 F.O.T.(S)

S.C
B.W

(ON) DECK STORE
(UND.) STABILIZER ROOM
NO.3 VOID SP.(S)

V.T

NO.1 F.O.T.(S)

범례 :

수밀문

맨홀

[그림 3-6] E갑판 기관 장비 구획 개구부

각각의 수밀문과 맨홀은 각 목적에 따라 항해 중 개폐를 관리해야 한다. 한국선급 <2015 선급
및 강선 규칙 적용 지침>의 수밀문 규정(지침 3편, 제14장 제4절, 401)에 따르면 수밀문은 ‘그
사용 목적과 빈도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항해 중에 반드시 폐쇄되는 수밀문

항해 중에 통상적으로 폐쇄되는 수밀문

항내에서는 개방하지만 출항 전에 폐쇄되는 문으로,
개폐 조작 시간을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예, 하역 시에 사용한 격벽 문)

항해 중에 통상 폐쇄되나 당직 사관의 허가에 따라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닫혀져야 한다.

항해 중에 통상적으로 개방되는 수밀문

항해 중에 사용하는 수밀문

항상 폐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예, 기관실과 조타기실 사이의 문으로 수밀이 요구되는 문)

그렇다면 세월호의 수밀문과 맨홀은 항해 중 열려 있어도 되는 것이었을까? 선조위 현장 조사
결과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모든 수밀문과 맨홀은 열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물론 한국
선급 규정에 따라 이를 ‘항해 중에 사용하는 수밀문’으로 본다면 열려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즉각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
했다. 인양된 선체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기관실에서 보조 기관실로 통하는 맨홀([그림
3-7]의 3번)과 보조 기관실과 축실을 연결하는 수밀문([그림 3-7]의 6번)에는 고인 물을 빼내
기 위한 호스가 통과하고 있다([그림 3-7]). 나머지 맨홀들은 덮개가 아예 바닥에 묶여 있거나
심지어 옆면 벽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수밀문들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허술하게 관리
된 수밀문을 통해 좌현 핀 안정기실로 유입된 바닷물은 기관실을 거쳐 E갑판 기관 장비 구획 전
체를 침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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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기실-스러스터실 맨홀

2. 스러스터실-축실 맨홀

3. 보조 기관실-기관실 맨홀

4. 기관실-좌현 핀 안정기실 맨홀

5. 기관실-우현 핀 안정기실 맨홀

6. 축실-보조 기관실 수밀문

8. 수밀문 개폐 표시반(선교)

9. 수밀문 전원(선교)

7. 보조 기관실-기관실 수밀문

[그림 3-7] 기관 장비 구획 개구부 상태

세월호의 수밀문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관부 선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미닫이식 수밀문은 선교의 ‘수밀 슬라이딩 도어’ 개폐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열
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는 선조위 조사관과의 대면 조사에서 “기관
실 수밀문 작동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주기관에서 축실, 축실에서 발전기실(보조 기관
실)에서 닫혀 있으면 출입이 불가능해 현장 업무에 있어서는 평소에는 닫을 수 있는 여건이 아
니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기수 박성용 역시 미닫이식 수밀문이 ‘고장이 나서 잘 안돼서
열어 놓았다’고 증언했다. “발전기실에서 밑에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를 체인블록해서 당
겨놨습니다. 열어놓고 다녔습니다. 엔진룸에서 발전기실 가는 건 작동 잘 안 하게 해두었습니
다. 닫혀서 안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21) 수밀문은 고장이 자주 났고, 그 때문에 관행적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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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관장 박기호 역시 잘 알고 있었듯이 맨홀은 ‘일반적인 문이 아니기
때문에’ 운항 중에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는 여러 이유로 기관 장
비 구획의 맨홀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로 출항했다. 박기호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닫아둔 상태
로 운항을 하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기기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인데 닫아놓고 운행하라고 한
다면 국가적으로 규정을 손보든지 기기의 위치를 손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용 역시
맨홀은 항상 열려 있었고, 특별히 닫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가 급하게 왼쪽으로 기울자 바로 기관실을 빠져나왔
다. 기관부 선원들은 넘어지는 배를 빠져나오면서도 수밀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
지 않았다.

소결: 세월호는 ‘열려 있는’ 배였다
요약하자면, 세월호는 침수에 매우 취약한 ‘열려 있는’ 배였다.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항해하
고 있었던 오전 8시 49분 이전까지 이 사실이 갖는 의미는 알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배가 좌현
45도 이상 기울자 최초 침수 지점인 C갑판 외판 루버 통풍구를 통해 선내로 바닷물이 유입되
기 시작했다. 횡경사가 증가하면서 그 외 C갑판 창문, 트윈 갑판 타폴린 구역, 각종 통풍 구조
를 통해 침수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단 선내로 유입된 바닷물은 열려 있던 맨홀, 수밀문,
풍우밀문을 통해 세월호 전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월호 선내
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획은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세월호가 2014년 4월 16
일 운항 당시 침수 구획 및 수밀성에 대한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열려 있는’ 세월호의 구획은 이 선박의 침수와 침몰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전복과 침몰에 이르
게 된 것은 수밀 구획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내부와 외부의 개구부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이 배가 사고
당일 어떤 과정을 거쳐 침수가 진행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구체적인 침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하거나, 축소 모형을 만들어 침수 시험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수·침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이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라는 제약 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침수 시나리오를 도출해낼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선조위는 이를 목적으로 외부 연구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제3장. 가라앉다

어둔 상태로 항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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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침수·침몰 과정의 재구성

선조위는 3절에서 살펴본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해양 연
구소 마린(MARIN)에 검증 시뮬레이션 및 모형 시험을 의뢰했다. 선조위는 마린에 크게 나누
어 두 가지 과업을 부여했다. 하나는 2장에서 살펴본 선회 및 횡경사시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침수와 침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본 절에서는 마린에서 수행한 침수 및 침몰 시
험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마린 침수 및 침몰 시험의 의의
선조위가 마린에 시험을 의뢰했던 이유는 해양 관련 검증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오랜 경험
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이 기관이 모형 침수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감압 수조
(Depressurized Water Basin, DWB)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기존 침수·침몰 조사 활동의 결론은 모두 컴퓨터 모의 실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컴퓨
터 모의실험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리 법칙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그 규칙에 따른 계산 결과
에 따라 주어진 현상을 재현해봄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축소 모형을 이용한 침수 및 침몰 시험은 당연히 물리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
터 모의 실험에 비해 다양한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보
다 신뢰성이 높은 시험 방법이다. 문제는 (예를 들어) 1:30 비율로 선박의 모형을 만들었을 경
우 침수 과정에서 선내 압축 공기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축소 모형의 크기에서 공기
는 실제 크기에서보다 압축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모형 선박의 침수 과정을 실제와 유사하
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공기압을 축소 비율의 역, 즉 1/30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마린의 감
압 수조는 세계 최초로 구축된 설비로 201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22) 이와 같은 최신 설
비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모형 침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침수·침몰 관련 선조위 조사 활동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조위에서 마린에 제공한 자료에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되지 않았더라
면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시간대별 횡경사 각도’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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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시간대의 횡경사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수밀 구획이
고려된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이전에는 설계 도면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 배의 상황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개구부, 해치, 그리고 문에 대한 정보’였다. 기
존 침수·침몰 관련 컴퓨터 모의 실험에서는 대부분 개구부의 개폐 상태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
을 바탕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장 조사 이후 대부분의 개구부의 개폐 상
태를 상당한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좌현 C갑판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초기 침수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린의 침수·침몰 시험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선체 인양 이전의 조사 활동에 비해
실제 현상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첫째, 세월호의 상태, 특히 개구부의
개폐 상태에 대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컴퓨터 모의 실험과 축소 모형 시험의 설계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초기 조
건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마린이 보유하고 있는 감압 수조에서의 모형 침수
시험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침수 과정을 재현할 수 있었다. 2장의 선회 및 횡경사에 대한 자유
항주 모형 시험에서 지적되었듯이, 침수·침몰 모형 시험 역시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영향을 조
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컴퓨터 모의 실험에 비해 실
제 현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내 구획 구조로 어떤 순서로 물이 유입되고,
유입된 물이 갇혀 있는 공기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침수가 일어나며, 그 결과 어떤 순
서로 침수가 진행되고 침몰에 이르게 되는지 재현해볼 수 있다. 갇혀 있는 공기의 움직임을 재
현하기 위해서는 모형 시험을 하는 수조를 둘러싼 공기압을 축소 비율에 맞춰 낮춰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마린이 보유하고 있는 감압 수조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마린에서 수
행한 시험이 기존의 침수·침몰 컴퓨터 모의 실험들에 비해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판단을 뒷
받침한다.

마린 시험 방법과 설비
마린에서 수행한 침수 시험은 컴퓨터 모의 실험과 모형 시험이라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컴퓨터 모의 실험은 마린의 소프트웨어인 ANYSIM을 이용해 수행했으
며, 모델은 침수되는 선박의 거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리적 요소(예를 들어 갇힌
공기의 압축성, 배관 및 개구부의 압력 손실 등)를 고려했다. 컴퓨터 모의실험의 모델은 [그림
3-8]과 같다. 그림에서 검은 선은 구획 구조, 흰 점은 개구부, 붉은 선은 배관을 나타낸다.

