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포럼 기술서적 - 04

본 책자는 「한국선장포럼」의 선장들이 선박운항 경험과 국내외에서 발간된 전문서적을 참
고하여 본선 선장이 갖추어야 할 직무지식과 선박관리 기술을 높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각 회사가 선박관리를 위해 마련한 각종 지침 등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발 간 사
본선의 선장을 영어로 Captain이라고도 하고 Mast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용어는
선박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구분하면 Captain은 선박이라는 조직에서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인데 비해, Master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
지고 지휘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운사회에서 일선의 선장은 Captain의
역할을 넘어 Master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동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장은 전문 해기교육을 받고 다년간의 승선경력을 쌓은 후 상위면허를 취득
하여 본선 선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
외에도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
관리를 책임지면서 선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선장에게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도움을 준
바 있으나, 직무 전반을 함께 다룬 종합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선장포럼」은 국내 리더급 해운기업과 협력하여 선장의 책임과 권한, 인사 및 노무관
리, 선박의 운항, 안전 및 보안관리와 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28개 분야에 대한 실무지
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개념 외에도 그 동안 선장
들이 실무에서 경험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 선사들의 사고 경험도 해운업계가 같이 나누
고자 하였습니다.
이 지침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내어 집필에 참여한 선장님과 각종 사례를 제공해주신 관
계자 분들, 선장님, 그리고 지침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수를 해주신 선사 책임
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번에 발간한 「선장실무지침」이 시간과 지면 관계로 선장의 직무 모두를 다루기
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후 보다 많은 분야에서 보다 많은 선장님들이 참여하여 증보된
지침이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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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장의 책임과 권한

1 선장의 책임과 권한

1.1 선장의 직책
1) 법률적 정의
○ 우리나라 선원법(제2조3항)에서 선장이란 ‘해원(선박에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자)
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의의
○ 선원법은 해상항행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선장에게 엄격한 의무와 강력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 이러한 권한은 바다를 항행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명, 선박,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선주나 화주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 이러한 권한은 선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도 아니 되며, 또한 선박 항
행안전의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노동쟁의를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도 아니 된다.
○ 선원법상에 규정된 선장의 권한은 공법상의 것으로, 기업체 내부에서 선장이 피고
용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부담 의무 또는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선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과도 다르다.
○ 선장의 권한은 법률(선원법)에 따라 직접 선장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처럼 선장은 자연과 직면한 해상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휘ㆍ
감독하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서는 선장
의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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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장의 권한
○ 「해사안전법」 제45조와 「선박안전법」 제31조는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
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휘명령권 (선원법 제6조)
○ 선장은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이는 선박의 최고책임자인 선장에게 재선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을 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선장의 지휘명령권은 적법한 명령에 의해 그 직무집행상 필요한 범위 내에
서만 행사되어야 하므로, 선장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선원에게 의무없
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원의 징계 (선원법 제22조)
○ 선장은 해원이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
나거나 흉기나 마약류를 선박에 들여오거나,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 행위
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지정한 시간까지 승선하지 않거나 기타 선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이는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선장에게 부여된 법정 권한이다.
○ 선장이 징계권한을 행사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치게 되나 선장
은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을 경우 징
계가 무효화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징계 중 하선조치는 선원으로 하여금 항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므로 선박의 운항에 명백히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하선징계를
한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일선에서 기관장이나 다른 부서장급 상급사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관리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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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데, 선내징계로 상신을 할 수는 있지만 시말서
청구는 징계권이 없는 자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과 같아 자칫 권한의 오용
으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선장에게도 ‘징계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만 ‘사면권’은 없으므로 징계권이
오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위험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선원법 제23조)
○ 선장은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독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 대
하여 보관ㆍ폐기 등의 조치와 함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려는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선원이나 여객이 소지한 흉기 등은 사람에게 사상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이를 폐기하거나 잠금장치가 달린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선
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행정기관에 원조 요청 (선원법 제24조)
○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
거나 선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는 선장이 선내 위험을 방지하고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나, 선장의 권한 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을 방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조
치이다.

5) 항해 중 사망자에 대한 수장 (선원법 제17조)
○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
○ 최근 선내 냉동장치의 성능향상, 통신의 발달 등으로 해상에서 수장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으나,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수장하여야 할 경우 선장은 사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유족을 위해 사진과 유품을 보관ㆍ전달하여야 하며,
상당한 의례를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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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해주게 되지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의
Vital signs(호흡, 심박수, 체온, 혈압)이 없더라도 선내에서는 이러한 Vital signs
이 없는 상태로 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사망자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인 기록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는 유족으로부터의 어떠한 항의가 있을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6) 근로시간의 연장 (선원법 제60조)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이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
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
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선장은 선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7)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 행사 (상법 제749조)
○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
한이 있다.
○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
만을 가진다.

8) 수선불능 선박의 경매권 행사 (상법 제753조, 754조)
○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
을 수 없거나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또는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 실제 문제로 오늘날 선박경매를 선장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드물며, 선장은 선
주와 협의해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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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법 선적물의 처분 (상법 제800조)
○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위법 화물에 대한 선장의 이러한 권한을 자유처분권이라 한다.

10) 위험물의 처분 (상법 제801조)
○ 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
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
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無害)조치할 수 있다.
○ 선장이 위험물의 선적을 몰랐다면 위법한 화물을 당연히 처분할 권리가 있으나, 설
혹 선장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화물이 선박과 다른 화물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면 선장은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1) 선적기간 경과 후 발항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831조)
○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
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 항해용선은 통상 용선자가 선적기간을 정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개품운송
의 경우는 송화인이 선적을 태만히 하여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한 경우, 여객
선의 경우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않은 경우에 선장은 발항할 수 있으며, 운임은
상기 원인 제공자가 전액 부담한다.

12) 운임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운송품을 화주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상법 제807조, 844조)
○ 운임은 화물, 여객 등의 각 운송에 대한 운송노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운송인(선장)
은 운임에 대해 유치권이나 선취득권 및 운송품경매권을 가진다.

13) 구조료를 지불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선장은 구조료 지불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8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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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이는 해난구조가 통상 원양에서 발생하고 선장이 실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구조료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선장에게 부여
된 권한이다.

1.3 선장의 의무사항
1) 출항 전의 검사의무 (선원법 제7조)
○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
에 적합한 장비ㆍ인원ㆍ식료품ㆍ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 또는 점검하여
야 한다.
○ 이는 당해 선박의 감항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장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함으
로써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감항성의 검사와 점검을 반드시 선장이 직접 행할 필요는 없으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선장이 부담해야 한다.

2) 항해의 성취의무 (선원법 제8조)
○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 이는 선주와 선원, 화물관련자, 여객 등의 이해관계자와 보험청구권자 등의 공동이
익을 도모하도록 선장으로 하여금 항해를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성취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선박충돌, 조난선박 구조, 인명이나 재산구조, 폭풍우나
나포(拿捕)로부터 피난, 상병자의 치료 등 선장으로서 예정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어쩔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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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 (선원법 제9조)
○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
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 이는 선박이 위험한 지역을 항행할 때는 항행에 관해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정을 직접 지휘하게 함으로써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다.
○ 만약 도선사에게 선박의 도선을 맡겼더라도 도선사가 도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중지하고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

사례 1-1

좁은 수로에서 선장의 선교부재로 좌초

중량물 운반선인 본선이 수마트라 Sungaipakning항을 출항하면서 수로폭 2.2마일,
수심 18.1m인 좁은 수로를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 통과하게 되었다.
선장은 도선사가 하선 후 말라카수역에서 직접 조선할 계획이었으며, 도선사가 입항
시에도 동일한 도선사였고 수로도 비교적 넓고 기상이 양호하여 항해상 큰 위험이 없다
고 판단하여 당직 2항사에게 특별한 인계 없이 선교에서 내려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2항사는 본선이 항로 좌측으로 압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도선사가 인지하고 있
을 것으로 판단하고 곧 on course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
고 회사에 출항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INMARSAT-C로 작업을 하였다.
12:12~12:15 사이에 조타수가 타효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선속이
Down되어 2항사는 선장에게 급히 연락하였으며, 선장이 뛰어 올라와 우현전타, 전속
전진을 명령하였으나, 이미 본선은 수심 6.4m의 천수구역에 좌초하였다.

4) 재선의무 (선원법 제10조)
○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의 지휘자로서의 지휘ㆍ감독ㆍ명령을 수행하게 하여 선
박ㆍ인명ㆍ화물을 보호하는 등 운항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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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선장의 조기 퇴선으로 승객구조 실패

2014. 4. 16. 인천-제주로 운항하는 카페리선이 오전 8시 40분경 진도군 병풍도 인
근 해역에서 전복ㆍ침몰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본선은 제주 VTS와 진도 VTS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부근
해역을 경비하던 해경 경비정 123정이 10시경 조난현장에 도착하였다. 본선 선장과 승
무원들은 해양경찰이 도착하였으므로 본선의 승객들을 구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비정
에 먼저 탑승하여 육지로 이동하였다.
사무부 승무원들은 선교로부터 승객들을 선내에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방송
을 하였는데, 선체가 급속히 경사하는 바람에 이들은 탈출을 하지 못하여 수학여행을 가
던 학생 250명과 일반승객 및 승무원 등 총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선장으로서 경험이 많았지만 난생 처음 겪는 선체의 대각도 경사 상태에서 극심한 공
포심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간
이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주기적인 비상훈련을 통해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선박 위험시 조치의무 (선원법 제11조)
○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
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장은 선박을 떠나
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선박의 최고지휘자인 선장에게 그 직책을 다하여 위험을 극복하고 인명 등을
구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공법상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 선장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자신만이 살기위해 퇴선을 한다면 위법이다. 그
러나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난 때문에 퇴선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긴급피
난 등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선박 충돌시의 조치의무 (선원법 제12조)
○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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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는 선박이 충돌하면 육상으로부터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없어서 인명이나 선박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가 크므로, 충돌현장에서 신속한 구조를 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7)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선원법 제13조)
○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장이 자기 선박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구조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
조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양경찰관서에 그 뜻을 통보함으로써 구조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8) 기상 이상 등의 통보의무 (선원법 제14조)
○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
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상 기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줄이고 자력으로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선장들로 하여금 상호협력하게 함으로써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9) 비상배치표 게시 및 훈련실시 의무 (선원법 제15조)
○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
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는 평소에 각 해원에게 자신의 임무를 숙지시켜 비상시에 인명 등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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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해의 안전 확보의무 (선원법 제16조)
○ 선장은 선원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선장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외에도 해양수
산부령으로 별도로 정한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COLREG, SOLAS 준수, 항해장비의 점검과 기록유지, 선원거주
설비의 점검과 기록유지 등).

