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사고

Sea Grand호 선박 조종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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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사고 개요
1.1 용호 부두 정보
부산항 용호부두
- 1990년 준공한 일반 화물 하역 부두
- 부두길이 210m, 수심 11m,
- 접안 능력 2만 DWT 1척
- 강제도선구역 제외
※ 2019.9.30.부로 강제도선구역 전환

- 연간 175척 입항(1천톤~6천톤급 선박)
- 예선 필요 시 2시간 전 요청
※ 북항에서 출동하면 약 1시간 소요
수심(m)

길이(m)

접안능력(DWT,척)

11.0

210

20,000×1

1.2 사고 선박
씨그랜드호 정보
씨그랜드호(Sea Grand)
- Q1부두에 좌현 접안
- 우현 ANCHOR 4시 방향,
4 SHACKLES 투묘
- 총톤수 5,998톤
(길이 113m, 폭 18m)
- 선령 33년, 러시아 국적선
- 선장 및 선원 전원 러시아인
- M/E CPP TYPE(가변피치)
(기관마력 4,413KW)
- 철재화물 적재 (Draft 6.5m)

1.3 선박 통항 항적
광안대교 부근 통항 항적(Ship’s Traffic Track)
선박 입출항 누적 항적도(통항 분포)

1.3 선박 통항 항적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충돌사고 통항
분석 항적(Ship’s Traffic Track)
씨그랜드호 출항 후 충돌 항적 검토

- 풍력계급 4 상태, 풍향 우현 선미 약 5시 방향, 예선 없이 자력 선회하여 출항 가능하다고 판단
- 출항 작업시 4시 방향 투묘한 우현 앵커 이용 및 Spring line 활용 미숙,
- 출항 후 과도한 전진타력 사용
- 광안대교 충돌 위험성 인지 못하였고 적시에 후진엔진을 사용하지 않음

1.4 사고 피해
사고 피해 상황

- 접안 요트 파손, 선원 2명 골절상
-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 파손( 3m x 3m)
- 화물선 선수 CRANE 파손

1.5 사고 원인
사고 원인 분석

1. 선장의 음주(사고 당시 선장 혈중 알코올 농도 0.088%)
2. 강풍으로 인하여 예선 없이 정상 출항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과감히 출항 연기

3. 예선 미사용(부산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1천 마력급 1척,2천 마력 급 1척의 예선사용이 강제화 되어 있음)
4. 출항 시 앵커 및 Spring Line을 이용한 조선술 미숙
5. 도선사 미 수배( 용호부두는 강제도선 구역은 아니나 화물을 만재하고 용호부두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선장으로서는 안전하게 도선사를 수배 하였어야 함)

6. 선박입출항법상의 출항 보고 규정 미 준수(출항 즉시 VTS 에 출항보고 의무 있음)
출항보고가

되었다면 VTS 관제 하에 요트충돌 후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 광안대교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됨.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1) 출항 직후 요트 충돌까지 선박 조종

□ 출항시의 기상
▶ 풍향/풍속 : 북북동 7-8 m/s
풍향 : 북북동
풍속 : 7~8 m/s

(선수 기준 5시, 우현 선미 방향)
※ 출항 조선에 불리한 조건

▶ 출항 과정 분석 결과
1. SINGLE UP 후 ALL LINES LET GO
좌현 전타 후 미속 전진 기관 사용
▶ 선미 이안거리 부족, 전진 타력 작용

2. 우현 전타 및 미속전진
1차 충돌

▶ 약간 우회두 발생하면서 요트와 1차 충돌
▶ 계류장 계류 체인과 본선 ANCHOR
CHAIN이 꼬임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1) 출항 직후 요트 충돌까지 선박 조종
▶ 안전하게 출항한 선박 항적 분석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2) 안전한 선박 조종 방법
(1) 부두쪽으로 밀어 주는 바람일 경우 정상적인 이안이 힘들다고 판단 시 출항 연기 조치

- 출항 당일(28일) 15시 기준 7.9m/s(북북동) , 16시 7.1m/s, 17시 5.5m/s 1430분-17시 평균 7.3m/s
- 용호부두내 요트 충돌 시간대(1542분경) 7.4m/s(북북동), 광안대교 충돌 시간대(1620분경) 6.8m/s
- 부산항 해도 2204 용호부두 방파제 인근 최강조류는 0.2knots, 항내 파고 0.5m 전후 추정

- 정횡방향 15KTS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thruster의 효력 ZERO임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2) 안전한 선박 조종 방법
(1)우현 ANCHOR를 이용하는 방법

□ 4시 방향 4샤클 투묘 중 후진
좌회두하여 출항할 경우
▶ 출항 과정

우현 ANCHOR
4시 방향, 4샤클

1.선수 spring을 제외하고 ALL LINE
LET GO.
1. 좌현전타, Kick ahed로 선미를
벌리며 좌현 선수가 부두에 touch
되지 않을 정도로 앵커를 감는다.
2. 선미가 부두와 45도 정도 벌어지면
spring을 let go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앵커를 감기 시작.
3. 후진하면서 회두 수역이 확보되면,
좌현 전타 , 미속 전진 기관 사용
좌회두하여 출항
※ 부두와 근접시 제자리 회두 이용
전후진 기관을 적절하게 사용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2) 안전한 선박 조종 방법
(2) 예선 1척과 우현 ANCHOR를 이용하는 방법(4시 방향, 4샤클 투묘)