제3장. 가라앉다

양 이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인양 이후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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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컴퓨터 모의 실험 모델

모형 시험을 위해 마린은 탄소섬유(Carbon Fiber) 소재로 침수 모형 ‘MARIN model 9930’을
제작했다([그림 3-9]). 이 모형은 마린이 제작한 9,930번째 모델이라는 뜻이다. 실제 세월호
크기의 1/30로 축소된 이 모형은, 선조위가 제공한 구획 구조 및 개구부 자료에 따라 제작되었
다. 선조위 조사관은 네덜란드 현지에서 모형이 제작되는 과정을 일일이 검수했다. 이후 모형
시험이 진행되면서 모형에 수정을 가하는 것 역시 선조위 측의 확인을 거쳤다. 건현 갑판 하부
의 침수 가능 구획 구조는 상당히 정밀하게 구현되었다. 하지만 단순화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
다. 예를 들어, 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기관실 아래의 작은 이중저 탱크
는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승객용 갑판 내부 역시 간소화되었다. 세월호의 객실 갑판은 격벽
이 없이 상당히 열린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는 후반부 침수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보인다. 마린은 바깥으로 연결되는 문들에 이르는 횡방향 통로는 구현했지만, 종방향 통로
는 선실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린은 시험이 진행되면서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침수 모형을 업데이트하며 수정함으로써 모형 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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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침수 모형 시험 모델 마린 model 9930

침수 모형 시험은 천해(淺海) 수조(BT)와 감압 수조(DWB) 두 군데에서 진행되었다([그림
3-10]). 천해 수조는 대기압 환경, 감압 수조는 모형의 축소 비율에 따라 낮은 압력 환경에서
시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감압 수조의 크기는 240×18×8m이고, 계측기는 20kHz에서 100
개의 채널을 측정할 수 있으며, 노이즈 측정 시스템은 2-100kHz의 주파수를 실험할 수 있다.
천해 수조는 비교적 얕은 바다의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실험을 하기 위한 연구 시설로, 수심은
0m에서 1.15m까지 조절 가능하다. 천해 수조의 크기는 220×15.8×1.15m이며, 이동 가능한
캐리지(carriage)와 파도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다. 수밀문이 닫혔을 경우에 대한 모형 시험은
모두 천해 수조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3-10] 감압 수조와 천해 수조

침수 모형 시험은 구속 침수 시험과 자유 침수 시험으로 나누어진다([그림 3-11]). 구속 침수 시
험은 헥사포드(hexapod)와 회전 팔(Rotating Arm)이라는 장비로 세월호의 실제 침수 과정에
대한 데이터에 맞는 3차원 항로를 따를 수 있도록 강제로 운동시키는 것이다. 반면, 자유 침수
시험은 캐리지를 이용해 모형을 시험 위치로 이동시키고, 모형의 침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선체
의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방법의 시험 장면은 다음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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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구속 침수 시험과 자유 침수 시험

마린 시험의 설계와 실행 과정
선조위가 마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12월 22일이었다. 선조위 조사관들이 네덜
란드 바헤닝언에 위치한 마린을 방문해 마린 연구원들과 모형 시험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월 15일이었다. 약 3주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마린은 선조위가 제공한 자료와 자체적
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침수 과정에 대한 컴퓨터 모의 실험을 우선 수행했다. 컴
퓨터 모의 실험은 주어진 데이터의 실현 가능성과 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
여 판단의 1차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린은 이를 ‘(이후 수행하게 될) 수조 시험
과정 중 모형 수정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3)
침수·침몰 시험을 위해 마린에 제공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하 조건
- 시간대별 횡경사 각도
- 선박의 형상과 수밀 구획이 고려된 선박의 도면
- 개구부, 해치, 그리고 문에 대한 정보
마린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내부의 구획 구조와 개구부 상황에 맞게 컴퓨터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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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되었다. 각 구획의 물 높이를 계량할 수 있는 장치도 모델링되었다.
마린은 선조위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에 자체적으로 해경 123정에서 찍은 세월호 침몰 영상과
511·512호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의 실험 모델에 활용했다. 이는
선조위에서 제공된 자료에 선박의 흘수와 트림(trim, 종경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마린은 123정 촬영 영상을 통해 세월호가 시간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확인했다. 특정 시점의 영상 스크린 샷을 분석해 선박의 식별 가능한 지점
이 해수면을 지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를 3차원 캐드(CAD) 모델로 재현한 후, 이를 이용해
흘수선과 트림을 결정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대별 횡경사 각도의 변화와 동기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마린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세월호가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완벽하
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마린은 선조위에서 제공받은 기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16차례의 컴퓨터 모의 실험과 12차례
의 모형 시험을 실시했다. [표 3-6]은 마린이 수행한 시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3-6] 침수 실험 번호와 조건
실험 번호

기본 시나리오

비고

실험 종류

1001

C갑판 시나리오

LCG 58

컴퓨터 모의 실험

1002

C갑판 시나리오

LCG 58, TCG 증가

컴퓨터 모의 실험

1003

C갑판 시나리오

LCG 60.8

컴퓨터 모의 실험

1004

C갑판 시나리오

LCG 57

컴퓨터 모의 실험

1005

C갑판 시나리오

낮은 VCG 10.6

컴퓨터 모의 실험

1006

C갑판 시나리오

높은 VCG 11.0

컴퓨터 모의 실험

2001

핀 안정기 시나리오

LCG 58

컴퓨터 모의 실험

2002

핀 안정기 시나리오

LCG 60.8

컴퓨터 모의 실험

2003

핀 안정기 시나리오

LCG 57

컴퓨터 모의 실험

2004

핀 안정기 시나리오

낮은 VCG 10.6

컴퓨터 모의 실험

2005

핀 안정기 시나리오

높은 VCG 11.0

컴퓨터 모의 실험

3001

C갑판 시나리오

수밀성 유지

컴퓨터 모의 실험

4001

핀 안정기 시나리오

수밀성 유지

컴퓨터 모의 실험

4002

핀 안정기 시나리오

배수구반영, 수밀성유지

컴퓨터 모의 실험

DWB101001_002_001

C갑판 시나리오

자유 침몰

모형 실험(대기압)

DWB103001_001_002

C갑판 시나리오

구속 실험

모형 실험(대기압)

DWB103001_002_001

C갑판 시나리오

구속 실험(루버, 환풍구 조정)

모형 실험(대기압)

DWB103001_003_001

C갑판 시나리오

구속 실험(루버, 창문 조정)

모형 실험(대기압)

DWB104001_002_001

C갑판 시나리오

구속 실험

모형 실험(감압)

DWB104001_003_001

C갑판 시나리오

구속 실험(루버 조정)

모형 실험(감압)

제3장. 가라앉다

만들었다. 이 모델은 선박의 내부를 54개 구획으로 나누었고, 복도 통로 등과 같은 열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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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번호

기본 시나리오

비고

실험 종류

DWB104001_005_001
DWB101002_001_001

C갑판 시나리오

구속 실험(오버슛 조정)

모형 실험(감압)

C갑판 시나리오

자유 침몰(오버슛 조정)

DWB105001_001_001

모형 실험(대기압)

C갑판 시나리오

자유 침몰

모형 실험(감압)

DWB105001_002_001

C갑판 시나리오

자유 침몰(D갑판 해치 수밀)

모형 실험(감압)

BT101001_001_009

핀 안정기 시나리오

자유 침몰(수밀성 유지)

모형 실험(대기압)

BT101001_002_005

핀 안정기 시나리오

자유 침몰

모형 실험(대기압)

5001

핀 안정기 시나리오

배수구 반영

컴퓨터 모의 실험

5002(원격제어수밀)

핀 안정기 시나리오

배수구 반영, 수밀문 수밀

컴퓨터 모의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을 시작할 당시 선조위와 마린이 생각하고 있던 시나리오는 ‘C갑판 시나리오’
였다. 이 시나리오는 C갑판 좌현에 위치한 루버 통풍구를 통해 C갑판으로 직접 침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45도가량 기울었을 때 가장 먼저 해
수면에 도달하는 개구부가 C갑판 좌현 루버 통풍구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입된 바닷물은
C갑판 차량 화물창 좌현 쪽으로 흘러 들어가 더 큰 횡경사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개구부들이 점진적으로 잠기게 되어 횡경사 진행이 더 빨라졌고,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곧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아래에서 자세
하게 논의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사실은 마린이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 기본
시나리오로 삼았던 것이 ‘C갑판 시나리오’였다는 것이다.
‘C갑판 시나리오’에 대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는 관찰된 현상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어지는 침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마린 모의실험 1001번에 의거한 것이다([그림
3-12]).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가 좌현 45도로 기울자 침수가 시작되었다. C갑판 루버를 통
해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후 약 25분 이상 횡경사는 45
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오전 9시 15분 무렵에 열려 있던 C갑판 창문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
하면서 급작스러운 횡경사의 증가가 나타났고, 이후 B갑판 통로가 물에 잠기면서 좌현으로 더
기울어졌다. 10시 10분부터 객실부가 잠기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분 후 선미 부위가 해저
면 바닥에 닿았다. 실제로 관찰된 횡경사 데이터에 따르면 세월호는 좌현 45도까지 급하게 기
운 후 약 65도까지 천천히 넘어갔다. 이를 통해 C갑판 창문으로는 이 시나리오가 가정한 만큼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린 연구원들은 이것이 세월호의 C갑판 창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막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린은
컴퓨터 모델의 종방향, 횡방향, 수직 방향 무게 중심을 조금씩 바꿔가며 ‘C갑판 시나리오’를 검
증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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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 C갑판 시나리오 (실험 1001)

선조위 조사관들이 네덜란드 현지에 도착하자 마린은 ‘C갑판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 시험에 돌
입했다. 2018년 2월 15일의 첫 모형 시험(DWB101001_002_001)은 감압 수조가 아닌 대기압
환경의 천해 수조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실제 관측 결과에 비해 침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좌현 100도 이상의 횡경사를 구현해내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튿날 두
번째 시험(DWB103001_001_002)에서는 C갑판 루버 통풍구의 면적을 25%로, 나머지 개구부
들도 50% 줄이고, 마찬가지로 대기압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여러 면에서 만족
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모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시험에서도 적하 조
건, 감압/대기압 수조 환경, 개구부의 크기 및 위치, 구속/자유 침몰 등 여러 변수를 조금씩 바
꾸어가며 시험을 진행했다. 감압 수조의 환경 준비 및 선체 모형을 변경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
했기 때문에 하루에 많아야 한두 차례밖에 시험할 수 없었고, 특히 선체 내부의 변화를 주기 위
해서는 며칠간 작업을 해야 해서 진행이 더딘 편이었다.
이 단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나리오가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였다.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갑판 루버 통풍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3-13]). 루버 통풍은 미
늘문 방식으로 선박 외판으로 통하는 통풍구가 나 있다. 그리고 외판 안쪽으로는 덮개가 설치
되어 있어, 덮개의 방향에 따라 바닷물은 C갑판 차량 화물칸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핀 안정기
실로 유입될 수도 있다. 초기 침수 지점이 같더라도 C갑판 루버 통풍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
는지에 따라 침수 경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마린의 시험은 루버 통풍 덮개가 아래쪽
으로 닫혀 있어 바닷물이 직접 C갑판 차량 화물칸으로 유입되었다고 가정했다. 이 구역의 침수
장면은 좌현 C갑판에 주차되었던 1톤 트럭의 218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에 대해 선조위 용역을 수행한 영국의 해양 컨설팅업체 브룩스벨은 “환기구(루버 통풍) 상
단을 통해 물이 분출하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기구 폐쇄 플랩(덮개)이 개방 위치에
완전하게 결속되지 않아서 선측외판 개구부가 침수되자 C갑판으로 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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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24) 이는 루버 통풍 덮개의 방향은 위쪽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바닷
물은 루버 통풍 구조를 따라 핀 안정기실로 유입되었지만, 유입된 바닷물의 압력 때문에 ‘완전
하게 결속되지 않은’ 덮개의 틈을 통해 C갑판으로 분출하듯 바닷물의 일부가 유입되었음을 보
여준다. 초기 침수 과정에서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곧바로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그림 3-14]).