사례 1-3

유럽 선장이 보는 당직사관의 책임

[사례 1] 당직사관과 선장의 책임
2항사 때의 일이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영국 선장들은 항해당직 중 선교에 커
피를 마시거나 잡무를 위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당직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지금 선박의 조선은 당직사관이 한다.”
“나는 단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또는 용무를 보기위해 브리지에 왔다.”
입출항시에도 마찬가지로 당직사관과의 인수, 인계가 아주 정확하며, 책임소재를 명
확히 한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내가 조선하니 당직사관은 위치확인을 도와 달라.”
“지금부터 당직사관이 조선해라.”
한국 선장들도 당직사관 특히 초임 3항사에게 미리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면 조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2] Mid-watch 당직자의 야식
혼승선 유럽선장들하고 승선하면서 한번은 01:00경 갑자기 노르웨이 선장이 선교에
올라와 당직타수를 찾았다. 물론 대양항해였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선교에 올라온 적
이 없었는데 …
“지금 당직타수 어디에 있는가? ”
“식당에 있습니다.”
“왜?”
“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왜 당직시간에 야식준비를 하지?”
“그럼 언제 합니까?”
“당직 전이나 당직 마치고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는가?”
할 말을 잊었다. 그 때 이후 나는 2항사 시절 항해 당직 중 야식을 하지 않았다.

24

1. 선장의 책임과 권한

[사례 3] 당직사관의 선교 비우기
외국인 항해사와 혼승할 때의 일이다. 미국인 항해사나 영국인 항해사는 항해당직 중
선위를 구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로 해도실(Chart room)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가끔
당직사관이 당직 중 선교에서 해도보정(Chart correction)을 할 때나,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선장을 불려 올렸고, 항해일지(Log book)를 기재할 때도 당직을 인수ㆍ인
계하고 난 후 기록했다.

[사례 4] 선장에게 보고
외국인 선장에게 당직사관이 10번 이상 항해관련 정보를 보고해도 보고할 때마다 고
맙다는 응답표시를 하였다.
한국인 선장에게는 입ㆍ출항시 선박 주위, 상대 선박, 물체 등에 대해 3번 이상만 보
고해도 역정을 내거나 보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11) 유류품의 처리의무 (선원법 제18조)
○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
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는 사망자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계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나, 상속
등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2) 재외국민의 송환의무 (선원법 제19조)
○ 선장으로 하여금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함으
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3) 서류의 비치의무 (선원법 제20조)
○ 선장은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등을 선내에 비치해
야 한다.
○ 이는 선박운항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선주와 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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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 선장, 해원, 여객, 화물 등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다.

14)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의무 (선원법 제21조, 상법 제755조)
○ 선장은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등의 해양사고, 다른
선박의 조난사실,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선내 사망 또는 행방불명, 항로변경, 선
박의 억류 또는 포획,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직무수행시 주의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장은 한 선박의 책임자로서 공법과 사법상으로 여러 직무의 권한을 가진 매우 중
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장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공법상뿐만 아니
라 사법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여기서 선장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선장에게 요구되거나 기대
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면 된다(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16) 선원이 직무를 수행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선장은 선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선장이
평소에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
할 수 없다(실제로는 선주가 책임을 진다).

17)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선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선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선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18) 선내물품이나 운송계약 관련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선내물품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은 선박에 속한 물건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선박을
매매, 양도, 담보 등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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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항해중에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화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 선장은 선적된 화물에 대해 처분권도 있지만 처분의무도 있다. 이에 따라 선장은
항해중에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여야 함을
기준으로 화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선장은 충돌이나 공동해손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항차 종료 후 항해결과
를 계산해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선주가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계산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1-4

정보교신의 중요성

1) 양하작업 완료 후 선주측 지시없이 출항 후 회항
양하작업 중 차항차가 확정되지 않아 선주 측에서 Voyage instruction을 송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장은 본선 양하작업 완료 후 적극적으로 선주 측에 차항정보 요청 없
이 약 200마일을 항해 후 대기하였다가 본선의 차항 스케줄이 출항한 항구에서 다시 작
업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선주 측 손실이 발생하였다.
선장은 출항이 임박한데도 차항 지시가 없을 경우, 전문 송부 외에도 구두상으로 출항의
임박함을 알리고 선박운항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선주의 영업상 매우 민감한 부분을 선주와 상의 없이 용선자에게 알림
Crane 작업중 화물사고에 의한 부두손상으로 약 2주간 본선이 억류된 상황에서 선장
이 다음 항차 용선자로 확정된 선사에 본선의 억류사실을 발설하여 용선자가 확정된 용
선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선장이 차항차 용선자와 적극적인 정보교류는 이해하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선주와 협의한 후 용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선 중 Daily 동정보고시의 벙커잔량 오기로 Dead ship 직전 해소
대선 나간 본선의 선장이 기관부서의 DO 잔량 수치를 확인없이 그대로 동정보고 함
으로써 본선이 항차 종료 시점에서 DO 부족사태가 발생하였다.
대선 중에는 벙커책임이 용선자 측에 있음에도 DO 보급이 어려운 항구에서 선주가
급박하게 수급을 수배하여 본선 Dead ship 상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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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선자 측에 잘못된 Crane SWL Information 제공
인도에서 28M/T의 중량화물을 선적키로 되어 있고, 본선 크레인의 SWL이 30M/T
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인도 선적시의 불확실을 염려하여 24M/T으로 통보하였다.
용선자는 용선계약상 선박명세를 속인 것으로 간주하고 선주 측에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선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용선계약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며, 현장에서 화물무게가 불안하게 보였으면 선주측과 먼저 상의하고 협
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1) 운송품 선적ㆍ양륙준비 정돈을 통지한다.
○ 선장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한 화물을 선적 또는 양륙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체없
이 수화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2) 운송품을 양륙할 때 운송품을 공탁하여야 한다.
○ 화물의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화인이 화물수취를 거부한 경우, 선장은 운송
책무를 유효하게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공탁기관에 운송화물을 공탁하
여야 한다.

23) 송화인 등의 청구가 있다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선장은 용선자나 송화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화물을 선적 후 지체없이 1통 또
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4)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운송품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선장은 양륙항에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화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25) 사망한 여객의 수화물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여객이 사망한 경우 선장은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내에 있는 여객의
수화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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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조료의 배분안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구조료를 수령하여 선원들에게 분배할 때는 항해가 종료되기 전에 분배안
을 작성하여 선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선원이 분배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해결되기 전에는 구조료를 분배하여
서는 아니 된다.

1.4 ISM Code상의 선장의 책임과 권한
○ ISM Code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규약을 의미
한다.
○ 즉, 관련되는 모든 선박회사와 선박은 안전관리를 위해 이 Code가 요구하는 국제
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틀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사와 선박의 실정에 따라 적절
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ISM Code는 시행(A편)과 증서발급 및 검증(B편)으로 구분하여 16개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제5조에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ISM Code의 선장의 책임과 권한
5.1
1
2
3
4
5

회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회사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과 이행;
그 방침을 준수하도록 선원에게 동기부여;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적절한 명령 및 지침의 하달;
규정된 요건이 준수되는지 검증 및
주기적으로 안전경영시스템을 검토하고 그 결함사항을 육상의 경영자에게 보고

5.2 회사는 선박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경영시스템에 선장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선장이 안전 및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결정
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서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권한 및 책임
을 갖고 있음을 회사의 안전경영시스템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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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장의 상업적 자세
1) 선박 경영자
○ 선박의 선장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은 선내조직집단을 대
상(선박, 시설, 선원, 정보자료 등)으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본선의 최고책임자
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선박의 안전 운항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
② 노동력의 유지 및 선내 직장사기를 올리는 관리자
③ 선내에서의 작업개선 추진자
○ 최근 통신이나 대리점망의 발달 등으로 선장의 관리자적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
지만, 해상에서 현장의 피드백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타이밍 선택과 같은 역할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 1-5

의사소통 불량으로 인한 출항준비 지연

일반화물선(20,523 DWT)인 본선은 일본사관과 필리핀 부원선원이 승선하고 지중해
를 정기적으로 기항하였는데 일본-홍콩을 거쳐 수에즈에 도착해 다음날 아침 6시에 운
하도선사가 승선한다는 대리점의 연락을 받고, 선장은 1항사에게 출항 30분 전인
05:30에 기관워밍업을 지시하고, 선원식당에 본선운항일정을 게시하게 한 후 운하관리
와 수속을 밟고 자정 경에 취침에 들어갔다.
선장은 다음날 아침 05:15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났으나 선박이 너무 조용하여
불안한 생각으로 선교에 올라갔더니 기관 워밍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음을 알았다. 황급
히 각 부서에 지시하여 Suez canal pilot가 승선할 때까지 통항준비를 가까스로 완료하
였다.
확인결과, 선장은 1항사에게 지시하면 기관장에게 전달할 줄 알았는데 1항사는 밤늦
은 시간이라 선내방송을 하지 않고 조타수에게만 이야기하였고, 조타수는 출항일정을
식당 게시판에 게시만 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점은 기관장이 같은 일본인인데도 S/B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고 설혹
선장이 말을 안했어도 기관장이 선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도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이다. 출항시간 공고는 전화, 선내방송, 게시판, 회람 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
도 이중점검이 전혀 없었다. 밤늦은 시간 선원식당에 게시한 내용을 선원들이 아무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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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못했으며, 필리핀 사관과 선원들은 달리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동종의 실수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항시간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시간제약없이
선내방송이 되어야 하고, 이중점검(선장이 1항사에게 지시하였어도 기관장에게도 전화
로 확인 등)을 하여야만 하였다.

2) 비용 관리자
○ 상선은 비용을 들여 선박을 운항하여 운임이라는 수익을 얻는 도구이다. 따라서 시
황에 따라 운임이 등락하거나 선박의 운항비용의 증감에 따라 선사의 수익구조는
달라진다. 해운시황의 변동은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선박의 비용관리는 선장의 노
력여하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 선박의 비용은 크게 자본비(CAPEX)와 운항비(OPEX)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항비
는 선원비, 수리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하역비, 연료비, 항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 운항비용은 운송계약의 형태에 따라 선주가 부담하거나 용선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선장은 해당 비용이 선주측 부담일 경우 가능하면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사례 1-6

선장의 상업적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과적 손해

Clinker선이 태국 코시창항에서 호주 캠블라항으로 가는 시멘트를 적재하였으나, 양
하항 대리점의 잘못된 수심제한 정보를 받은 선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수심제한을 넘어
서 과적을 하였다.
호주 캠블라항에 접안 후 육상 하역크레인의 고장으로 본선은 과적된 상태라 정박지
로 Shifting을 요구받아 양하지연이 발생하였고, 크레인 정비 후 별도로 지정된 선석에
서 Lightering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여기에다 호주 PSC 검사에서 출항정지를 지적받
았고, 호주화주단체(RIGHTSHIP)의 Risk rating 2 stars로 Down grade되어 용선계
약상 선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다.
용선자는 Lightering 비용을 비롯한 Shifting 비용, Receiver claim, RIGHTSHIP
문제로 인한 차항차 성약 불가로 인한 제반 손실 전체를 선사에 클레임 제기하였다.(초
기 Claim 금액 : $9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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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화물 적재량 결정이 선장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진데다 운항팀 등
관련 육상부서의 검증 절차가 누락되었고, 호주 PSC 검사 시, 지적사항 과다로 인한 출
항정지가 발생하였으며, 클레임 검사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선장의 상업
적 관리능력 부족 및 리더십 부재가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량한 계약 관리인
○ 선장은 당해 항차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 등)의 조항을 숙
독하여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선장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식별하고 성실이 이행하
여야 한다.
○ 선장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계약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나 운송계약
에 따라 선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가 있다면 선사에 알려 선주와 용선자간에
직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을 숙지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선주의 면
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운송중 용선자나 화주측과 관련하여 애매하거나 민감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장
은 예단하거나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선주에게 먼저 보고하고 협의한 후
용선자 측에 회신을 하거나 접촉을 하도록 한다.