2천마력 예선
우현 ANCHOR
4시 방향, 4샤클

1. 우현 선미 2천마력 예선
2. SINGLE UP, ANCHOR CHAIN
TIGHT 후 CHAIN 방향 및 신출
길이 확인
3. ALL LINE LET GO  HEAVE IN
ANCHOR  선미예선은 선수가
부두에 touch 되지 않도록 하며 직각
방향으로 끌기 시작
4. 선미가 부두와 45도 각도가 되면
미속 후진 기관 사용하며 좌회두,
앵커 수면 상 Clear 후 출항 항로
확보 시 TUG LINE LET GO 후
미속 전진 기관 사용하며 출항.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2) 안전한 선박 조종 방법
(3) 예선 2척을 사용하는 방법

2천마력 예선

1천마력 예선

선수거리
40m 확보

■ 예선 : 선수 1천 마력급 & 선미 2천 마력급  후진 반전 출항이 안전함
1. 선수/선미 예선을 가만히 당겨 선수와 부두의 횡거리 40M(선폭의 2배) 확보
2. 선수 예선 밀 준비  미속 후진 기관을 사용  선미예선은 지속적으로 당김
선수 예선 밀기 시작  후진 1-2kts 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좌회두
3. 여유수역에 접근 시 전진 기관 사용하여 후진타력을 제어
(필요 시 좌현 전타하여 좌회두 타력 증가)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2) 안전한 선박 조종 방법
4) 풍조와 ANCHOR를 이용하는 방법
■ 출항 당시의 풍향이 동풍 계열일 경우

▶ 출항 과정

풍향 : 북북동

- 선미 ALL LINE LET GO 후 
선미부가 부두와 45도 각도까지 대기
 선수 ALL LINE LET GO 후
 Anchor chain Heave In 하여
출항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음
풍향 : 동풍

※ 출항 시 북북동 7m/s 수준의 풍속
조건이면 자력으로 이안 매우 곤란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3) 요트와 충돌 이후 안전한 선회 방법

ADVANCE
440m 수준으로
정상적인 선회 불가

광안대교 직선
거리 260m

▶ 요트와 충돌지점에서 선수로 부터 광안대교까지는 260m 수준으로 씨그랜드호의
ADVANCE가 440m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타력만으로 정상 선회 불가함
▶ 여기에 여유수심 부족으로 천수영향까지 받아 선회경이 더욱 증가됨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3) 요트와 충돌 이후 안전한 선회 방법
(1) 예선 2척 수배 후 안전하게 출항하는 방법

▶ 외력의 영향으로 인한 추가 압류나 이동이 없으므로 예선 2척 수배 후 선수와
선미에서 안전하게 끌어내면서 우회두 선회하여 출항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3) 요트와 충돌 이후 안전한 선회 방법
(2) 인묘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

▶ 1~2kt로 저속 전진하면서 우현 전타  우현 앵커를 수심의 1.5배 정도 신출 
chain hold on 유지  Anchor Dredging 하면서 우선회 유도
(투묘 후 적절한 인묘 저항을 활용, 좁은수역에서 적절하게 선회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3) 요트와 충돌 이후 안전한 선회 방법
(3) 제자리 선회 방식

1. 우현 전타  미속 전진 후 요트와 광안
대교 사이로 선수/선미 안전거리를 확보
하면서 제자리 선회 유도
2. 미속전진 기관 정지 반속 후진
정지 미속 전진 반속 후진 반복
3. 전후진 타력을 조절하면서 여유수역에서
우회두하여 출항자세 확보
4. 후진 기관추력은 전진시의 50% 정도로
후진기관 사용 시 전진추력 보다 1단계
크게 사용
※ CPP 선박은 FPP 선박 보다 후진 마력이
더욱 작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관 사용 필요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4) 광안대교 충돌 회피 방법

전진 2~3kts

전진 1~2kts

▶ 선박 조종 상황 분석
- 타효 확보를 위해 전진속력을 올리면서 약 6kts 상황에서 우현 전타를 시도함
- 여유 선회수역이 부족하여 광안대교 충돌 직전에 전속 후진함

- 타력제어 실패로 속력1- 2kt 전진타력으로 광안대교와 거의 직각 충돌
- CPP 선박의 추진기 특성 상 후진 추력이 아주 약함

2. 선박 조종 분석 및 안전 운항 방안
4) 광안대교 충돌 회피 방법

- 전속 후진 상태에서 Emergency port & starboard(양현 앵커)1- 2샤클 긴급 투묘
- Dredging하면서 체인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면 조금씩 체인을 신출하면서 타력 제어
▶ 충돌 직전 1~2kts의 전진 타력에서 긴급 양현 앵커를 투묘했었다면 전진 타력의
제어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