외판

외판

루버통풍구

C갑판
차량화물탄으로
해수유입

해수
덮개

루버통풍구조

루버통풍구

덮개

해수

루버통풍구조

C갑판
외판

C갑판
핀안정기실로
해수유입

외판
C갑판 시나리오

핀안정기실 시나리오

[그림 3-13] C갑판 시나리오와 핀안정기실 시나리오에 따른 루버 통풍 덮개의 위치

루버통풍

C갑판창문

루버통풍
[그림 3-14]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C갑판 루버 통풍과 창문

선조위와 마린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분석과 동일하다. 이렇듯 블랙박스 영상은 침수 시나리
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이를 고려한 ‘핀 안정기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루버 통풍의 덮개가 핀 안정기실로 연결되어 핀 안정기실로 통하는 통풍 트렁크
로 침수가 시작되었다. 유입된 바닷물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열린 수밀문을 따라 E갑판 기관
장비 구획 전체로 흘러 들어갔다. 물은 핀 안정기실과 기관실을 구분하는 수밀격벽의 개방된
맨홀을 통해 기관실, 보조 기관실, 축실, 선미 스러스터실, 그리고 타기실로 침수를 발생시켰
다. 이러한 기관 장비 구획의 침수는 흘수의 증가(배가 가라앉음)를 야기했다. 횡경사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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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5도 경사를 유지하였는데, 이때 창문을 통한 침수는 잠시 멈추고 C갑판 루버 통풍을 통
해 핀 안정기실의 침수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마린은 새로운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 시험에 착수했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체 모형 내부의 구조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할 수는 없
었다. 약 열흘 뒤인 3월 2일, 새로운 시험(BT101001_002_005)이 천해 수조의 대기압 환경에
서 진행되었다([그림 3-15]). 그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예상했던 대로, 핀 안정기실과
기관 장비 구획은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연결된 핀 안정기실 통풍통을 통해 침수되었다. 바
닷물은 핀 안정기실이 위치한 선박의 좌현 하부로 유입되었으므로 흘수는 약간 증가했다. C갑
판 창문이 잠기고 나서는 횡경사가 급격히 증가했다. 횡경사는 130도까지 진행된 후 모형이 천
해 수조 바닥에 닿았다([그림 3-16]). 마린은 ‘이 시나리오는 초기 침수에서 적하 조건의 변화
에 덜 민감하고, ‘C갑판 시나리오’보다 종방향 무게중심이 선조위로부터 주어진 값에 더 가깝
다’고 평가했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했을 때,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가 더 안정적이고 선박의
실제 상태에 가까우므로 ‘더 실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선조위는 이 해석을
받아들였다. 시험 결과도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를 지지했지만, 무엇보다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한 루버 통풍 구조를 통한 침수가 C갑판이 아니라 핀 안정기실로 이루어졌다는 움직
일 수 없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3-15] BT_101001_002_005 시험에서의 좌현 개구부 모형. 개구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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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핀안정기실 시나리오를 상정한 모형 실험 결과(BT_101001_002_005)

지금까지의 조사 활동으로 기본적인 침수 시나리오는 결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림 3-16]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정도까
지의 횡경사 각도는 실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시간 동안 모형에 반영되
지 않은 다른 개구부를 통해 추가 침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C갑판
루버 통풍구를 통한 최초 침수 지점과 개방된 C갑판 창문으로의 침수 시점 사이에 C갑판 상의
외판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배수구(scupper)로 침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배수구의 위치는 루버 통풍의 위치와 유사해 횡경사 좌현 45도에 도달했을 때 여러
개구부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배수구를 통해 C갑판 화물창으로 이루어진 침
수는 선박의 추가 횡경사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선조위는 이러한 시나리오, 즉 ‘배수구
를 적용한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마린에 추가 컴퓨터 모의 실험을 요청했다. 모형
시험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이 실험은 2018
년 6월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선조위는 마린에 배수구 위치와 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했다. C갑판 배수구는 해
수의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스톰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배수구가 해수면에 닿으면 바닷
물이 바로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배수구는 세월호 좌현에 총 9곳이 있는데, 그중
C갑판 차량 적재 공간으로 통하는 곳은 세 곳이다. 그 위치는 [표 3-7]과 같다.
[표 3-7] 좌현 외판 배수구 위치
구분

위치(늑골)

직경(mm)

연결

배수구 (1)

66

200

C갑판 → 외판

배수구 (2)

91

200

C갑판 → 외판

배수구 (3)

140

150

C갑판 → 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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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2)

배수구(3)

[그림 3-17] 좌현 외판의 배수구 위치

위 데이터를 고려해 최종 시나리오를 결정했다. 앞서 살펴본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에 다음 사
항이 추가되었다.
- C갑판에서 외판으로 연결된 배수구를 좌현과 우현에 각각 3곳씩 적용. 좌현 배수구로 바닷
물이 유입되었고, 우현 배수구로는 공기가 빠져나왔다.
- C갑판 선미에 위치한 창문(77번 늑골)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음. 이는 브룩스벨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25)
- 거주부의 개구부들은 완전 수밀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가정.
마린에서 수행한 컴퓨터 모의 실험의 결과는 [그림 3-18]과 같다. 시간대별 횡경사 진행을 나
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까지 수행한 어떤 시나리오보다 실제 관측된 경향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종 횡경사가 135도 정도로 사고 당시 관측된 161도에 미치지 못하는
데, 이는 사고 당시 해역의 조류의 영향과 해저면의 상태가 선체에 횡방향 하중을 가했기 때문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선조위는 ‘배수구를 적용한 핀 안정기실 시나리
오’를 최종 시나리오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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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최종 시나리오를 상정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

수밀문 개폐가 침수 과정에 미친 영향
그렇다면 만약 침수 가능 구획의 수밀문과 수밀 맨홀 등이 닫혀 있었다면 침수·침몰 과정에 어
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질문은 세월호의 빠른 침몰이 갖는 함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질
문이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 선조위와 마린은 수밀문과 수밀 맨홀을 모두 닫은 것으로 가정한
컴퓨터 모의 실험 및 모형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시험 결과는 일관적이었다. 수밀문들이
닫혀 있었다면 세월호는 좌현 65도 정도의 횡경사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을 것이
었다. 이는 침수 가능 구획의 수밀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
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를 보자. ‘C갑판 시나리오’에서 수밀문을 모두 닫은 상태를 가정한
모의 실험(3001번)은 오전 9시 45분경 좌현 65도 정도에서 횡경사 진행이 멈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각도에서 객실부는 침수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물론 이 결과는 침수 가능 구획 상부
로는 전혀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구획은 풍우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의 바닷물이 천천히 유입되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좌현 65도에
서 무한정 머물렀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마린은 이 결과를 ‘65도라는 높은 횡경사 각도에서 머
무르며 보다 긴 시간 동안 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핀 안정기실 시나
리오’상에서 수밀문을 모두 닫으면(4001번) 좌현 45도에서 더 이상 횡경사가 진행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핀 안정기실로 흘러 들어간 바닷물은 흘수를 조금 높이는 데 기여할 뿐이었고,
C갑판 상으로는 전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다. 조사 활동 초기의 시나리오들을 가정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는 수밀문 개폐 여부가 세월호의 침수와 침몰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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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가장 먼저 수행한 시험은 2018년 2월 23일에 감압 수조에서 진행한 자유 침몰 시험이었
다(DWB105001_002_001). 이 시험은 수밀문의 영향을 조사하는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임시
로 D갑판에서 하부로 통하는 수밀 해치만 닫고 진행했다. D갑판 하부의 수밀문은 모형을 전체
적으로 뜯고 다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제 세월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시험 초기 단계에서는 횡경사가 실제보다 느리게 진행되다가 C갑판 창문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횡경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경사는 좌현 65도에서 30분
가량 유지되다가 환풍구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계실이 침수되었다. 전체적으로 침수
과정은 수밀 해치가 열려 있을 때와 유사했다. 수밀문 관련 두 번째 모형 시험인 3월 5일 모형
시험(BT101001_001_009)은 D갑판 수밀 해치를 모두 닫았고, 핀 안정기실과 기관실 사이의 수
밀 맨홀도 닫은 상태로 진행했다. 예상할 수 있듯이, C갑판 루버 통풍구를 통해 핀 안정기실로
물이 들어갔고, 곧 핀 안정기실은 완전히 침수되었다. 하지만 핀 안정기실과 기관실 사이의 맨
홀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기관 장비 구획의 침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흘수
가 약간 증가했을 뿐, 모형은 좌현 45도의 횡경사를 유지한 채 전복되지 않았다.
이어서 최종 시나리오로 결정된 ‘배수구를 적용한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에 수밀 구획의 수밀
성을 유지한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나리오는 실제 관측된 세
월호의 침수·침몰 과정과 가장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밀문을 닫은 상태에서의
침수 과정은 세월호의 수밀 구획이 제대로 관리되었다면 어떤 거동을 보였을 것인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2018년 6월 마린 2차 방문 조사 당시에는 침수·침몰 시험
은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만 진행했다. 그 결과는 C갑판 루버 통풍구를 통해 핀 안정기실이 침
수되고, 이어서 C갑판 창문을 통해 C갑판 화물창이 침수되면서 흘수와 횡경사가 증가했다. 하
지만 횡경사는 최대 좌현 65도까지 진행되는 데 그쳤다. 실제 세월호에서는 풍우밀 개구부를
통해 약간의 추가 침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결
국 건현갑판 하부의 수밀 구획에 대한 수밀성이 제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세월호는 횡경사 좌현
65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떠 있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3-19]).