사례 1-7

용선계약과 용선자의 지시사항 효력

본선이 선하증권(B/L)상의 양하지인 시리아에 도착하였으나 무역문제로 화물의 양하
가 거절되자 용선자는 본선 선장에게 리비아의 벵가지항 정박지에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선장은 벵가지항 정박지에 기다리지 않고 50마일 밖의 외해에서 11일동안 Drifting
을 하였다가(B/L 상의 하역항 변경문제로 2주간의 시간이 경과), B/L이 해결되던 날
벵가지항 정박지에 투묘하였다.
실제로 2주간의 시간은 B/L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항내/항외 관계없이 용선자의
시간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선자는 외해에 Drifting한 기간에 대해 Off-hire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선주는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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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어차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항내나 외항에서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레짐작 하였으나, 용선자의 지시사항이 불법적이지 않는 한 선장은 이에 따라야 할 의
무가 있다. 만약 선장이 정박지가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 용선자와 사전협의/승
낙 후에 Drifting을 하였어야 한다.

사례 1-8

선장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

[사례 1] 선장과 협의없이 선원이 직접 용선자에게 문제제기
관리선박인 탱커선이 용선 운항중 싱가포르 정박지에서 투묘 대기하였는데, 상륙 후
귀선한 미얀마 선원들간에 폭력 싸움이 발생하였고, 기관부 부원들이 선장과 책임사관
누구와도 상의나 허락없이 전원이 서명한 고발장을 용선자측 대리점에 전화 및 이메일
로 송부하면서 현지 경찰의 승선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항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용선자는 선주를 대상으로 약 5만불의
Off-hire 비용을 청구하는 것 외에 용선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사례 2] 선주와 협의없이 선장이 직접 용선자와 작업비 협의
관리선박에서 용선자는 본선 선원에게 Deck 용접부위 제거작업을 요청하였는데, 선
주는 본선에 대략 5천불 수준으로 용선자와 협의하라고 조언하였으나, 선장은 해당 업
무가 본선 선원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용선자에게 직접 2만불을 요구하였
다. 이 때문에 관리선사가 선주와 용선자로부터 강한 불만을 제기 받았다.
본선과 선주/용선자(화주) 사이는 상당히 조심스러우며, 선장의 의사소통은 선주의 입
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용선자 측과 수당 등 금전과 관
련된 문제는 선주/선사측과 사전교감을 가져야 하고, 외부 의사소통은 반드시 선장을 통
해 시행하며, 민감하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반드시 선주/관리선사 측으로
부터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4) 국제적 감각 보유
○ 선장은 선박의 대표이자 대외적으로는 선적국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외국항에서 국격에 맞는 예의바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화물의 효율적 수송 외에도 무역 상대국과의 우호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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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함과 함께 기항지에서의 시민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입항국 체류중 주
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 상선은 공해에서 통항의 자유가 있으나 선장은 해적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국
제기구의 활동에 따른 임검에 응해야 하며, 영해내에서는 무해통항권리가 있으나
영해를 통과할 때는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국항에 입항하는 상선은 항만국의 관할권에 따라야 하나 관습법에 따라 ① 선내
에서 발생한 선원의 폭행 등 내부규율을 위반한 사건은 입항국의 치안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국관헌에 위임되어 있고, ②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내규율 위반으로 신체
의 자유가 제약된 선원을 태운 상선이 외국항에 입항할 경우 입항국이 문제에 개
입하지 않으며, ③ 상선이 이전에 입항국으로부터 탈출한 밀항자를 태우고 입항한
경우 입항국 관헌이 승선하여 밀항자를 연행하며, ④ 상선이 외국항의 영해내 또는
내수면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외교적 수속을 통
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문헌
「상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김동인, 선원법, 법률문화원, 2007.
田中銀造, 船長の職責, 海文堂, 1980.
船長の職責と指揮統率, 日本海技協會, 成山堂書店,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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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장의 업무 인수ㆍ인계

2.1 승선 전 선사와 업무협의
○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 승선발령이 나면 해무부에
서는 승선전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마련하고 선장을 회사로 방문하게 하여 영업부,
해무부, 공무부 등 승선시 본선과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본선의 안전운
항과 화물운송을 위한 업무협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최근에는 선박관리부서가 Ship Management(SM)회사로 독립된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프리 오리엔테이션의 절차가 다를 수 있다.
○ 승선후 본선에서 인수ㆍ인계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선용
금만을 인계하고 인수ㆍ인계를 끝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승선전 오리엔테이션시
인수ㆍ인계서와 본선의 보고서를 읽고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사례 1-9

선원관리회사가 상이하여 다툼 발생

본선은 일본인(선장, 기관장, 조리장) 3명과 한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3만 DWT의 벌
크ㆍ컨테이너선으로 북미동안과 유럽을 항해하는 선박이다.
어느 날부터 갑판수가 조기장의 방에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협박하고
다른 선원들에게도 유사한 협박을 일삼았다. 두 사람을 공급한 한국의 선원관리회사가
다르고 사관들 중에서는 갑판수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다. 갑판수를 불러 사실을 조사
해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조기장과 대면시켜도 목격한 제3자가 없어 책임
을 물을 수 없었다. 또한 갑판수는 선박에 방한복을 지급했음에도 선박의 모포를 잘라
수제코트를 만들어 입었고, 외국항에서 경비원에게 나쁜 행동도 하여서 결국 해당 갑판
수를 외국항에서 하선조치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갑판부 작업수당 배분에 조기장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 때문에 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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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조기장이 다투었고, 1항사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였으며, 또다른 원인으
로 두 사람의 송출회사가 다른데다 한국의 선원관리회사에서 담당자가 해당 선원을 배
승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이후 선원관리회사를 단일화하고, 배승시 리베이트를 금지시켰으며, 선원을
승선시키기 전에 일본측 관리회사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였다.

1) 운항부(영업부)
(1) 본선의 주요항로와 운항에 관한 사항
○ 주요 방문국의 특징 및 후진국에서 정부 관리의 대응 방법 등

(2) 주된 운송화물 및 계약조건
○ C/P(Voyage charter party, Time charter party)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특히
Time charter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2) 해무부
○ 전임 선장들의 인수인계서와 교대되는 선장의 인수인계서를 미리 받아 승선전 오
리엔테이션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주된 항로, 화물의 운송, 본선의 상태, 본선의 History
• 운항중 주의할 사항
• 최근에 발생했던 선박운항 중 사고
• 선용금 및 주부식에 관한 사항
• 승무원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사례 1-10 선원교대를 위한 Shifting으로 야기된 대기 비용 손실
본선은 2011. 11. 17. 싱가폴 ATW(J12) 정박지에서 Sand를 양하한 후 본선 선원
들의 교대가 있었다. 그런데 해당 정박지는 출항수속이 불가하여 도선사가 승선한 후
AWJ 정박지로 Shifting하여 재투묘하고 출입국관리가 승선하여 수속을 완료하고 출항
하였다.
용선자측은 선원교대가 없었으면 바로 출항할 수 있었는데 선원교대를 위해 Sh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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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고 추가적인 도선사비용 및 Waiting time 약 3시간에 대한 손실(약 2,500
USD)을 용선료에서 삭감하였다.
용선체인(Charter chain) 하에서 선주의 업무로 인해 Shifting을 하거나 대기, 운항
지연 등은 Off-hire 사유이므로, 선장은 긴급 사안을 제외하고는 용선자의 운항과 관련
없는 선주업무로 발생하는 시간손실이나 비용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선사와 대리
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공무부
○ 본선의 최신 정기보고서(Master report)를 승선전 오리엔테이션시 참고할 수 있도
록 요청한다.
• 선체 및 기관의 상태
• 계선, 계류기기 및 하역기기의 상태와 특징
• 수리에 관한 사항
• 입거에 관한 사항
• 선급검사 수검일정 및 본선의 증서에 관한 사항
• 기타 교대 승선한 선장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

사례 1-11 해고된 선장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2010년 개인사정으로 승선 중이던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쉬다가 새 회사와 계
약하여 승선하게 되었다. 새 회사의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으니 승선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승선일자가 다가와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선박이 Loading port를 출발하여 싱가포르
에서 벙커링 후 Discharging port로 가는데 싱가포르에서 Discharging port까지 선장
업무를 위한 Overlap을 할 예정이니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승선을 하게 되었는데 승선을 하고보니 본선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는 본선의 선장과 기관장을 해고할 계획이었고, 그 사실을 본선이 싱가포
르에 입항하여 투묘한 이후에 본선에 통보한 것이다. 본선의 선장은 부랴부랴 짐을 싸더
니 선용금을 인계하고는 자신도 경황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더 이상 말해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선해버리는 것이었다.
당일 날 정오에 승선하여 벙커링을 마치니 21시경이 되었고 싱가포르 외항에 투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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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CC를 야간에 양묘하여 싱가포르 해협 TSS 통항로를 가로질러 East bound 항로에
진입시켜서 남중국해로 나왔다. 당시에는 선장 10년차의 경력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
었는데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TSS 해역에서 본선의 성능도 제대로 인수받지 못한 상태
에서 야간에 육상도로로 치면 비보호 좌회전으로 항로를 횡단하여 겨우 출항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

2.2 승선 후 선장업무 인수ㆍ인계
○ 승선 후 선장의 인수ㆍ인계 절차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위험화물운
반선의 경우 선박이 하역을 종료하고 출항직전에 인수ㆍ인계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화물선(벌크선, 광탄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은 대개 후임선
장의 승선 당일 인수ㆍ인계서에 서명을 하고 교대가 완료되는 경우도 많다. 또 비
행기 탑승시간 등 교통편의 사정으로 여유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를 해야만 하
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인수 인계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비할 필
요가 있다.