제3장. 가라앉다

모형 시험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밀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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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수밀 구획의 수밀성을 유지한 최종 시나리오를 상정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

시험 결과와 해석
총 16회의 컴퓨터 모의 실험과 12회의 모형 침수 시험을 통해 마린이 잠정적으로 도출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 C갑판으로의 초기 침수는 실제 관측된 움직임과 비슷한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C
갑판 시나리오는 작은 적하조건 변경에도 아주 민감하다.
- 핀 안정기실의 초기 침수는 환풍 통로, 그 후 기관실로 연결되는 닫히지 않은 수밀문을 통해
발생했다. 이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는 실제로 관측되었고 기록된 선박의 움직임을 보여준
다. 이 시나리오는 ‘C갑판 시나리오’보다 초기 침수에서 변화들에 덜 민감하고 종(길이) 방향
무게중심이 지정된 값에 더 가깝다. 때문에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가 C갑판 시나리오보다 더
실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 유형의 모형 테스트와 컴퓨터 모의 침수 실험의 마지막 침수 단계는 실제 관측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관측된 최대 횡경사각 161도는 컴퓨터 모의 침수 실험과 자유 침몰 시험(131
도까지 도달함)에서 도달할 수 없었다. 차이는 아마도 조류와 진흙투성이 해저면으로 인한
선체의 횡방향 하중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힘은 모형 시험 또는 컴퓨터 모델에 포
함되지 않았다.
- 감압 환경에서 기우는(횡경사의) 속도는 대기압 환경보다 빨랐다. 이는 예상과 반대지만 측
정된 수치들은 물의 진입이 감압 환경하의 침수의 초기 단계에서 더 빨랐음을 보여준다. 이
로 인해 횡경사각이 낮아지고, 수직(깊이) 방향 무게중심이 더 낮아진다.
- 수밀문들이 모두 닫혔을 때를 가정한 컴퓨터 모의 침수 실험은 C갑판 시나리오와 배수구를
가진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에서 횡경사각 65도에서 평형 상태를 보여줬다. 모델링된 상부
구조의 개구부들은 수면 위에 머물렀다. 상부구조는 오직 풍우밀이었으므로 물이 진입할 수

본권Ⅰ

229

침몰원인조사

떠 있었을 것이다.26)
우선 ‘C갑판 시나리오’와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 사이에 어느 쪽이 실제 상황에 가까운지에 관
한 문제가 있다. 만약 218번 블랙박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침수 장면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
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마린은 ‘C갑판 시나리
오’가 적하 조건과 초기 침수 과정에서의 작은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했
다. 이는 모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가 없었더라도 마린은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를 실제와 가까운 시나리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컴퓨터 모의 실험과 모형 시험이 100%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시나리오를 찾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이후의 시험은 그 시나리오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와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C갑판 배수구를 통
한 침수를 모형에 반영했고, 이를 ‘배수구를 적용한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이 시
나리오를 적용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는 다른 어떤 시나리오보다 실측 데이터에 가까운 횡경
사 진행을 보여 주었다. 다만 최종 횡경사인 161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마린은 이를 ‘조
류와 진흙투성이 해저면으로 인한 선체의 횡방향 하중’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최종적으로 선
택된 침수 시나리오에 따른 자세한 침수 과정은 [표 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최종 시나리오 결과에 대한 세월호의 시간대별 횡경사각과 침수 경로
시간

횡경사각 (˚)

8:49

45.7

침수 상황
좌현 핀안정기실 침수 시작

8:49

45.7

C갑판 침수 시작

8:55

46.2

좌현 핀안정기실 25% 침수

8:58

46.3

기관실 침수 시작

9:02

46.6

좌현 핀안정기실 50% 침수

9:07

47.0

보기실 침수 시작

9:25

48.2

D갑판 침수 시작

9:31

49.5

좌현 핀안정기실 75% 침수

9:33

50.1

좌현 3번 보이드탱크 침수 시작

9:35

51.5

E갑판 화물창 침수 시작

9:41

53.3

좌현 3번 보이드탱크 25% 침수

9:45

54.3

선미 스러스터실 침수 시작

9:50

61.8

A갑판 선수 침수 시작

9:50

62.8

B갑판 객실 중앙부 침수 시작

9:54

66.3

E갑판 화물창 25% 침수

9:58

68.5

A갑판 선미 침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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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횡경사각 (˚)

침수 상황

9:59

68.7

선미 스러스터실 25% 침수

9:59

68.7

C갑판 화물창 25% 침수

9:59

68.7

B갑판 객실 선미부 침수 시작

10:05

75.6

A갑판 선수, 선미 25% 침수

10:06

76.5

B갑판 선미 25% 침수

10:09

80.6

선교갑판 침수 시작

10:10

82.9

좌현 핀안정기실 95% 침수

10:10

82.9

연돌 침수 시작

10:11

89.7

선교갑판 25% 침수

10:12

93.6

B갑판 객실 선미 50% 침수

10:13

97.4

A갑판 선수, 중앙 50% 침수

10:13

97.4

연돌 75% 침수

10:15

104.6

D갑판 25% 침수

10:15

104.6

C갑판 50% 침수

10:15

104.6

B갑판 객실 중앙 50% 침수

10.15

104.6

선교갑판 75% 침수

10.16

110.5

B갑판 선미 75% 침수

10:17

113.1

A갑판 객실부 전체 75% 침수

10:18

115.3

선교갑판 95% 침수

10:20

118.6

A갑판 중앙, B갑판 선미 95% 침수

10:24

125.7

B갑판 객실 중앙 95% 침수

10:25

127.5

C갑판 75%, D갑판 50% 침수

10:25

127.5

B갑판 선수 95% 침수

소결
선조위와 마린은 세월호의 침수·침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컴퓨터 모의 실험
과 축소 모형 시험을 진행했다. 이는 선체 내부의 침수 과정에 대한 정 확한 데이터가 거의 알
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가능한 한 최선의 대답을 찾아나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획 구조 확인과 검증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선조위 조사관은
이를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소거해나가는 방식’이라고 표현했다.27)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초
침수 지점의 침수 경로를 확정하고 보다 정밀한 침수 과정을 재현해낼 수 있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침수 과정을 확정하는 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한 부
분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좌현 45도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배가 반드시
침몰하는 것은 아니고, 침몰하더라도 세월호의 경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침수되지 않을 수 있
다. 만약 건현 갑판 아래 침수 가능 구획의 수밀 구획이 올바로 유지되어 있었다면 세월호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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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론은 급격한 횡경사 이후 구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결국 급격한 횡경사만으로는 304명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나아
가 향후 이와 같은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월호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연구된 바가 있다. 2014년 9월 광주지방검
찰청은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 박◯주 교수에게 세월호 승객들의 탈출 소요 시간을
추정하는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의 목적은 3개의 서론 다른 시각에 대피 명령을 내렸더라
면 승객들이 탈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늠해보는 것이었다. 박 교수의 결론은 ‘세월호의 침몰에
따라 배의 기울기는 커지며, 이에 따른 보행의 어려움과 탈출 갑판의 가용성을 감안하더라도,
퇴선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3개의 케이스들에 맞추어 선원들에 의한 적절한 퇴선 명령이
행해졌다면, 승선원 모두 해상 탈출은 가능했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좌현 30
도 정도로 기운(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전 8시 50분에 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5분 5초
만에, 52.2도 기운 9시 24분에 내렸다면 9분 28초 만에, 59.1도 기운 9시 45분에 내렸다면 6분
17초 만에 모든 승객들이 좌현 갑판을 통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28)
그렇다면 세월호의 수밀문이 닫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어진 구조 활동으로 승객들이 탈출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 역시 100%의 확신을 갖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만약 선조위의 최종 시
나리오와 같이 좌현 65도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렀다면, 일부 승객들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외부 구조 세력의 도움으로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천대
시뮬레이션의 가정에 따르면 좌현 65도에서 A갑판과 B갑판 좌현 난간은 이미 침수되어 탈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해상 탈출은 유일하게 선교 갑판 좌현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상황에서 우현 방향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65도의 급경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 구조 세력의 선내 진입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구조 활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을까? 선조위의 최종 시나리오는 수밀문이 닫혀 있었다고 가정
했을 때, 좌현 65도만큼 기운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결국, 수밀문이 닫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세월호가 떠 있을 수 있었던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승객이 구조대가 내려준 밧줄을 타고 A갑판과 B갑판 우현 난간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조 시나리오에 따른 또 다른 모의 실험을 통해 추정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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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침몰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 알려진 객관적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컴
퓨터 화면을 통해 세월호가 점점 왼쪽으로 기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이러한 영상
자료를 통해 배가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의 횡경사 각도를 이루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침수
과정에 대한 몇몇 선원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기는 했지만 확실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침수 경로를 명확히 알아내기에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
었다.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의 컴퓨터 모의 실험과 축소 모형 시험을 통
해 실제 관측된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침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의 인양은 침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선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오전 8시 49분경 횡경사가
이미 좌현 45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상들은 초기 침수가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E갑판 기관 장비 구획 좌현 핀 안정기실로 이루어졌고, 곧이어 파손된 C갑판 창문
을 통해 C갑판 화물창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선체 인양은 무엇보
다도 세월호 외부와 내부의 개구부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침수 가능 구획’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 선박의 부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 구획의 수밀성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조위의 현장 조사
결과 세월호의 침수 가능 구획은 대부분 열려 있었다. 이는 사고 당일 세월호의 빠른 침수와 침
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선체 인양 후 확보한 새로운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조위는 네덜란드 해양 연구소 마린
과 함께 보아 정교한 침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 선조위는 현장 조사
결과 가장 먼저 침수가 일어나는 지점으로 C갑판 외판에 나 있는 루버 통풍 구조를 꼽았다. C
갑판 루버 통풍은 덮개의 방향에 따라 침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띤다. 하지만 블랙
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침수는 E갑판 기관 장비 구획의 좌현 핀 안정기실로 일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데이터는 마린의 컴퓨터 모델과 축소 모형에 적용되었다. 이어
서 파손된 C갑판 창문의 파손 정도에 따른 침수 면적, C갑판 배수구를 통한 C갑판 상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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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핀 안정기실 시나리오’는 실제 관측된 세월호의 움직임을 가장 가깝게 재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세월호의 침수와 침몰 과정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 선조위 조사관들은 침수 가능 구획의 수밀문들이 침수 과정에서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최
종 시나리오가 도출된 이후 수밀문을 모두 닫은 상태를 가정해 침수 및 침몰 과정을 확인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밀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면 세월호는 좌현 65도
정도를 유지한 채 더 오랜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이 수밀문들
은 항해 중에는 닫혀 있거나, 적어도 유사시에 즉시 닫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침
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초기에 핀 안정기실과 기관실을 연결하는 수밀 맨홀만이라도 닫혀 있었
다면,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핀 안정기실로 들어온 물은 그 구역을 침수시키는 데 그쳤을 것
이다. 하지만 좌현 45도의 초기 횡경사가 발생하고 핀 안정기실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직후,
기관 장비 구획의 선원들은 기관장의 연락을 받고 모두 선교 갑판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탈출
하면서 수밀문과 수밀 맨홀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지도 않았다. 즉, 수밀 구획
에 대한 부실한 관리과 감독은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마린이 수행한 컴퓨터 모의 실험과 축소 모형 시험은 수밀 구획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승객들을 구조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선조위의 최종
시나리오대로 세월호가 좌현 65도 가량의 횡경사를 유지한 채 상당 기간 떠 있었다면, 본격적
인 구조 세력이 선내로 진입해 승객들의 탈출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의 세
월호는 65도 이상으로 더 기울었고, C갑판으로 유입된 물이 차량 이동용 경사로를 따라 D갑판
으로 유입되고 선박 위쪽 객실 갑판들로 물이 유입되면서 기우는 속도가 급격하게 커졌다. 대
부분의 승객들이 머물던 A갑판과 B갑판은 물의 흐름을 막아줄 격벽이 거의 없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역의 침수는 불과 15~20분 안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세
월호가 전복된 이후 객실 갑판에는 이른바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공식적으
로 침몰한 오전 10시 30분 무렵 에어포켓은 D갑판과 C갑판 선수 방향으로 일부 존재했다. 이
는 마린의 실험 결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배의 앞부분만을 남긴 채 침몰한 세월호의 마
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3장. 가라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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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