1) 본선의 운항상 특성
〇 선박의 조종특성
- 선박의 조종과 관련된 본선의 성능, Bridge poster상에 나오지 않는 조종특성,
선회, 감속, 정선 등과 관련된 본선만의 특징, 본선의 투묘, 양묘, 계류장비의 성능
〇 주요 항로
〇 화물 정보 및 Cargo operation
〇 본선이 기항하는 항만과 터미널 정보
〇 본선의 통신체계(회사 영업부, 해무부, 공무부, 운항/안전관리부 담당자, 적양하항
대리점 담당자, 등)
〇 PSC: 이전 PSC 수검 실적과 지적사항, 미결사항, 다음 PSC 예정 항구 등
〇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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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선의 운항과 관련된 선체/기관의 상태
〇 선체 외판 및 강도에 관한 문제
〇 갑판 및 갑판상의 Line
〇 화물창 및 Hatch cover의 수밀상태
〇 하역장비
〇 선체속구 및 계류장비
〇 안전설비
〇 의료장비
〇 거주구역
〇 항해/통신장비
〇 조타기
〇 기관구역
〇 주기관/보조기기
〇 선용품/기부속
〇 기타

사례 1-12 선장 인수시 과거 History를 확인해야
[사례 1] 선저외판의 Dent deformation
화물선(G/T 14,000톤)이 정기검사차 1985. 9. 울산 미포수리조선소에 입거하여 공
무부장, 공무감독과 본선 선장과 기관장이 함께 선저검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FPT와
No.1 Ballast tank 아래의 선저부위에 외판이 굴곡되고 Dent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하
게 되었다. 담당 공무감독은 본선이 좌초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였으나,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부분에 페인트는 전혀 손상이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기에, Bottom
touch나 Aground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Guarantee dock 검사시에 참관했던 담당감독으로부터 확인 결과, 본선선저외
판의 Dent deformation 현상은 공선시에 Slamming 때문에 선수흘수가 항상 6.0m
이상 확보하고 항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조사되어 차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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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dock시 보증수리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안이었다.
전임 선장이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직, 하선하면서 선장 인수ㆍ인계시 선용금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전혀 인계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만약 전임 선장이 사
직을 하는 경우에는 교대 이후에 당해 선박에 있었던 History를 면밀히 조회해볼 필요
가 있다.

[사례 2] 주기관 캠 손상
컨테이너선(G/T 47,000, 4,400 TEU)이 유럽에서 극동지역으로 향하던 중 싱가포
르를 출항 후 거의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기관장이 본선 주기관 실린더 12기통 중에서
1기통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으므로 배를 세워서 확인해 보자고 하였으나 선장은 정기선
운항일정을 고려하여 우선 실린더 1기통을 감통운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
더니만 기관장이 동의하여 ETA보다 약간 늦게 대만 Kaosiung항에 도착하였다.
Kaosiung항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중에 해당 피스톤을 Overhaul하여 Testing을 하
였으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 후 홍콩항에 입항하여 접안 중 또 다시 분해를 하고
운전을 해도 1기통이 폭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관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 회사와
본선의 기관장과 기관부원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어야 했다.
전문적이지는 않으나 선장이 “혹시 캠이 비틀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
으냐”는 의견을 내었고, 확인결과 약 7개월 전에 Maker측 Engineer가 방선하여 캠을
손 본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캠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정상위
치로 복귀시킴으로써 고장난 기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선장이나 기관장은 인수ㆍ인계 시점에 선체나 기관에 어떠한 수리나 점검을 행한 사
실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할 경우, 후임 선장이나 기관장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
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인수ㆍ인계 시점 이전 1년 전까지의 수
리이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선용금, 주부식 및 청수
〇 주부식과 청수는 본선의 운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므로 당해 항차를 위해 반드시 확인 및 보급 받아야 한다. 선용금 또한 미화수령
이 불가능하나 미화만이 통용되는 항구에 기항시를 대비 필요한 액수를 보유한다.
그러나 도난이나 해적들에 의한 탈취 등을 염려하여 필요액만 보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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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3 예상치 못한 장기 Waiting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
2004년 본선은 인도 Chennai에서 광석을 Loading할 예정이었는데 Loading전
Chennai 외항 정박지에서 약 1개월간의 Waiting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출항전에 약 2
개월분의 주부식을 구매하고, 청수탱크는 전부 Full로 채우고 APT에도 약 300톤의 청
수를 추가로 받았다.
Chennai 정박지에 도착하여 투묘 후에는 청수의 제한급수를 실시하면서 Waiting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달로 예상했던 Waiting 기간이 길어져 주부식 2개월분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약간의 쌀과 양념류만이 남게 되었다.
청수는 처음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하였다. 그러나 주부식은
Chennai 항구의 특성상 정박지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Chennai 정박지에 생선과 해산물을 팔러 다니는 비공식 상인들이 있어
그들을 불러서 필요한 주부식을 부탁하게 되었다.
승선중 흔치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이런 위기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Waiting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항해가 예상되면 충분한 청수와 장기보관이 가능한 주부
식의 충분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특기 사항
〇 필요한 사항들을 인수ㆍ인계서에 적어서 인계하겠지만, 여러 가지 인계사항 중에
서 특히 본선의 운항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따로 모아서 인수ㆍ인계서의 한곳에
정리하여 인계하고, 또 구두로도 강조하여 인수선장이 유념하여 챙길 수 있도록 한
다.

5) 인수ㆍ인계 Check list
〇 인수ㆍ인계의 마지막 단계에는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인수ㆍ인계에 있어서 누락
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 일등항해사의 브리핑, 기관
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다.
〇 선박운항에 필요한 각종 기록부는 인수ㆍ인계일 현재까지 기록되고 서명이 되었는
가?
- Deck log book
- Maste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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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ial log book
- Oil record book
- Garbage record book
- Garbage management plan
- Bell book
- Bridge order book/Port order book

본선과 친숙해 지기(Familiarization with the vessel)
선장은 배에 승선후 인계를 받고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배와 친숙해지도록 하여
야 한다. 이 업무는 회사의 ISM, ISPS Code에 부여되어 있으며 회사의 SMS, SSP에
각각 잘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선장에게 요구되는 필수사항으로 배를 통솔하는 선장이
맡아야 할 선원, 선박, 운송하는 화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이다. SMS, SSP상에는 선박
과 친숙해지기 위한 회사의 지시사항이나 Checklist등 유용한 수단과 안내를 포함한
다.
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이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 ISM Code와 ISPS Code아래 선박의 SMS, SSP의 비상대응계획에 친숙해져야 한다.
친숙함이란
• 임무를 알고,
• 본선을 알고,
• 해원을 알고,
• 회사의 절차를 아는 것
선장은 새로운 선박에 승선하면 전임선장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관련정보를 얻는 것
이며 그 선박의 사관이나 선원이 다수가 교대될 때는 더욱 중요하다. 지휘를 인계하는
절차는 선박의 SMS records 상에 충분히 문서화 되어야 하며 인수자, 인계자 사이에
서면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〇 본선의 서류, 파일, 해도 및 항해관련 간행물들이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〇 본선의 각종 증서들은 잘 관리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는가?
〇 본선의 다음 항차를 위한 해도, 항해관련 간행물 및 Sailing instruction은 준비되
어 있는가?
〇 화물의 적양하 절차를 이해하고, 적양하 작업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〇 법적인 교육, 훈련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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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교육, 훈련 일자 등
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지훈련, Tool box meeting 및 안전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〇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〇 본선의 구명 및 소화장비는 규정을 만족하도록 구비되어 있는가?
〇 본선의 항해/통신장비, 주기관 및 속구는 본선의 안전운항에 적합한가?
〇 본선의 각 운항모드에 맞는 승무원의 배치표준을 인수ㆍ인계 하였는가?
〇 승무원의 자격과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가?
〇 전임선장이 미결인 상태로 인계한 문제는 없는가?
〇 출항전에 긴급하게 이행해야 할 문제는 없는가?
〇 모든 사항이 완전하게 인계되고 인수하였는가?

사례 1-14 전임 선장에게 다시 인계하면서 인계 소홀로 양묘 애로
2006년경의 일이다. 30만중량톤 선박의 선장으로 6개월의 승선을 마치고 전임 선장
에게 다시 업무를 인계한 적이 있다. 당시 본선의 좌현 Windlass는 수심이 50m가 넘
으면 양묘가 어렵다는 사실을 본인이 승선시에 인계를 받아서 본인이 승선중에는 수심
이 30m 이상 되는 곳에서 투묘할 때는 반드시 우현앵커를 사용하여왔으며, 그 사실을
인수ㆍ인계서에 특기사항으로 기록해서 남겼다.
선장 인수ㆍ인계서 작성시, 내가 전임 선장으로부터 받았던 인수ㆍ인계서상에서 변경
된 사항만 수정하였으며, 전임 선장에게 다시 인계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인수ㆍ인계서
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인수ㆍ인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임 선장이 다시 승선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수심이 깊은 장소에서 좌현 앵카를 사용하여 투묘를
하였는데, 출항시 양묘가 안되어 우현 Windlass의 유압모터를 좌현 Windlass에 바꾸
어 설치하여 힘들게 양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것은 선장 인계, 인수시에 인계해야할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전임 선장에게는
자기가 승선했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억이 잘나
지 않을 수 있으며, 후임 선장도 전임 선장으로 부터 인계를 받았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하여 인계를 소홀히 한 결과, 본선의 운항에 큰 지장을 주
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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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5 Sextant 재구입
영국인들로부터 본선을 인수받고 보니 Bridge에 있어야 할 Sextant가 없었다.
선박을 인계하면서 하선한 갑판사관들이 기념으로 가져갔던 것이다. 선장한테 보고하니
GPS장비가 있어 천측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하였지만 항해사는 회사에 잘 설명하
여 Sextant를 새로 구입하여 본선에 비치하였다.
당시 NNSS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로 본선에는 Magnavox사의 GPS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는 Satellite 위성개수가 충분하지 않아 어떤 때는 2-3시간 만에 위
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Singapore항을 출항 후 호주의 Geelong항으로 가는
항로에는 산호초가 많은 해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천측으로 위치를 구할 수 없었
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선박을 잘 모르는 선주 측에서 Sextant를 새로 보급하는 것을 주저하였으
나 고집스럽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보급 받음으로써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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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장의 리더십

1 선장의 리더십

1.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원법」
- 제22조(해원의 징계),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2) 국제 규정
〇 STCW 2010 마닐라 개정협약(Learership and Teamwork)
〇 STCW 협약 Code A Table A-II/2, Table A-III/2

1.2 리더십(Leadership)의 중요성
1) 리더십의 의의
○ 리더십은 실행되는 환경과 실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
치된 공통점은 리더는 따르는 팀원들이 없이는 이끌 수 없다는 점이다.
○ (훌륭한) 리더십은 공유한 (도덕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할 것을 팀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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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의 필요성
○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여부는 상세한 계획의 작성과 이 계획을 현실에 직접 실행하
는 데 있어 관리자의 적절한 능력에 달려 있다.
○ 그러나 실제 장면의 복잡한 사정을 계획 수립시에 완전히 적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현실 상황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각 팀원들
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3) 선박에서 리더십의 중요성
○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기 위해 여러 기여요소들을 선택하여 관리하듯이, 선박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팀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방
법들을 터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빠진 건강을 하룻밤 사이에 좋게 만들 수 없듯이 리더십도 하루아침에 갖
추어질 수 없다. 1등항해사가 선장으로 진급한다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던
좋은 관리 또는 훌륭한 리더십 자질이 생길리 만무하다.
○ 따라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하고 꾸준히 훈련하면서 현실에 적용한 후
스스로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반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4) 리더십(Leadership)과 관리(Management)의 차이
○ 리더십과 관리는 리더와 팀원들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다.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훌륭한
관리 능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 그러나 관리(Management)는 업무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
로 단기 지향적인데 비해, 리더십(Leadership)은 사람, 장기적인 방향과 지속적인
결과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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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더십의 구성 요소
1) ‘리더십 손’(The hand of leadership) 개념
○ 각 손가락은 리더십의 중요한 구성요소 즉 ① 인식, ② 목표, ③ 개방성, ④ 분위기,
⑤ 실행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가 따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합쳐져야
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 개별 손가락은 리더와 팀원 양자에게 모두 중요하다. 모든 손가락이 리더와 팀원
양자에게 있지 않다면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섯 손가락이 함께 하지 않아도
리더십은 발휘할 수 없다.

[그림 2-1] The hand of leadership

2) 자신과 팀원에 대한 인식
○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것은 ‘리더십 손’의 첫 번째 손가락이다.
○ 우리는 각자의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있는 그대로’ 개인적 독특함을 반영하고 인정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예측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경
우, 다른 사람이 틀렸거나, 듣지 못했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피드백은 자기 인식을 돕는 도구이다. 신뢰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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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성과와 행동을 설명하여 진정한 의견을 구한다면
리더로서 당신은 더욱 명확하게 행동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간은 누구나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업무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조언과 협력 및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므로, 만약 리더가 팀원들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타일로 행동한다면 팀원들은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
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
구가 발동한다고 하였다.

[그림 2-2]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

3) 목표
○ 리더와 팀원들이 방향을 가지는 것이 ‘리더십 손’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리더는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개인적 목적과 가치 있는 시스템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리더는 팀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
야 한다. 집단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 없을 경우, 팀원들은 그들 자신의 각기 다
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 또한 리더는 팀원들이 리더로부터 방향을 잡는 것처럼 팀원들로부터 방향감을 가
져야 한다.
○ 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이고 측정할 수 있고(Measurable), 성취할 수 있으며
(Achievable), 현실적이고(Realistic) 시간이 한정(Time bound)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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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MART

○ 일과 개인적 목표가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이상
적이므로, 개인적 목표와 기업의 목표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4) 개방성
○ 리더는 팀원들의 지식과 통찰력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리더와 팀원간
관계 개방을 통해 양방향 정보의 흐름을 도울 수 있다.
○ 개방성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 열린 질문, 쌍방향 대화,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상
호간의 신뢰와 존중, 진정성, 투명성과 명료함 그리고 대담한 대화가 가능하였을
때 확보할 수 있다.
○ 개방성만으로 리더십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이것 없이는 리더십은 존재할 수 없다.

사례 2-1

기관감독과 기관장의 불신

기관감독은 5척의 케미컬탱커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일부 선박에서 Deepwell pump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제조사로부터 Impeller unit를 교환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
나 기관감독은 선단의 기관장들이 대부분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어려움을 기관장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선령이 오래된 선박의 기관장은 자신의 선박에서 작동펌프를 조사한 결
과 임펠러 자체 윤활유 파이프가 막힌 고장난 펌프를 발견하고 더 큰 직경의 파이프로
교체한 결과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시켰다. 그러나 선장과 기관장은 이 사실을 기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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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경험에서 상호간에 불쾌한 논의들이 있었고, 알려보
았자 본선에서 얻는 것은 없으며, 조만간 기관감독도 이런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문제점이 나머지 선박에서도 계속 발생하였고, 그 중 한척은 부속품이
도착할 때까지 6주 동안이나 용선이 중단되었다. 뒤늦게 해결책을 들은 기관감독은 격
노했고,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보내지 않은 본선 기관장을 비난하였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은 기관감독에게 답신을 보내어, 그동안 당신이 본선
기관장들과 선대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집만 주장하였기에 기
관장들이 소외되었으며, 만약 나의 Deepwell pump의 수정이 경멸이 아닌 것으로 접
수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조속한 시간에 통보를 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관감독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였다면 당신의 직업문제는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이 사건의 예에서 기관감독은 본선 선ㆍ기관장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단에
서 발생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고, 기관장은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출중했지만 그의 해결책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실패하여 전 선단에 이득을 주
지 못했다. 만약 기관감독과 기관장이 서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면 기관장은 재
직기간동안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것이고, 회사 역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였을 것
이다.

5) 분위기
○ 사람들은 업무수행시 어떤 요인들로 사기가 저하되거나 동기가 부여되기도 한다.
리더는 동기부여와 사기저하 인자로 팀원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
직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분위기는 전염성이 있으므로 리더는 자신감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팀원들이 스스
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낙관적인 태도로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6) 실행
○ 리더십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많은 회의, 많은 검토, 많은 약속들이 종국
에 실천이 되지 않으면 리더십은 실패한다. 대화는 값싼 상품이지만, 행동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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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때 가치 있게 된다.
○ 리더는 팀원들과의 교류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
(Coaching), 공유(Sharing)와 멘토링(Mentoring)을 통해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
휘하여야 한다.

1.4 선장의 리더십 필요성
○ 선박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선장은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승무원들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진정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과거 선장은 다른 승무원에 대해 ‘하느님 밑에 선장’이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
고 있었으나, 선박의 지휘와 통제스타일이 변화된 현대에 와서는 선장 혼자로는 승
무원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팀원들로 하여금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리더십은 변화에 대한 것이므로, 어느 날 유용하였다가 다음 날 불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 새롭게 리더십을 적용해 나가야 한
다. 변화의 생성은 ‘리더십 손’의 다섯 손가락을 포괄하는 과정이므로 이들이 함께
하여야 리더십이 발휘된다.
○ 그러나 리더십은 더 이상 선장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며, 감독들, 초급, 중급, 고급
관리자 모두가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사
람들이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며, 사람들은 진실로 힘을 가지고 있음
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례 2-2

정박중 기관수의 투신 자살

본선은 일본인 선장과 기관장, 양 직장 4명과 필리핀 선원 28명으로 구성된 1.5만
DWT 일반화물선으로, PG-부산-싱가포르-중동-아프리카-일본 간 4개월 항해를 하는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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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트 부근에서 기관수의 행동이 좀 의심스럽다는 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선장은
기관수를 병실에 입원시키고 당직자를 세워 기관수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나, 손발을 묶
지는 않았다. 바스라에 입항하여 투묘 대기하고 있는 동안 새벽 2시에 당직 갑판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기관수는 Scuttle 창문을 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선장은 곧바로 구명정을 내려 부근을 수색하고 조류가 세어 부근에 정박한 약 100척 가
까운 선박사이를 3일 동안 수색을 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나치게 빠른 승진에 지식은 따라가지 못해 업
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짐작되었다.
사고 후 바스라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화물, 선체는 여기서 할 수 있
지만 인명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현지 재판소와 경찰에 2번이나 출두하
여 진술을 하였으며, 공증은 차항 쿠웨이트 일본 대사관과 공증인을 찾았지만 일본인 선
장, 파나마 국적, 필리핀 사망자의 관계가 복잡한 때문인지 공증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일
본에 귀국하여 해난보고를 하고 서류처리를 종결하였다.

1.5 효율적인 선내 리더십
1) 훌륭한 선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선장은 일어난 모든 사실을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단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였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내용을 팀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선장은 확실하고 공정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언행의 불일치
는 단지 신의를 파괴시킬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장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나,
선장의 견해가 자주 바뀐다면 팀원들은 선장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게 되어 신의가
파괴된다.
○ 선장은 팀원들이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신을 하여야 한다.
○ 선장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속단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심사숙고
한 명령은 순간적으로 내 뱉는 말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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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

선장의 리더십과 태도/반응 연구

원양선 선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에 대한 선장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점: 전혀 동의안함 5점: 전적으로 동의함)
1. 팀원과 작업현장에 대한
선장의 인식

2. 선장의 권한 원천

3. 본사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4. 리더로서의 선장

① 선장은 팀원에게 지시를 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4.36)
② 선장은 팀원들에게 강압적이지 않게 지침을 제공하
여야 한다.(4.07)
③ 팀원들은 직무수행 중 선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
다.(3.67)
④ 팀원들에게 계획을 제시하고 감독없이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3.64)
⑤ 복잡한 상황에서는 선장은 팀원들에게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2.56)
①
②
③
④
⑤

선장의 전문지식 (4.04)
조직 내에서의 직책 (3.91)
팀원들에 대한 보상능력 (3.78)
팀원들로부터의 신뢰, 존경, 매력 (3.09)
강압력 (2.51)

① 선박 운항상의 어려움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3.51)
② 선박/회사와의 의사소통 시기/방법에 대한 표준절차
가 필요하다.(3.47)
③ 선박 운항업무 집중이 방해되므로 선박/회사간 의사
소통은 제한되어야 한다.(3.36)
④ 간혹 회사 지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3.31)
⑤ 위급시 회사 선보고 후 위험감소를 위한 본선 조치
를 취한다.(3.18)
⑥ 회사와 팀원의 직접교신을 허용한다.(2.42)
① 선장은 선원선발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4.2)
② 적절한 동기부여시 팀원은 기대역할을 수행한다.
(4.0)
③ 선장으로 계속 승선계획을 가진다.(3.98)
④ 모든 팀원들에게 동일한 동기를 부여한다. (3.89)
⑤ 해륙 교대근무가 직무를 흥미롭게 한다.(2.56)
⑥ 매번 같은 팀원과 승선한다.(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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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장이 피해야 할 사항
○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므로 선장은 팀원들의 실수를 너무 심하고 가혹하게 대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선장은 팀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해치지 않도록 사소한 데까지 개인적인 관심
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 급하고 심술궂은 사람은 훌륭한 선장으로 존경받을 수 없다.
○ 비현실적인 기질과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선장은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없다.

사례 2-4

화물 과적 발생 처리과정에서의 대화

이미 본선의 선적작업은 36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었고, 몇 개의 탱크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용선자는 10% More or less 중 10% more 선적을 원하지만 더 이상은 아
니 된다고 하였고, 양하지에서 다른 선박보다 선석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어둡기 전에
출항해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선장은 1항사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1항사는 평소에
Topping off하던 속도보다 높게 선적을 하였고, 마지막 탱크의 Ullage를 확인하고 중
지시켰으나, 자동측정장치 고장으로 계약선적량을 수톤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선
장은 1항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전투적인 대화>
선장 : “1항사 앉아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이미 본사와 용선자에게 유선으로 연락
했어. 용선자는 지금 화물 전체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네. Topping off를
하기 전에 도대체 왜 Tank들의 자동 측정장치를 점검하지 않았어? 대단히 큰 실
수를 하지 않았어?”
1항사 : “예,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피로하고 어둡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심
적 압박이 복합된 결과입니다. 기관사와 함께 펌프맨이 지금 어떤 원인으로 게
이지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장 : “이봐 변명하지마! 나는 선적 전에 분명히 계약량을 넘기지 말라고 자네에게 말했
어. 자네는 나를 실망시켰어!”

<담대한 대화>
선장 : “1항사 들어 와 앉지… 우리는 지금 문제에 봉착했네, 무슨 일인지 나에게 설명
해보게. 우리는 용선자와 본사가 너무 흥분되기 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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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사 : “선장님을 이 상황으로 놓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선적은 잘 진행되었지만 주간
출항을 위해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평소의 속도대로 Topping off를 했어야 했
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기관사와 펌프맨이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게이지
를 점검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늦은 것을 압니다. 보고서를 위해 내게 필요한 것
이 무엇입니까?”
선장 : “이 결과가 반갑지는 않지만 자네는 평소에 충분히 잘 해왔고 이 일이 자네의 성
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보고서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킬지 알아보세나.”