블랙박스 영상 복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인양을 통해 화물칸에 있던 차량 내의 블랙박스가 수거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선체 인양 후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기록 데이터를 복원했다. 수거된 차량 블랙박스
는 총 26대이고, 이 중 영상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은 17대이며, 4월 16일 사고 시간대
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것은 7대였다. 복원된 7대는 모두 C갑판과 트윈 갑판을 비추고 있다.
비록 C갑판과 트윈 갑판만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상당하다.
첫째, 급선회가 시작된 뒤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세월호가 좌현으로 45도 이상 크게 기울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찰의 증거 자료로 사용된 KRISO보고서에서는 세월호의 기울기를
‘오전 8시 40분, 좌현 30도’로 추정하였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세월호는 8시 49분경에
이미 좌현 45도까지 기울었다. 45도로 기울면 배가 다시 복원되기 어렵다. 빠르게 퇴선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화물이 두 단계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화물은 18~20도에서 움직이기 시
작하여, 33도에 이르자 대부분의 화물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셋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초기 침수지점을 좀 더 실제와 가깝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동안
초기 침수는 D갑판 도선사 출입구나 선미 램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초기 침수 지점은 C갑판 좌현 외판의 루버 환풍구를 통한 기관 장비 구획의 좌현 핀 안정기실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확인
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에 진입하여 타기 유압장치 이상 여부를 조사했다. 타기 펌프와 솔레노
이드 밸브를 분해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한 선조위는 타기 제조사인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및 그
한국 대리점인 훌루테크와 용역조사팀을 꾸렸다. 조사팀은 2018년 1월 30일부터 3일 동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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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선조위 조사관 3명, 세월호 유가족 3명, 브룩스벨 홍콩 지사 담당
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유압기기를 개방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세월호 타기실의 인천행 2번
타기 펌프(좌현)의 B측 솔레노이드가 고착(업체는 눌림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2번 타기 펌프 솔레노이드가 고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세월호의 급선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세월호의 우현 방향 급선회를 유발한 것이 조타 실수가 아닌 기계 장
치의 문제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조타수의 조타 실
수로 우현 대각도 변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던 반면, 2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고등법원은 조타
기 장치의 고장이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세월호를 인양하여 장치의 이
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다. 사고 당시 2번 타기 펌프를 사용
하는 중 우현 방향 타각 명령이 내려졌을 때 B측 솔레노이드가 고착되었다면, 조타수가 의도
했던 것 이상으로 타를 우현 방향으로 미는 압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시 실제로
‘인천행’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2번 타기 펌프가 당시 제주행 항해에서 사용 중이었는지, 반
대편 1번 타기 펌프도 함께 사용중이었는지, 또 솔레노이드 고착이 발생한 이후 타기 펌프를
어떻게 껐는지, 매뉴얼에 명기된 명령 타각 자동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그에 반
응하여 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했다.

수밀되어야 할 곳, 모두 열려 있었다
바닷물의 유입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침수 가능 구획’ 내외부의 각종 개구부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조위에서 추정하는 침수 경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심각
한 곳은 E갑판 기관장비 구획의 미닫이식 수밀문 2곳과 수밀 맨홀 5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열
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선급 수밀문 규정과는 달리 폐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도 못
했다. 결국 최초 침수 추정 지점인 C갑판 좌현 루버 통풍 구조를 통해 좌현 핀 안정기실이 침수
되었고, 이 물은 열려 있는 맨홀과 수밀문을 통해 기관장비 구획 전체로 흘러 들어갔다.
D갑판에서 E갑판으로 통하는 개구부 13곳 중 10곳이 열려 있었다. 이는 건현갑판인 D갑판 하
부의 수밀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C갑판에서 D갑판으로 이어지는 차량
이동용 경사로의 풍우밀문도 닫혀 있었어야 하지만, 닫히기는커녕 경사로 위에 차량 7대가 실
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횡경사가 좌현 45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때 C갑판상으로 대량의
침수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바닷물이 C갑판에서 D갑판으로, 또 E갑판으로 흘
러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세월호는 전체적으로 침수의 진행을 막아줄 수밀 구획
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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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경로와 관련해서 선조위는 통풍 구조와 배수구를 통한 바닷물의 유입 경로를 새로 밝혀
내기도 했다. 선박 외부로 나 있는 각종 통풍 구조(통풍통, 통풍 트렁크)는 규정상 반드시 닫을
필요는 없다. 이들 통풍 구조와 배수구는 모두 건현 갑판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는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횡경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침수
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의 경우 좌현 45도에 도달했을 때 통풍 구조를 통해 최초의
침수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외판에서 외부 물체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 여부 점검
세월호 외판의 손상에 대한 조사는 브룩스벨과 선조위가 각각 실시했다. 브룩스벨은 세월호에
서 ‘외부 물체로 인한 어떠한 손상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했다. ‘잠수함이나 이와
비슷한 외부 물체 또는 외력 접촉과 일치되는 증거가 선체가 물에 잠기는 부분에는 전혀 없었
다’는 것이다. 선조위도 자체 조사 및 용역 과제를 통해 외판 상태를 점검했다. 용역을 맡은 연
구진은 선체 변형 상태를 분석한 후 외력에 의한 변형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변형이 관
찰된 부분은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이나 운항 과정을 통해서 생긴 변
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이 좌현의 리프팅 빔에 가린 외판까지 포함한 조사와 검증의
결과는 아니었으나 그동안 외부 충돌에 대한 의혹은 인양된 선체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
했다.
좌현 핀 안정기의 변형 상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했다. 좌현 핀 안정기는 최대 작동
각도인 25도를 초과하여 50.9도까지 돌아간 상태로 확인되었다. 핀 안정기는 침몰 후에도 여
전히 선체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핀 안정기를 변형시킨 힘은 이것을 부러뜨릴 정도는 아니
지만 큰 각도로 회전시킬 정도의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좌현 핀 안정
기의 변형이 침몰 당시 해저면에 닿는 힘에 의해 생겼거나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서 생
겼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핀 안정기 변형 연결부 구조해석 용역 조사를 통해 핀을 영구
변형(소성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상태만큼 비틀 수 있는 힘들을 비교 검토했다. 모두 아
홉가지의 경우 중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50톤의 힘이 핀과 52도 각도를 이루며 비스듬히 내
리누르는 경우가 가장 유력했다. 150톤 또는 260톤의 힘을 주면 모두 소성변형이 발생할 것으
로 추정되어 핀 안정기의 현재 상태와 부합하지 않았으나 인양과정에서 잘려 나간 핀 안정기
축의 절단부 소성 변형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핀 안정기를 포함하여 선조위는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서 외력의 가능성을 공식 확인하고자 했
다. 음지에서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외력을 정식 조사 의제로 올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는 급 우선회와 횡경사를 설명할 다양한 방법을 구했고, 블랙박스의 화물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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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항주 모형 시험의 실시는 물론 군 관련 자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인양된 선체의 있는 그대로
의 상태를 3차원 데이터로 남겼다.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조사의 영역이 넓혀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세월호는 선조위가 남긴 채증 증거로 추가 조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
게 되었다.

화물량과 고박 실태를 재확인
선조위는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을 재조사하였는데, 인양을 통해 차량의 모델명을 더욱 세분화
하여 알 수 있었다. 또 일부 차량에서 신고되지 않거나 정보가 없는 개인 화물이 나왔는데, 이
짐들을 세척한 후 건조한 상태의 무게를 추가로 반영했다(펄 세척 전 무게의 42.1%를 반영).
이 역시 기존 조사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화물이다.
또 인양을 통해 처음으로 D갑판 앞부분에 고정식 고박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 세월호는 2014년 2월 여수에서 선박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지적
받지 않았다. 2014년 2월 세월호의 선체 검사를 진행한 한국선급 조◯선 검사원은 2016년 3월
29일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6~7회 세월호에 가서
검사를 했으며, 고박 자재 설치 여부는 배를 돌면서 검사를 안 할 수 없고 C~E갑판을 모두 돌
면서 검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D갑판 앞부분에 고박 자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검사 당
시 전혀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은 2014년 2월의 세월호 선령 연장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
을 시사한다.
최근 대법원이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도입한 직후 시행하던 증·개축 공사가 승
인된 도면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검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한국선급 검사원의 1, 2심 무죄판결
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도 이
와 같은 세월호 선체 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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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시험 시 누락된 중량을 추가 확인
인양 이후 선체 내부에서 콘크리트 등이 도면에 표기된 것 이상으로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감
사원이 시공업체를 통해 찾아낸 누락 중량 37톤 외에 19톤의 누락 중량이 더 있었음을 확인했
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무게중심은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한 것보다 2cm(21cm), 처음 한국선
급의 수치보다 13cm(32cm)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 선조위 조사 결과 미탑재물 목록
갑판

내용

중량(TON)
실제

누락

SEWAGE TANK(좌/우현) 강재

0

2.080

2.080

SEWAGE TANK(좌/우현) FITTING

0

0

0.416

강재의
약 20%

상가수리 내용 중 철판 덧댐 작업

0

0

2.700

2014년 작업

객실 내 매트

0

0.360

0.360

72

모니터 및 TV

0

0.030

0.030

8대

매점 내 음료수 쇼케이스, 냉장고

0

0.160

0.160

각각 1대

게임룸 내 오락기

0

0.600

0.600

15대

카페 내 음료수 쇼케이스

0

0.076

0.076

1대

키즈룸 내 음료수 자판기

0

0.700

0.700

2대

TV

0

0.120

0.120

23대

전시실 내 공조 장치

0

0.078

0.078

6대

공조 장치 실외기

0

0.453

0.453

2대

전시실 앞 주방 바닥 공사

0

2.435

2.435

좌/우현

0.250

0.308

0.058

좌/우현

신설 화장실 바닥 공사

0

3.987

3.987

좌/우현

1등실 및 복도1 타일 공사

0

0.395

0.395

TV

0

0.030

0.030

5대

1등실 내 침대 매트리스

0

0.160

0.160

8개

로얄실 내 침대 매트리스

0

0.037

0.037

1개

0.8

5.643

4.843

1.050

17.652

19.718

E갑판

D갑판

B갑판

비고

경사시험

A갑판

신설 화장실 도기류
NAVI.
갑판

COMP.
갑판
합계

나무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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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는 네델란드 해양 연구소 마린에 의뢰한 세월호의 선회, 횡경사, 침수·침몰에 대한 조
사를 통해 세월호의 독특한 복원성 특징을 확인했다. 마린은 기울어진 배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모멘트를 나타내는 복원정에 주목하여, 횡경사 각도에 따라 세월호의 복원정와 GM을 비교했
다.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Stability Curve에 따르면 횡경사 10도를 지나면서 세월호의
복원정값은 초기의 복원력인 GM값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가 일단 10
도 정도로 기울고 나면 그 이후에는 빠르게 기운다는 뜻이다. 선수 부분이 좁고 선미 부분이 넓
은 세월호의 구조, 특히 선미 차량 램프 구역의 움푹 들어간 넓은 공간이 이와 같은 복원성 특
성에 영향을 미쳤다.