3) 나쁜(독성) 선장의 특징
○ 수다 / 표면적인 매력
○ 자만
○ 습관적인 거짓말
○ 교활 / 조작
○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부족
○ 냉담 / 감정 결핍
○ 얕은 감정적 영향(자기중심적)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4) 팀원들이 바라는 선장의 형태
○ 많은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팀원들은 선장이 조용히 접근하는
것을 바란다.
○ 선장은 팀원들에게 표본이 되어야 한다.
○ 선장은 해당 팀원이 직무를 원만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였
다는 말로서 팀원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받게 한다.
○ 팀원들은 선장의 성급하고 잘못 판단된 비판을 원치 않는다.
○ 모든 팀원들은 선장이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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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은 선장이 자신을 공격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것은 자신이 열
등한 상태임을 기억하고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사례 2-5

선장의 리더십 부족

대서양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탱커에서 일본인 선장 외에 나머지는 전부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관장은 해양대학을 졸업하였고 1항사는 경력자 출신이었는
데, 두 사람간에 주도권 다툼으로 갑판부와 기관부가 분열상태에 있었다.
선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해소가 되지 않자 중재를
포기하고 외국항에 긴급입항을 결정하여 두 사람을 하선시키려고 하자 그제서야 두 사
람이 한순간 웃는 얼굴로 외형상 화해하였다.
선원들의 뿌리 깊은 파벌의식으로 분열되었으나 선장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
였다면 양자가 수용하는 결론을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모, 선내노무관리 19장, 한국해기연수원, 1991.
Leadership and Teamwork,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5.
Richard Jeffery, Leadership Throughout, The Nautical Institute, 2007.
Leadership Profiling of Ocean Going Ship Masters, 2014.
船長の職責と指揮統率, 日本海技協會, 成山堂書店, 1983.

58

2. 선원의 승하선 관리

2 선원의 승하선 관리

2.1 선원 공급관리의 이해
1) 선원 공급관리 일반
○ 유능한 선원의 공급과 원활한 선원관리는 원활한 선박운항과 높은 수준의 선박관
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 이런 선박관리 활동에서 인력공급은 매우 중요하며 선박관리의 품질을 제어하는
열쇠로 간주된다.
○ 선원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① 면허, 자격, 능력, 경험, 건강상태, 의사소통 능력(영어 능력)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선원을 선택하고 공급
②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과 선원의 고용 및 임금 지불. 그리고 선원관련 단체
에 관련된 선원과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조치의 이행
③ 회사의 규정, 선박의 기국과 항만국의 규칙 및 기타 국제규칙을 준수하고, 선내
작업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선원을 지도하고 감독
④ STCW협약과 SOLAS협약 및 기타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유지
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⑤ 선원이송합의서, 선원의 선발, 교육훈련과 승하선 준비 등을 담당할 대리점으로
역할을 하는 선원공급업체의 지정
⑥ 주기적인 선원평가와 직원의 성과 평가
⑦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갖춘 선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ㆍ단기 조치의 연구 및 이행
⑧ 상기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록의 보존, 선원비의 평가와 그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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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의 국적 구성
○ 우리나라 국적 해운회사들은 국적 필수선대는 전원이 한국선원이나 그 외의 선박
은 한국인 사관과 외국인 부원선원 또는 한국인 상급사관과 기타 직책은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다.
○ 해외취업 선원은 대부분 선장과 기관장만 한국선원 기타는 외국선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3) 선원공급 대리점
○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 경우 회사는 선원공급국에 소재하는 선원송출회사를 지
정하고 선원을 공급받는다.
○ 이들 회사들은 주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크
로아티아, 독일 기타 유럽국가들이 있다.
○ 많은 선원송출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선박관리회사나 모회사가 관리 및 운영에 관
여하고 있다.

4) 선원공급 실무
○ 한국인 외 외국인 선원은 종신고용이 아니므로 매 승선시마다 고용계약에 따라 수행
된다.

(1) 선원의 수배
○ 새로 관리를 시작한 선박이나 유급휴가차 하선하는 선원의 교대,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선원이나 강제 하선당한 선원의 교대

(2) 선원교대 업무흐름
○ 선주 또는 선박관리회사가 선원관리회사에게 선원수배를 요청하며, 이 때 필요한
선원의 상세한 세부사항을 전달한다.
○ 상기 정보를 토대로 선원관리회사는 대명선원이나 신규채용을 통해 요건에 맞는
선원을 선발한다.
○ 선원관리회사는 선발한 선원의 인적 자료를 선박관리회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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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관리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된 선원의 과거의 업무이력, 선원의 자격
증과 자질, 과거의 평가, 건강상태 등을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이 부족하
다고 판단되면 대체 선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다. 상급사관에 대해서는 선박관리
회사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면담이나 시험을 하기도 한다.
○ 자격이 적절하다고 최종 승인을 하면 선원관리회사에 통보한다.
○ 선원관리회사는 선원과의 고용계약의 체결, 교육훈련의 실시, 관청의 필요절차 추
진, 승선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후 출국과 승선을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한다.
○ 선원이 다른 국가에서 승선을 할 때는 선원관리회사는 사전에 선박관리회사, 본선
선장, 지역 대리점과 선원의 출국, 항공편 명, 예정된 비행도착 시간 등에 대해 긴
밀하게 연락을 취한다.
○ 선장과 기관장 같은 주요 선원들은 사전에 선박관리회사(필요시 선주사 또는 용선
자)에서 승선전 브리핑을 받는다.
○ 한편 휴가, 상병, 강제하선 등으로 하선하는 선원을 귀국시킨다. 선주 대리점이나
선원이송회사는 항공편을 준비하고 출입국 절차를 밟으며, 선박에서 하선한 선원
을 공항까지 동행하게 된다.

2.2 선원의 승선
1) 승선 계획 및 준비
○ 본사의 승선발령을 받고 본선까지 가는 교통편은 외국항인 경우는 비행기표를 포
함한 교통편의를 모두 선원관리회사에서 Arrange해 주지만 국내항에서 승선을 하
는 경우는 여비 교통비만을 제공하고 본인이 차편을 수배하여야 하며 승선지인 항
구의 선사사무소 혹은 대리점에 도착하면 승선수속 등 제반업무를 사무소 직원이
처리하여 준다.

2) 승선준비 및 승선지까지 이동
○ 승선지가 외국이고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환승할 때는 본인이 직접 비행 편과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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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 시간에 맞춰 승선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가끔씩 비행기의 출발시간에
못 맞추거나 또는 행선지가 다른 비행기에 잘못 승선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
우도 발생하곤 했다.
○ 또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France의 샬 드골공항처럼 거리가 먼 곳
은 내부 연결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며 실수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으로부
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사례 2-6

공항 Gate를 찾아 헤맸던 기억

미국 LA항에서 하선하여 항공기로 귀국하던 중 Alaska의 Anchorage공항에 급유차
Landing하여 탑승객에게 30여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머리도 식힐 겸 면세점을 구경하고 항공기 탑승을 위해 Gate를 찾았으나 도저히 찾
지 못하여 이륙시간이 다 될 때까지 헤맸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알고 보니 Anchorage
공항은 Gate구성이 원처럼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었다.
귀국이나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행 중에 생소한 지역이나 공항 등에서는 휴식을 하기
전에 집결지나 목적지를 향한 동선과, 탑승구 Gate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개인적
인 이동을 하도록 해야 하며, 혼자보다는 2명이상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본선에 승선 및 주의사항
1) 일반
○ 매일 차편으로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육상직원과는 달리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
반면 해상직원들은 잦은 일은 아니지만 선박에 승하선하는 것이 항상 위험이 따르
므로 각별한 주의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하선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
요하다.
○ 따라서 선장 및 담당사관(주로 현문관리는 2등항해사의 업무)은 안전한 승하선을
위해 위험요소들은 없는지 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끔씩 승하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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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심한 사다리위에서 미끄러져 부상 또는 실족해 해상에 추락하여 목숨을 잃
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이 좋지않는 날 방파제 밖 정박지에서
Accommodation ladder를 통해 승ㆍ하선하는 일은 상당한 요령과 순발력이 필
요하다.
○ 최근에는 승무원 가족들이 방선하는 경우도 잦아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더
욱 주의를 요한다.

2) 본선이 부두 접안중
○ 본선이 부두에 접안중인 상태에서 승선하는 경우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Dolphin부두이고 파도나 Swell이 들어오는 (예로 울산항 SK7, 8번 부두) 부두는
Accommodation ladder로 승선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순발력
이 떨어진 승무원 가족들이 승선할 때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따라서 출항지원을 위한 예선이 선미에 와 있는 경우는 파도나 너울을 막도록 하면
승하선할 때에 통선이 접근하기에 좋은 파도막이가 된다.

3) 외항 정박지 투묘중
○ 외항 정박지에 투묘중이고 기상이 나쁠 때 통선으로 승선을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
다. 특히나 조류가 강하고 바람방향이 조류방향과는 다를 경우 심하게 Rolling도
하므로 승선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이 경우는 투묘된 상태에서 기관과 타를 이용
하여 Lee side를 만들어 주면 안전한 승선에 도움이 된다.
○ 닻이 끌릴까 두려워 기관사용을 주저하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Chain에 심
한 장력이 걸리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다. 선장 부재 시 승무원들이 승선코자할
때 사관들이 이 방법을 쓰도록 교육을 시켜 둘 필요가 있다.
○ 승선시 가방이나 휴대품은 들거나 등에 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순발력도 떨어지
고 물에 빠졌을 경우 몸이 쉽게 안 떠오르기 때문이다.

사례 2-7

시운전 선장의 실족 사망 사고

2018년 여름 HHI에서 신조한 Tanker선이 시운전 항해를 마치고 울산 외항 E-3 정
박지에 투묘하고 시운전을 담당했던 Captain이 통선에 하선도중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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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통선 선장이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당시 기상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당사자는 무거운 가방을 등에 매고 있어서 바다
에 추락 후 바로 부상하지 못했고, 행동이 부자유한 점, 울산 외항은 낙조 시에는 북동
으로 흐르는 해류가 합처져 평균 2~3노트의 강조류(인천항도 유사함)가 흐른 점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상에서 승하선시에는 사람이 먼저 승하선하고 휴대용 가
방 등은 줄을 이용하여 배에 싣도록 한다.

사례 2-8

조선소 안벽에서 실습생 익사 사고

1990. 4. P사의 광탄선 G호(12만 DWT)는 입거수리를 위해 HMD 3안벽에 계류
중이었다. 사고발생 2일전에 실습항해사가 승선하였고 사고당일은 일과가 끝난 후 2등
기관사와 함께 상륙하여 저녁식사 후 헤어졌는데, 이튿날 아침 근무시간에 나타나지 않
아 실종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본선은 10여 일 더 Dock에서 수리를 완료한 후에 캐나
다로 출항하였는데 15일후 안벽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바다에 추락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본선이 Dock 안벽에 계류 중 육상에서 본선에 오르내리는 타워용 사다리가 선수부와
Bridge 옆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Bridge 근처의 것은 본선과 간격이 멀어 주로
선수부 것을 사용하였으나, 경험이 없는 실항사가 Bridge 근처 사다리를 사용하다 실족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Dock 측에서 부실한 Bridge 근처 사다리를 선측가까이 옮기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안전조치가 필요했었다고 생각된다.