GZ

  GoM

GZ (M)

0.6

0.4

0.2

0
0

2.0

4.0

6.0

8.0
DEGREE

[그림 4-1] 횡경사 각도에 따른 GM과 GZ 비교

또 복원성과 횡경사가 트림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같은 복원성
조건에서도 트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횡경사 각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배를 뒤
쪽으로 기울게 할 때는 횡경사 각도가 작았지만, 앞쪽으로 기울게 했을 때는 GM이 0.6일 때
도 화물 이동이 시작되는 횡경사 각도에 도달했다. 또 GM 0.45m 조건에서 0.5m 선미 트림을
0.5m 선수 트림으로 바꾸면 GM이 0.23m로 감소했다.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평형수 탱크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평형수 공기관 위치를 확인한 결과, 위로 향하지 않고 옆으로 나와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평형
수를 만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풍관의 높이가 탱크 상부와 6.5m 정도
상부까지 위치하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보일의 법칙을 감안해보면 실제 에어포켓은 상
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고 주수 시 트림이나 횡동요를 고려하면 유동수 효과는 미미했을 것으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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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WBT (C)

5번 WBT (P)

[그림 4-2] 4번 평형수 탱크, 5번 좌현 평형수 탱크 통풍관 입구 위치

AIS에 조작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AIS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조작 여부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끊이
지 않았다. 따라서 AIS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은 선조위가 세월호의 항해를 재구성하
고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선조위는 세월호가 출항할 때부터 사고 시점까지 AIS 로그 원문 데이터를 입수해 해양수산부
의 3차 항적을 비교했다. 데이터 수가 655개 차이 났다. 그 이유는 우선 3차 항적은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부터 복원한 반면, 선조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43분부터 복원했기 때문이다. 선조
위는 위·경도가 동일하더라도 AIS 로그 원문이 다른 경우에 데이터를 유지했지만, 해양수산부
는 수신시간이 다르더라도 위치가 동일하면 중복 처리했다. 진도VTS가 수신한 일부 데이터가
해양수산부 3차 항적에서는 복원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결국 해양수산부와 선조위의 데이터
수 차이는 어느 시간부터 복원했느냐와, 어떻게 중복처리했느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선조위는 선박들의 항적 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민간 업체인 네덜란드 Made Smart사에서
세월호 AIS 로그 원문 데이터를 구매해 해양수산부 AIS 데이터와 비교해보기로 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VTS에서 수시된 AIS 데이터는 손댈 수 있다고 해도 해외 민간 업체의 데이터까지 모
두 똑같이 바꿔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Made Smart사가 인천항과 목포항에서 수
신한 세월호 메시지는 모두 2976개였는데,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AIS 로그 원문 데이터와 모두
일치했다. 위치는 물론 속력, 대지침로, 선수방위 등 항해 정보까지 모두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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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맹골수도와 병풍도 인근 해역을 5차례 왕복했고 각 VTS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신한 AIS 메시지를 비교했다. 새누리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했음에도 수신량이 같지 않았다
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선조위는 해양수산부와 선조위가 각각 복원한 AIS 로그 원문 데이터에는 조작이나 편집
의 흔적이 없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AIS 항적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
이 제기되는 상태라서 다른 해외 민간 업체에서 세월호 AIS 로그 원문 데이터를 추가로 입수해
보다 정밀한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덧붙여 AIS 원문 데이터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으나 증거로서의 가치에 비해 앞으로 추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음도 확인했다.

소결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부터,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는 배 그 자체라고 이야기되어왔다. 위
에 서술한 선조위가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은 대부분 세월호가 뭍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
었던 사실들이다.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증거들은 계속 바닷속 깊이 가라앉
아 있었을 것이다. 선조위는 여기에 연구자와 실무자를 망라하는 다양한 해양·선박 전문가를
모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기존과는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서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
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들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적어도 세월호의 급선회
와 빠른 침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국민들께 제공하고자 했다.
지연된 인양으로 인한 증거 손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진술 조사 등은 이 조사의
한계이며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극복되기 어렵다. 사고조사가 지연될수록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
역을 많이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선조위의 부족한 점은 이
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세월호에 대한 선조위의 조사 활동을 통해 확인한 부분은 어떤 조사건 그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결과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러한 한
계의 의미를 종합보고서의 결론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특징이 명확
한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결정적인 숫자들이 사실에 근접한 추정치에 다
름 아니라는 점, 그리하여 그것으로 내린 결론은 언제든지 다른 증거를 만났을 때 바뀔 수 있다
는 점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여기까지가 최선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항상 추가 조사의 과제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한계를 대하는 조사 주체의 자세여야 함을 강
조하고자 한다.

제4장. 결론 및 권고안

AIS 메시지가 어떻게 발신되고, 수신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목포해양대 실습선인 새누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244

02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은 2014년 4월 16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유가족
의 권리이며, 진상 규명의 첫 번째 목적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또 국민 누
구라도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사회적 교훈 역시 제대로 남으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진상 규명의 최종 목적은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는 사회 시스
템은 뜯어고쳐야 한다.
선조위 역시 참사의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법적 대안을 고민했고,
그 결과는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본 보고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개
선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지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세월호 참사를 겪은지 3년만에 우리 사회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아픔을 겪었고 젊은 목숨
을 잃었으며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가족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이 일어
난 것은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즈음 이었다.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그것의 원인이
세월호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안하는 제도 개선이 20년 주기의 대형 해난 사고
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준하는 안전 사회 건설의 대책을 내세워야 했으나 제한
된 위원회 활동의 시간과 역량에서 충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제라도 그에 대한 열망을 현
실로 이루어 낼 것을 과제로 남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향한 먼 여정에 이 보고서가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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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3)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4)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5)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6)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7)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8) 선박을 부두나 묘박지에 접안 및 묘박시키기 위한 설비로서 닻(Anchor), 닻줄(Anchor Chain), 양묘기(Windlass) 등이 있다. 세
월호 앵커는 인양 과정에서 제거됐다.
9) 선체의 중심선상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10) 배에 화물을 싣는 기중기
11)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2)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3)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4)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5)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6)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7)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18) 선조위 조사 결과 경하중량 6,232.718톤
19) 감사원 보고서 참조
20) 빌딩 5~6층 높이인 세월호 갑판에서 바다로 탈출하려면 미끄럼틀이 필요한데, 이것이 슈트다.세월호의 슈트 4개는 모두 선교 갑
판에 있었다. 2개는 좌현 쪽 선미 끝에, 2개는 우현 쪽 선체 중앙 부분에 놓여 있었다. 2개의 슈트 사이에는 20m 길이의 승선용
사다리가 있었다. 이 슈트를 이용하면 좌·우현에서 각각 승객 500명씩 탈출 가능했다.
21)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해 2~4m 이상 잠기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떨어져 펼쳐지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구명뗏목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44개 구명뗏목 가운데 사고 당시 바다에서 펼쳐진 것은 단 2개였다. 부실한 점검 탓이었다. 해
양 안전 설비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사고 발생 직전인 2014년 2월에 세월호의 구명뗏목을 정비했다. 구명뗏목 점검할 때 1
개당 소요 시간은 보통 3시간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구명뗏목 46개를 점검하는 데는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치 정
상으로 점검을 마친 것처럼 구명뗏목을 세척한 다음 용기에 넣어 탑재했다. 광주지방법원 2015.2.3.선고 2014고합224호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6.9.선고 2015노138 판결
22)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 참조
23)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 참조
24) 한국선급 기준(선급 및 강선 규칙 등)에 따르면 풍우밀 구조는 약 1.5m 거리에서 약 2kg/cm2의 살수 시험을 하며, 수밀 구조는 구
조물에 따라 다르나 문의 경우 2.4m의 수두 시험을 실시한다.
25)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 참조
26)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 참조
27) 브룩스벨 내부 조사 보고서 참조
28)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 참조
29) 박성용 선조위 진술조서(2018.2.9.)
30) 박성용 선조위 진술조서(2018.2.9.)
31) 박◯용 선조위 진술조서(2018.2.22.)
3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 자료집 참조
33) 한국선급 내규
34) 선조위 경사시험 조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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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는 미탑재물 중량 중 약 95%를 차지하는 수치다.이를 제외한 2.177톤은 각 갑판별 이동식 소화 장비 중량이다(선조위 경사시
험 보고서).
36) ELANDRA COUGAR의 Result of Inclining Experiment & Deadweight Measurement(2011.1.18.)
37)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문답서(전◯호) 12면
38) 대법원 2018.7.24.선고 2015도120994 판결
39) 선조위 화물량 보고서 참조
4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2016.6.27.
41) 선조위 화물량 보고서 참조
42) 선조위 화물량 보고서 참조
43) 선조위 화물량 보고서 참조
44)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 참조
45) 홍◯근 증인진술서,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화물 편), 9.17항 재인용
46) 선조위 화물량 보고서 별첨, 화물 무게중심 계산표 참조
47) 신보식 선조위 녹취록(2018.4.28.), 68~69쪽
48) 무게로 환산 시 해수 비중은 1.025 적용
49) 선수피크탱크(Fore Peak Tank)
50) 1번 평형수 탱크(중앙)
51) 2번 평형수 탱크(중앙)
52) 3번 평형수 탱크(좌현)
53) 3번 평형수 탱크(우현)
54) 힐링탱크(좌현)
55) 힐링탱크(우현)
56) 선미피크탱크 (After Peak Tank)
57) 강원식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4.4.29.)
58) 신보식 선조위 녹취록(2018.4.28.)
59) 신보식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4.5.30.)
60) 강원식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2014.4.24.)
61) 마린 요약 보고서 참조
62) 선원 사건, 1심, 11회 공판조서(2014.8.26.)(신보식 증인신문 부분)
63) 강원식 검찰 피고인 신문(2014.10.8)
64)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65)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66) 1마일은 1.852km
67)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68)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69)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70) 해양심판원은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차에 여객 100명당 약 10톤 가량 소모된다는 경험칙에 의해 세월호는 약 47.1톤 소모됐
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67톤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71쪽
71) 해양심판원은 세월호 주기관의 소모량(시간당 2376.1kg)과 운항 시간(11시간 45분)을 고려해 인천항 출항부터 사고 때까지 약
27. 9톤의 연료를 소모한 것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서는 22.2톤이 소모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
다.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70쪽
72) NAPA 계산시 Deadweight constant 의 자유표면 효과 181톤-m를 반영하지 않아서 이를 수계산으로 보정하면 괄호 안의 값과
같이 출항시 GoM값이 0.707로 줄어든다.
73) 같은 이유로 사고당시 GoM 값은 0.593으로 줄어든다.
74)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복원성 분석 및 조종 시뮬레이션 편) 참조
75)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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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77)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 참조
78)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 자료집, 232~233쪽
79) 차량 고박 설비 기준(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 21조)
80) 해양수산부, ‘내항 여객선의 운항 관리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06.8, 16쪽
81) 선조위 통상선무 보고서 22쪽; 강원식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5.1.), 7~9쪽
82) 박기호 선조위 진술조서(2018.4.27.)
83) 박기호 선조위 진술조서(2018.4.27.)