2.4 승하선 장치의 보수 및 점검
1) Accommodation ladder 보수, 점검 및 설치
○ 선박은 대부분 건현이 높아 본선에 승하선하기 위해서는 Accommodation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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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나 가끔씩 특별한 경우 Jacob ladder 사용하기도 한다. Accommodation
ladder는 무게가 있어 든든한 Wire와 Motor로 작동되므로 상시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진다.
○ 또 Accommodation ladder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Tanker선의 경우(중소형
Tanker는 주로 이동식 사다리 즉 Gangway를 사용) 정비 불량으로 작동부위가
고착되어 작동이 원할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다. 사용이 미숙한 갑판원의 경우,
특히 설치할 때 Block의 Sheave가 고착되어 Accommodation ladder가 Wire
를 풀어준 만큼 내려가지 않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느슨해진 Wire에
Accommodation ladder 무게가 일시적으로 걸려 절단, 추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승하선 장치의 Block 및 구동부는 아무리 자주 점검하여도 지나
치지 않다.

사례 2-9

Accommodation ladder 수납 중 Wire rope가 끊어져 갑판원 추락

2015. 11. 울산에서 선적을 마치고 출항하던 중국 국적의 자동차운반선이 도선사 하
선 후 Accommodation ladder를 수납하던 중 Ladder와 함께 갑판원이 바다로 추락
하여 실종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상상태도 좋지 않고 일몰 후였으며 재래식 자동차운
반선으로 사다리가 상갑판에서부터 설치되는 길고 무거운 사다리였다.
사고원인은 Accommodation ladder를 수납하는 Wire가 노후화되어 절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Ladder 관련 장비의 보수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Ladder를 설치
하거나 수납시 Safety line을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걸고 현외측으로 나가 작업하도록
하는 습관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2) 승하선 장치(도선사 승하선용 사다리 포함) 관리
(1) Wire의 상태 보수 유지 및 교체
○ Accommodation ladder의 Wire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강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체일자를 기록해 둬야 한다. 부식
방지를 위해 Wire에 바른 Grease는 작동중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떤 선박은 지나치게 발라 승하선자의 옷에, 또는 Accommodation ladder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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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떨어져 미끄럽고 보기 흉한 경우도 자주 있다.

사례 2-10 부식된 Pilot ladder rope가 끊어져 도선사 추락
1996. 4.경 울산 본항에서 화물 양하를 마치고 공선으로 출항하던 총톤수 5,000톤
High decker선(과거 원목운반선이 On deck화물 대신 Hold내에 화물을 실어 GM을
향상 시키고자 개발한 일본에서 건조된 화물선임)에서 도선사가 출항도선을 마치고 하
선하던 중 Pilot ladder의 Manila rope가 삭아 절단되면서 도선선에 추락한 사고가 있
었다. 다행히 건현이 높은 배였지만 도선사가 거의 다 내려와서 도선선 갑판 가까이서
떨어진 바람에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도선사용 사다리는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인지를 확인
하고, 또 필요하면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동작부위 Greasing 및 주기적인 점검
○ 작동부위의 부식방지를 위해 Nipple에 Grease는 주기적으로 행한다. Portable
ladder를 주로 사용하는 중소형 Tanker에서는 Accommodation ladder의 작동
부에 Greasing을 하지 않아 작동부위가 고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3) Lower platform의 수평유지용 안전 Pin 확인 및 수평상태 유지
○ Accommodation ladder 하부의 마지막 발판은 수평유지를 위해 각도 변경후
Pin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적절히 Pin을 꼽지 않아 발판이 넘어가면서 이용자
가 해상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 또 건현 변화에 따른 각도도 수평이 되도록 맞춰
주지 않아 위험한 경우도 자주 있다.
○ 건현의 변화에 따라서 Accommodation ladder의 각도가 달라지면 Platform 발판
이 수평상태가 되지 않고 경사되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매우 위험하게 된다. 따라서
출항시의 흘수가 입항시의 흘수와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4) Safety net 설치
○ 최근에는 Ladder 설치시 잊지 않고 안전망도 함께 설치한다. 그러나 정박지에서는
아직도 빠뜨리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므로 승하선의 안전 규정에 맞게 Safety net
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66

2. 선원의 승하선 관리

(5) 부두접안 중 근접통항선의 Surge effect로 인한 Ladder 손상 방지
○ 부두에 접안 하역작업 중 근접 통항하는 선박의 Surge effect로 인해 본선이 밀리
면서 육상에 내려놓은 사다리가 손상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공선으로 접
안하여 선적이 끝날 때에는 흘수가 깊어지면서 Mooring line들이 느슨해지는 관
계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 호주의 New Castle항이나, 미국의 Gulf의 항구들은 좁은 강가에 위치해 있어 이
런 현상이 두드러지니 정박당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Loading 완료 후
출항 대기 중 계류줄을 Tight시키기 귀찮아 놔두다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주
의가 요망된다.
○ 미국의 하항(River port)에서는 강을 따라서 통항하는 선박들의 항주파로 인해 접
안선박들의 계류줄이 절단되거나, Accommodation ladder가 손상되었다는 내용
의 Claim이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접안
선박 부근을 통과할 때는 기관을 잠시 정지하여 타력으로 항행하고, 접안되어 있는
선박의 계류줄 상태도 확인하여 그 내용을 Log book에 기록하여 Claim에 대비
해 두는 것이 좋다.

Pilot ladder
1. 적격 Pilot ladder 구입 및 사용
도선사용 Ladder는 선급에 등록된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가끔 본선에
서 임의 제작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2. Man rope의 설치
Man rope는 Pilot ladder의 절단사고 및 마지막 Step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Pilot boat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주로 도선사가 하선 시 필요로 한다.
Pilot ladder를 적정 높이로 설치 후 규정에 맞는 Man rope 2개를 앞뒤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풍랑으로 해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 맨 로프의 사용은 필수적이므로 단단
히 고박하여 사람이 매달려도 벗겨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수면상으로부터
의 안전한 Pilot ladder 높이는 외항의 경우 수면에 끌려서는 아니 되고 파도나 Swell
이 높을 때는 Pilot boat의 오르내림을 감안하여 하나, 반드시 Pilot boat측에서 요청
하는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울산항: 수면상 2m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 야간조명 장치 및 기타
야간의 경우는 충분한 조명을 하도록 하고 Deck상에는 Igniting light가 부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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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ife ring이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하고 Responsible officer가 배치되어야 한다.
가끔 실습항해사를 배치하는 것은 도선법 및 SOLAS 규정의 위반이므로 사고시 선장에
게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Combination ladder를 설치할 때 주의점
○ 건현(Freeboard)이 9m를 넘는 경우에는 Accommodation ladder등을 이용한
Combination ladder를 설치하고 Rope ladder의 길이는 9m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이때 Pilot ladder를 선체에 고정시키지 않고 Accommodation ladder
에만 결박하는 경우 본선의 Rolling으로 사다리가 크게 Swing out하는 경우에는
Pilot ladder도 함께 선측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게 되므로 극히 위험하게 되
니, 반드시 Rope ladder 자체가 선측 외판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 Lashing용
pad eye에 묶여져야 한다.
○ 최근에는 Pilot ladder용 Magnet hold를 이용하면 원하는 위치 어느 곳이든
Ladder를 붙들어 맬 수 있다.

2.5 작업자의 안전관리
1) Accommodation ladder 현측에 Safety line 설치
○ 최근에 건조된 선박들은 대부분 Wire로 된 Safety line이 설치되어 있는데 후진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나 노후선에는 시설이 안 된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필히
본선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2) Accommodation ladder를 Swing out할 때 Safety line에
Safety belt 연결
○ Accommodation ladder 준비 중 갑판원이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가
끔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작업자 해상추락 방지를 위해 필히 Safety line에 자신
이 맨 Safety belt를 걸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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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식 및 휴가 관리

3.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원법」
-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1조의2(실습선원
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제69조(유급휴가),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72조(유급휴가
의 부여방법), 제73조(유급휴가급),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제
75조(적용 범위), 제93조(생리휴식), 제170조(벌칙), 제179조(과태료)
〇 「선원법 시행령」
- 제21조의2(예비원)
〇 「선원법 시행규칙」
-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
방법), 제46조의7(유급휴가급)

2) 국제 규정
〇 ILO 협약
- 규정 제2.3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 제A2.3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 규정 제2.4조 휴가에 대한 권리, 기준 제A2.4조 휴가에 대한 권리, 지침 제B2.4
조 휴가에 대한 권리, 지침 제B2.4.1조 권리의 계산, 지침 제B2.4.2조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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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지침 제B2.4.3조 분할 및 합산
〇 STCW 2010 Manila Amendments
- Reg. VIII Standards regarding watch-keeping, section A-VIII/1 fitness
for duty

3.2 휴식
1) 휴식시간의 의의
〇 선원법에서 ‘휴식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하며, 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ILO 협약에서도 같은 의
미로 사용하나, 휴게시간(休憩時間)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여
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〇 선원법에서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
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〇 STCW 협약에서는 주당 휴식시간은 예외적으로 70시간 단축을 허용하되, 2주 연
속할 수 없으며, 단축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단축적용이 가능하며, 1일
휴식시간 10시간에 대해서는 단축할 수 없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1회만 분할 가능
하나 2회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〇 MLC 협약에서는 선원에 대한 통상 근로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 근로, 주1일 휴
식 및 공휴일 휴식을 원칙으로 하여 주관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그중 한번은 최소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적인 휴식
시간의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입항 중에 선원이 잠을 잤다면 휴식시간으로 간주하나, 정상적인 휴식시간 중에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비상훈련을 한 시간도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간주한다.
〇 무인기관실(Unmanned machinery space; UMS) 선박에서 당직 기관사가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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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했다면 그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경보가 울려 기관사가 호출
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본다.
〇 항구에서 출항후 당직사관이 곧바로 당직에 임하여 안전한 당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장은 출항후 당직사관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거나, 선박출항을 보류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과 조치
〇 선박을 운항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박이 비상사태가 발생
- 선박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체하여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작업수행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발생한 요인으로 선장(또는 운항자)이 통제할 수 없
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휴식
상업적 목적의 예
• 용선자가 항만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조기 출항을 독촉하여 선원의 휴식시간이 단축
된 경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예
• 입항 항만당국이 당초 본선의 정박일정을 단축하여 조기 출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항만당국이 예상치도 않게 계류장소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

〇 이런 상황에 대처하다보면 계획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선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장은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휴일
〇 주5일 근무하는 육상의 근로자들에게는 1주일에 2일의 휴일이 주어진다. 휴일은
작업도중에 제공되는 휴식시간과 함께 노동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능률을 증진시
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〇 선원의 경우 정박 중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원에게 휴일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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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해당직자에게는 휴일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선장은 안전운항이 저해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선박상황에 따라 항해당직자에게 적당한 간격으로 휴일을 제공하
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〇 휴일제 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 휴일은 규정된 일반적인 휴일과 일치시키면 좋으나, 선박은 운항일정상 육상의
휴일과 반드시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박운항 계획이나 업무의 내
용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이에 맞추도록 한다.
- 선박 내에서의 쉬는 날은 법정휴일 외에는 사전에 미리 선원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좋다. 갑자기 “내일 쉰다.”라는 결정은 피로회복의 효과 면에서 불충분하므
로, 사전에 미리 알려 선원들이 휴일을 예정하여 충분한 휴식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휴일노동은 피로회복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실제 선박운항
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휴일작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선원에게 알려 주도록 한다.