제2장

넘어지다

1) 박한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4.30,), 20815~20816쪽; 선원사건, 1심, 19회 공판조서(2014.9.30.)(박기호 피고인신문 부분),
53쪽; 선원 사건, 검찰 감정서(2014.9.30.), 별첨 1; 세월호 선내 CCTV의 ‘화질 개선 동영상’ 자료표, 세월호 선내 CCTV(화질 개
선), 수사 기록 13952쪽
2) 선원 사건, 1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2014.10.1.), 16~17쪽
3) 합동수사본부 보고서, 1쪽
4)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112, 118쪽
5) 광주고등법원 2015.4.28.선고 2014노490 판결, 51쪽; 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도6809 판결, 36쪽, 박한결과 조준기는 업무
상 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6) 선조위 조타장치 보고서; 브룩스벨 내부 조사 보고서(기계 편)
7) 박한결과 조준기는 맹골수도 진입 2~3마일 전 수동 조타 모드로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시 자동 조타 모드에서 수동 조타
모드로 변경할 때의 각도로 추정되는 오토파일럿 헤딩 컨트롤 수치(156.5도)를 AIS 항적 데이터와 비교해서 확인한 결과 맹골수도
진입 2~3마일 전에 모드 변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선조위 조타장치 보고서(안), 14~15쪽
8) ‘타기 판넬 전원 펌프를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2개를 전부 킨 후 타기 스탠드에 가서 제주행 인천행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핸들을
혼자 돌렸습니다. 핸들을 돌릴 때 타각 지시기를 보고 했습니다. 하드포트 하드스타보드 둘 다 테스트를 한 후 Midship을 맞춰둡
니다.’ 박한결 선조위 진술조서(2018.4.30.)
9) 이준석 선조위 진술조서(2018.4.30.)
10) 강원식 선조위 진술조서(2018.4.19.)
11) 이준석 선조위 진술조서(2018.4.30.)
12) 박한결 선조위 진술조서(2018.4.18.)
13) 조준기 선조위 진술조서(2018.4.30.)
14) 선조위 블랙박스 복원 결과 보고(2018.5.18.)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 작업에는 법영상분석연구소, 멀◯뮤직시스템, KBS 보
도본부 등이 참여했다.
15) 선조위 주기관 보고서, 29쪽
16)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화물 편). 9.3~9.9항1
17)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화물 편). 9.28~9.35항
18)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복원성 분석 및 조종 시뮬레이션 편), A4.30~A4.54항
19) 2014.4.17.목포해경에서의 2회 진술
20) 2014.4.20.목포해경
21) 횡경사 각도 준정적분석 결과는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복원성 분석 및 조종 시뮬레이션 편), 11.1~11.15항의 내용을 정리했다.
22) 선조위 세월호 복원성 보고서(고박자재 및 실태 조사), 13~19쪽
23)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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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101~102쪽
25)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07쪽
26)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104쪽
27)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104~105쪽
28)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13~114쪽
29)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14쪽
30)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106쪽
31)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13쪽
32)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24쪽
33)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01~102쪽
34)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24쪽
35)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26쪽
36)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에 대한 반론, 1쪽
37)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190쪽
38)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207~208쪽
39) ISO 8728 1997 Ships and marine technology~ Marine Gyrocompasses
40) 선조위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보고서, 334쪽;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항해 편)
41)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항해 편) 참조
42)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절의 내용은 마린의 선회 및 횡경사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43)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린 실험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를 마린의 한국어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와 조금 다르게 사용했다. 마
린 한국어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고속 시간 모의 실험’(fast~time simulation), ‘모형 시험’(model test), ‘실시
간 항해(조타실) 모의 항해’(real~time wheelhouse simulation).
44) 고속시간 컴퓨터 모의 실험은 2018년 1월에 실시했고, 모형 시험은 2018년 1월과 2월 2차례로 나누어 실시했다. 3차 모형 시험
은 2018년 6월에 실시했다. 본 보고서 2장 4절에서 서술하는 마린 실험 결과는 1차와 2차 모형에 대한 마린의 최종 보고서에 바
탕을 둔 것이다. 3차 모형 시험에 대한 마린의 보고서는 2018년 7월 26에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2장 5절에서 다루고 있다.
45) 이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청취되는 소음을 화물 이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며, 브룩스벨의 분석에서 세월호 내 최초의 화물
이동이 D갑판 앞쪽에 쌓여있던 철근이 이동했던 것이라는 판단과 상응한다.
46) 이것은 2018년 1월과 2월에 실시한 1차와 2차 자유 항주 시험의 설정이다. 2018년 6월에 실시한 3차 자유 항주시험의 윈치 시험
설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47) 해양조사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db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면 0.16 노트에 이르는 조류가 316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48) ISO 8728 1997 Ships and marine technology~ Marine Gyrocompasses
49) 마린 요약 보고서, 18쪽
50)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2008 IS Code).
51) 이 내용은 선조위 주기관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52) 226번 블랙박스 진동 주파수 분석은 선조위 비상임위원인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장범선 교수 연구진이 수행했다.
53) 브룩스벨 외부 손상 보고서, 6.11항
54) 브룩스벨 총괄 보고서, 7.35·7.37·7.44항
55) 선조위 의혹 쟁점사항 보고서 참조
56) ‘세월호 선체 좌현 수선하부 외판 상태 해석’ 연구 용역 최종 발표자료(2018.5.21.)
57) 선조위 조타장치 보고서, 155~156쪽
58) 선조위 조타장치 보고서, 157~165쪽
59) 선조위 외력검증 TFT 보고서 참조
60) 세월호 외력 검증 TFT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자료(2018.7.25 작성, 7.27 발표)
61) 세월호 외력 검증 TFT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자료(2018.7.25 작성, 7.2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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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다

1) 해경 사건, 검찰 추가 증거 제출(2015.6.23.), 장◯◯ 진술서, 수사 기록 6325쪽
2) 선원 사건, 1심,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2014.7.28.) (오◯◯ 증인신문 부분), 7쪽
3) 해경 사건, 검찰 추가 증거 제출(2015.6.23.), 양◯◯ 진술서, 수사 기록 6315쪽; 선원 사건 1심,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2014.7.29.) (최◯◯ 증인신문 부분), 3~7쪽
4) 해경 사건, 검찰 추가 증거 제출(2015.6.23.), 양◯◯ 진술서, 수사 기록 6315쪽; 선원 사건 1심,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2014.7.29.) (최◯◯ 증인신문 부분), 3~7쪽
5) 선조위 구획구조 보고서.이하 3장에서 별도의 인용 표기가 없는 사항은 이 보고서에서 요약·발췌한 것이다.
6) KRISO 보고서, 122쪽, 표 7~7
7) 앞의 책, 123쪽
8) 앞의 책, 121쪽
9)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횡경사 확인은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 인용. 침수 과정 장면은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침몰 분석 편),
2.13~2.16.
10) 합동수사본부 보고서, 6~7쪽
11) KRISO 보고서, 127쪽
12) 아래에서 선조위 현장 조사 활동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도선사 출입문은 닫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안은
세월호 선원 재판 과정에서 쟁점 사항 중 하나였다. 3등항해사 박한결이 “(도선사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닫힌 걸 본 적
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 선조위 조사관들은 박한결이 언급한 D갑판 ‘파일럿 도어’가 C갑판상에서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는 출입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원 사건, 검찰 박한결 3회 피의자 신문조서(2014.4.30.),
수사기록 20820쪽
13)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 선체 침수와 침몰 관련 서술은 이 보고서 91~93쪽에 담겨 있다.
14) 한국해양대학교, ‘세월호의 항적과 경사각을 이용한 전복·침수 과정 재현’, 2016.5.31, 158, 173쪽
15)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75호, 제2조 7~8항 선박만재흘수선 기준
16) 선조위 구조구획 보고서, 7쪽
17) 노출 갑판에 있는 창구의 수밀을 유지하기 위해 타폴린을 보자기를 씌우듯이 덮는다. 타폴린은 아마사 또는 면사로 짠 천으로 그
위에 방수제를 발라 사용한다.
18) 강원식 선조위 진술조서(2018.4.19.)
19) 해양수산부 고시 제5장 16조(구획의 배치),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2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7호, 강선의 구조 기준
21) 박기호 선조위 진술조서(2018.4.27.); 박성용 선조위 진술조서(2018.2.9.)
22) 마린 침수와 침몰 최종 보고서, 12~14쪽
23) 마린 침수와 침몰 최종 보고서, 18쪽
24)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침몰 분석 편), 2.12~13항
25) 브룩스벨 분석 보고서(침몰 분석편), 2~16쪽. 브룩스벨은 226번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화면은 선
측 외판을 따라 차량 뒤쪽에서 C갑판으로 물기둥이 유입되는 광경을 나타냅니다. 영상 후반부를 보면… 물기둥이 창문 전체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 유리가 화물 충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됐다면 물기둥은 창문 전
체를 통해 유입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리가 파손됐을 때 위쪽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음을 시
사합니다.’
26) 마린 침수와 침몰 최종 보고서, 39쪽
27) 선조위 구조구획 보고서, 35쪽
28) 가천대학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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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선박의 위치, 속력, 제원, 화물의 종류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한다.

KG
배의 중심선(Keel Line)과 선박의 현재 상태 무게중심(G)을 수직 방향으로 연결한 선.

개구부(opening, 開口部)
배의 출입구, 환기구 등을 두루 일컫는 말.

건조(建造)
선박을 설계하여 만듦.

건현 갑판(Freeboard Deck, 乾舷甲板)
선박 내에서 그 아래로는 수밀 또는 풍우밀 구조로 되어 있어
복원력이 유지된 해상 상태에서,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않는 조건의 기준선이 되는 전통 갑판.
선수에서 선미까지 뻗은 갑판.

격벽(隔璧)
선박 아래쪽 내부 공간을 길이, 너비 또는 높이 방향으로 칸막이하는 구조물.

경사시험(Inclining Test, 傾斜試驗)
선박 또는 부유식 해양 건축물의 경하 상태 무게중심 위치(G)와
가상 중심(M, 메타센터) 간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시험.

경하 상태
화물, 연료유 등이 전혀 적재되지 않은 순수한 배의 상태.

경하중량(Light Load Weight, 輕荷重量)
화물, 연료유, 윤활유, 밸러스트수, 청수 및 소모품과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을 제외한 배수중량통수로서 완성된 선박의 자체 중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열린안)

계선(mooring, 繫船)
① 선박이 화물을 적하하고 여객이 승강하기 위하여 접안하는 것
②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박지에 대기하든가 선박이 검사나 수리할 때
또는 해운계의 불황 때문에 선박의 가동을 줄이기 위해 일시 운항을 정지시켜
항구에 계류하는 것(차량의 경우 주차에 해당).

고박(lashing)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고정시키는 것.

대지속력(Speed Over Ground, 對地速力)
선박이 물 위에 떠서 항해하므로 바람이나 조류 및 해류의 영향을 받아
물 위에서 항주한 속력과 육지에 대한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대수속력(물에 대한 상대속력), 후자를 대지속력(절대속력)이라 한다.

대지침로(Course Over Ground, 對地針路)
특정 시점에서 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

데드슬로우(Dead Slow)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

데릭(derrick)
배에 화물을 싣는 기중기.

동적 분석(Dynamic Analysis)
구조물의 고유 진동 주기나 감쇠 특성 등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력 상태나 변형을
해석하는 것. 선박의 경우, 파도나 바람 등의 영향 및 그에 따른 자세의 변화를 고려함.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 요소의 변화를 고려한 분석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디지털적인 법과학의 한 분야로, 컴퓨터와 디지털 기록 매체에 남은 법적 증거에 관한 것
등을 다룬다. 컴퓨터 법과학(Computer Forensic Science)이라고도 한다.

로로선(roll-on/roll-off ship)
선박의 선수미(船首尾)나 선측(船側)에 설치되어 있는 입구를 통하여
트럭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양륙하거나,
자동차 등을 램프를 통하여 바로 선적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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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mast)
선체의 중심선상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 부력을 가지고 화물 및 선용품을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의
최대 한계표시로서, 선박의 양측(좌·우현)에 특정한 선으로서 표시.

메타센터(metacenter)
선박의 최저점에서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중심선과 횡경사 때 옆으로 이동한 부력중심에서
부력 작용 방향으로 그은 선이 만나는 교점.

모멘트(moment)
어떤 종류의 물리적 효과가 하나의 물리량뿐만 아니라 그 물리량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정해질 때에 정의되는 양이다. 물리량과 기준점에서 그 물리량의 작용점과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낸다. 즉 복원 모멘트는 특정 모양의 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中心)
선체의 전체 중량이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점.

복원성(stability, 復原性)
수면에 평형 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중력(重力)과 부력(浮力)이 서로 작용하여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부력(buoyancy, 浮力)
유체 내에 있는 물체가 그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 압력의 총합에 의해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압력.

선미(stern, 船尾)
선체 후단부를 말하며, 선미에는 배를 추진시키기 위한 프로펠러와
침로를 조정하는 타가 부착되어 있다.

선수(bow, 船首)
선체의 앞쪽 또는 선체 중앙의 평행부에서 선수재(船首材)까지의 부분을 말하며
이물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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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방위각(heading)
배의 선수가 향하는 방향. 지도상의 정북과 선수 방향 간의 각도.

선저 외판(Bottom Plating, 船底外板)
평판 용골에 연결되는 외판 또는 방형 용골의 경우 용골 익판에 연결되는 외판부터
만곡부 상판까지의 외판. 물과 접하는 선체의 바닥면을 말함.

솔레노이드(solenoid)
도선을 촘촘하고 균일하게 원통형으로 길게 감아 만든 기기에너지 변환 장치 및
전자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수밀(watertight, 水密)
비손상 및 손상 상태에서 작용하는 수두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에서도
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

슈트(chute)
배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미끄럼틀.

스러스터(thruster)
배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로 입·출항 시 사용.
절대 다수가 선박의 길이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프로펠러 형태임.

시뮬레이션(simulation)
실제 상황을 간단하게 축소한 모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
행동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 기법.

양묘기(windlass, 揚錨機)
배의 닻을 감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특수한 윈치.

용골(keel, 龍骨)
선체의 중심선을 따라 배 바닥면에서 선수에서 선미까지 연장된 부재로,
선체의 길이 방향 강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용골이 설치된 시점을
선박의 구조·설비 등의 국내외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사용함. 사람의 척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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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치(winch)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중량물(重量物)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

자유표면 효과(Free Surface Effect, 自由表面效果)
배가 기울어질 때 선박 평형수와 연료유, 청수 같은 액체가 한쪽으로 이동하면
동요 현상이 발생함. 그로 인해 선박의 무게중심이 상승하는 효과. 그만큼 복원력이 작아진다.
고체 구조물인 선박의 경하중량의 무게중심은 횡경사 시에도 고정되어 있지만,
선내에 존재하는 유체의 경우 횡경사 각도에 상당하는 만큼 움직이게 되며,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 무게중심의 위치를 옮기는 효과를 주므로 복원력에 악영향을 미침.

자이로컴퍼스(gyrocompass)
자석 대신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자이로를 이용하여 역학적 방법으로 진북을 지시하는 것으로,
자이로스코프라는 3축의 자유로운 소곡도 회전체를 이용한 컴퍼스.

재화중량(톤수)(WT(Dead Weight Tonnage), 載貨重量噸數)

배의 만재 상태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 빈 배 상태(Light Condition)의 흘수에 대한 배수량의
차. 즉 배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선용품 등의 총 중량을 나타내며,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기준 등 해운 경영에 주로 사용됨 = 적재 중량 톤수.
화물차를 흔히 5톤 트럭, 25톤 트럭 등으로 구분할 때 5톤, 25톤이 적재중량이며
선박의 재화중량에 해당.

전장(Length over All, 全長)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포함한 선수 최전단으로부터
선미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이 길이는 입거(入渠) 접안(接岸)등 조선(操船)시 필요한 길이이
며, 해사안전법에서는 이 길이를 사용한다.

준정적 분석(Quasi-static Analysis)
동적인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 물체가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
혹은 근사하여 분석하는 방법.

진수(launching, 進水)
용접을 통해 선박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선체 부분에 도장이 완료된 선박을 물에 띄움.

청수(Fresh Water, 淸水)
해수에 비해 염분이 적은 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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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블록(Chain Block)
훅에 걸린 큰 하중을 도르래와 감속 기어 장치에 의해 체인을 통해
인력과 같은 작은 인장력으로 감아 올려 체인에서 손을 떼도 감아 올려진 하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치.

침수 가능 구획
선박의 임의의 구역에 바닷물이 유입되었을 때 침수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구획.
복원성 계산에서 배의 부력을 유지 또는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구획 단위가 된다.

타(rudder, 舵)
선박에 보침 성능과 선회 성능을 주는 장치. 방향타.

타각(Rudder Angle, 舵角)
타의 각도.

트림(trim)
선수미 위치에서 수면 밑 깊이 차이. 후부흘수가 전부흘수보다 큰 것을 선미 트림,
전부흘수가 후부흘수보다 큰 것을 선수트림이라 하며,
전부흘수와 후부흘수가 같은 것을 이븐 킬(Even Keel)이라 함.

트윈 갑판(Tween Deck)
일반 화물선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화물창을 상하로 나누는 중간 갑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전체 길이 또는 전체 폭에 걸쳐 있지 않은 부분 갑판이다.
효율적인 수납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다.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
선박이 운항에 적합한 상태로 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형수(밸러스트) 탱크를
이용하는데, 좌우 수평을 맞추거나 앞뒤 균형을 맞추거나, 또는 특정 흘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 탱크에 들어가는 물을 ‘선박 평형수’라고 한다.

파단(破斷)
재료가 파괴되거나 잘록해져 둘 이상의 부분으로 떨어져나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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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우밀(weathertight, 風雨密)
예상 항행 조건의 바람 및 파랑조건하에서 선박에 비 또는 해수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
비나 파도 등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물의 유입은 방지할 수 있으나 물속에 잠기게되면
수압을 이기지 못해 방수 기능을 상실함.
수밀이 완전 방수라면 풍우밀은 생활 방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해치(hatch)
선박에서 폐위된 공간에 수직으로 접근하는 창구 및 승강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과 구분하여 특정 목적으로 필요 시에만 드나드는 경우를 일컬음.

횡경사
선박이 좌현 또는 우현으로 기울어진 정도.

흘수(draft, 吃水)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물속에 잠기는 침수부의 수직거리,
즉 용골 밑바닥에서 수면까지의 거리.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두산백과
네이버 선박항해용어사전
네이버 정보통신용어사전
네이버 토목용어사전
네이버 한자사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해양수산부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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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비상임위원/대우조선해양(주) 선박기본설계 3파트장(희생자 가족 추천)
장범선 비상임위원/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바른정당 추천)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
집필위원
종합보고서
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정은주 한겨레 기자
박상은 월간 「오늘보다」 편집실장
제도개선
김용준 법률사무소 우창 변호사
이승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평가위원
임남균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김형석 대우조선해양(주) 설계부 부장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장 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
전태호 세월호일반인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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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직원 현황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제2소위원장)
권영빈 상임위원(제1소위원장)
이정일 사무처장(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장 겸임)
심인환 보좌관

대외협력담당관
김형욱 담당관
김대형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담당관
김선애 담당관
유재형
장용훈

운영지원과
김준옥 과장
서무·법령 | 박형영, 박치현
인사 | 오기식, 문용준
재무 | 문혁완, 이해인
운영·정보화·기록 | 이민호, 이현정

조사1과
이인규 과장
조사기획·행정지원 | 김성훈, 김태은
조타실·기관·주요기기 | 김동건, 정진아, 송창용, 현조은
화물량·선체훼손 | 전현호, 서승택, 진용만, 권창용
조사결과검증 | 허성환, 박정석

조사2과
박용덕 과장
미수습자 수습 점검·조사 | 송장건, 오승래, 천미정, 백강현
유류품 수습 점검·조사 | 박고용, 김성희, 송하민, 강비아
인양과정 점검·조사 | 김종윤, 김경민, 김어진

조사3과
정현묵 과장
선체처리1 | 김동환, 최진환, 이현원
선체처리2 | 최현철, 박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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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3.21.][법률 제14734호, 2017.3.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
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6. “선체조사”란 4·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체에 대한 각종 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한다.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
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 설계·건조·항해·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권Ⅰ

위원회 특별법 및 시행령

263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
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
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16세월호참사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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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 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
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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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선체 및 유실물, 유류품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
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
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
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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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
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
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
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2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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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
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
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
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
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
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
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
3.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
4. 그 밖에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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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①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 기간 및 장소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계획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
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
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
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제14734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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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
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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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소관 예산·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및 관리
4.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수집과 분석·검증
5.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
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유실물·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제11조(지휘·감독)
①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
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작성·발간·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작성·발간·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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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9>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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