4) 실습선원의 휴식시간과 휴일
〇 실습선원은 정규선원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아닌 실습시간을 1일 8시간 규정하
고 있고,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임의
의 24시간 중 한 차례의 휴식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〇 그러나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과 해양오염,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
드시 그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5)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문서 및 기록 관리
〇 본선에는 선주(운항자)와 선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휴식시간 일정표’를 선내에 비
치하고 선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〇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선장(또는 대리인)과 선원이 서명하
여야 한다. 선장은 해당 기록의 사본을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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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록은 기항지 PSC 수검시 ILO 협약의 준수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매
일/매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〇 일반적으로 선원의 근로계획은 1항/기사가 수립하고 매일 본인이 확인한 후, 월말
에는 선장에게 보고한 다음 선장의 최종 승인후 육상 관리부서에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〇 만약 계획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Overtime working)를 하였거나 최소 휴식시
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가의 휴식이나 보상휴식을 제공한
다음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사례 2-11 휴식시간 미달로 출항정지(Code 30) 부과
호주 Brisbane항에 접안 중이던 컨테이너 선박에서 PSC 수검 중 서류심사에서 기관
부 근로시간 기록부에서 8월 27일자 휴식시간이 규정에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이
전 근로시간 기록을 모두 점검하였으며, 이전 근로시간 점검 시 3월부터 이와 유사한
기록이 반복됨을 발견한 PSCO가 이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본선에서는 입ㆍ출항 S/B 및 Bunkering, Shifting 등으로 인해 Over time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PSCO는 상기 사항들이 긴급을 요하는 작업 또는 상황이
아님을 근거로 본선에 Code 30을 부과하였다.
출항정지 해제를 위해 시정조치계획서(Rectification Action Plan) 제출을 요청받아
육상에서 추가 Engineer 1명 승선을 포함한 RAP를 작성하여 PSCO에게 제출 후
Code 49로 변경하여 출항하였으며, 이후 차기 기항지인 시드니에서 PSCO가 승선하
여 추가 Engineer 승선을 확인 후 Code 10으로 Rectify 되었다.

3.3 여가 관리
1) 여가활동의 성질
〇 요즘 흔히 사용하는 레저(Leisure)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여가(餘暇)란 오락이나 스
포츠에 의해 취미나 도락을 하는 행동을 말하나, 직업으로서의 일에서 벗어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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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의미한다.
〇 선원의 여가활동은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선원의 건강증진, 선내 인간관계 개
선 또는 노동력의 재생산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므로 선장은 선내관리의 한 방안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여가관리 방안
〇 여가에 의한 정서적 욕구의 만족은 각 개인마다 다르므로, 선장은 선원들의 문화와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찾아 제공하도록 한다.
〇 명절 회식과 같은 집단적 여가행동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은 선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므로, 선장은 각자가 자유의지로 참석하여 각각의 집단
과 공통의 화제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〇 최근 젊은 선원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여 단독으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단독적인 여가생활과 집단간 여가활동이 적당한 비율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〇 선내에서 선원들의 여가관리는 규칙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
으므로, 선장은 본선에 적용 가능한 여가관리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사례 2-12 선내 노래방 기기의 보급
모 회사에서 1990년경부터 회사 CEO의 특별지시로 선내 오락실에 노래방 기기를
전 선박에 보급하여 설치하였던 적이 있다. 당시에 오락기기의 설치는 해무부나 공무부
차원에서는 오락기기가 불요불급한 물품이었으므로 어느 한 선박의 청구 만으로서는 실
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여가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Mind로 사선 전 선박에 노래방 기기가 보급되어 휴식 시
간에 잘 활용되는 비품이 되었고, 선내에서 선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매우 유효한
장비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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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항지 상륙
〇 선장은 기항지에서 당직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선원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가능한 한 상륙을 허락하여야 한다.
〇 그러나 만약 항만에서의 안전과 보안이 위협받거나, 상륙으로 인해 선원이 위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당국의 보안규정이 상륙을 제약을 할 경우 선장은 선원
의 상륙을 억제할 수 있다.

사례 2-13 회식 중심에서 동아리 활용으로 활기찬 선내 분위기 형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일주일 3항차, 여섯 번의 입출항을 해
야 하는 바쁜 운항 일정 속에서 승무원의 피로 해소와 자기개발 및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
기존 부서별 음주문화의 회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선내 동아리를 만들어 실행해 보았다.
본선 특성에 맞는 중국어반을 운영하여 여가시간에 선내에서 중국 승무원에게 직접 배
우는 중국어 회화가 한국 승무원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일요일 하루 정박하는 중국에서 테
니스반을 결성하고 테니스 코트를 임대하여 남녀 국적 관계없이 원하는 승무원들이 한나절
땀을 흘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와 밝은 본선 분위기를 살리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계절에 따라 봄 산행, 여름 해수욕장, 가을 운동회 등 당직자를 제외한 전 승무
원이 참여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낸 것도 아련한 추억이요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로는
선내문화가 되어 정착되었다.
원양화물선에서는 장기 항해하는 혼승선원들을 위한 바비큐 파티, 탁구대회 그리고
주니어 사관의 아이디어로 하는 특정한 날의 레크레이션 활동 등도 호응이 좋았으며, 여
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항 정박지에서의 순차적 유명 관광지나 명소 여행도 기
억에 남았다.

3.4 선원의 휴가
1) 의의
〇 유급휴가제도란 근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급료 및 기타의 보수가 선원에게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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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선원의 생활이 선내에서만 일어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
로 피로의 정도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 피로회복을 위하여 하선하
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고, 선원으로 하여금 계속 해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유급휴가 일수
〇 선원법에서는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유급휴
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
한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〇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로 하나, 연해구역을 항해구
역으로 하거나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서는 1개월에 5
일로 한다.
〇 유급휴가 일수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예를 들어 1개월 근
무, 1개월 휴가), 유급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〇 어선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휴가일수는 1년
에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는 매 1월마다 1일을 가산한다.

3) 벌칙
○ 선원이나 실습선원에게 법에서 규정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휴가급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따라서 선장은 항차 스케줄을 파악하여 휴가기간이 도래한 선원들의 교대일정을
수립한 후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다.

사례 2-14 사직을 막은 특별 휴가
1993년 4,400TEU 컨테이너선의 선장으로 근무할 때다. 어느 날 밤 00:15경 선장
집무실 밖 Mail함에 3항사 사직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이튿날 선장은 1항사에게 3항사
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확인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선장이 직접 3항사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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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직서를 쓴 이유를 물었으나, 말을 잘 하지 않았다.
선장은 예상되는 이유로 ‘여자 문제인가?’, ‘피라밋 판매조직에 걸렸느냐?’, ‘ 건강 문
제냐?’, ‘사기를 당했느냐?’ 등의 질문을 하여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선장 자신이 2항
사 시절의 경험이 생각나 “3항사 자네 갑자기 배 타기가 싫지?”라고 하니 “선장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말했다.
선장은 3항사가 사직이 아닌 휴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와 상의한 결과, 본
건이 특별휴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사부서에 부탁하여 특별 Case로 휴가를 부
여하였다. 후에 사선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2항사로 진급한 당사자가 인근 부두에 정박
하고 있던 선장을 찾아와 인사와 함께 주례를 부탁하였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젊은 사관들은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생의 진로를 달리 택할 수 있으므로 선장과 기
관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초급 해기사들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례 2-15 코로나로 휴가시기를 놓친 당뇨 환자의 긴급 하선
본선 선장이 당뇨병이 있어 승선시 휴가기간 동안 복용할 당뇨약을 처방받아 승선하
였으나 태국에서 휴가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선장 교대가 되지 않고 당
뇨약을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병이 악화되어 하선하고자 하였으나 태국 당국이 선원교대를 허가하지 않아 회사는
인근의 싱가포르 항구에서 선장 교대를 시도하였지만 싱가포르는 긴급하선은 허용하나
후임선장의 승선은 불가하였다. 할 수없이 선사는 선박을 인접 말레이시아 항구로 이로
시켜 겨우 후임 선장을 교대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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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벌 및 음주 관리

4.1 관련 법규
〇 「선원법」
- 제22조(해원의 징계),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〇 「선원법 시행규칙」
- 제16조(징계위원회)
〇 STCW 협약(Manila Amendment 2010)

4.2 포상 관리
1) 포상의 의의
〇 ‘포상’은 칭찬하고 격려하여 상을 주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에
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무엇(예를 들어 휴식이나 휴가, 수당이나 포상금
등)인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포상의 대상
〇 다음과 같은 행위가 선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선장은 포상을 고려할 수 있다.
(1) 선원이 승선 중에 주어진 통상의 직무를 넘는 노력을 하였을 경우
(2) 선박에 발생할 뻔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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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손해를 최소화시켰을 경우
(4) 인명이나 재산구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였을 경우
(5)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헌신하였을 경우
(6) 기타 선내 인화단결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여하였을 경우 등

3) 효과적인 포상 관리
〇 선원의 포상은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다. 그러나 크고
작은 포상사항을 상벌규정에만 의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선장은 상황에 따라 선내에서 적절한 포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〇 포상관리를 잘못 운용할 경우 특정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 도리어 다른 많은 선원
들에게 반발심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포상은 공정하여야 한다.
〇 금전적인 포상은 단기적으로 동기부여 효과를 발휘하나,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필
요하고 또한 다음 번 포상시는 이전 금액보다 상향되어야 욕구가 자극되므로 가능
한 한 비금전적 방법으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〇 승선중에 선원이 포상행위가 있었을 경우, 선장은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당사자에게 회사차원의 적절한 포상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선내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〇 공동행위에 따른 포상은 가능한 한 부하직원들에게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한 방법이다.
〇 선원을 포상할 경우 직책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공정하여야 한다.

사례 2-16 한 선박에서 4명의 포상자 배출
회사는 매년 연말 선원 중에 포상대상자를 본선에서 추천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가지
고 있었다. 선장은 선내관리자회의(선장, 기관장, 1등사관 3명)를 통하여 각 부서별로
상신을 받아보니 기관장은 1기사를 추천하였고, 통신장은 조리수를 추천하였다. 선장은
1항사를 포상 대상자로 포함시켜 모두 3명이 되었다.
한 선박에서 3명의 포상자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만약 포상 대상자가 많아 누
군가 탈락되면 당사자가 상심할까 보아 염려가 되어 공적조서를 있는 그대로 잘 작성하
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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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포상도 같이 행하여 본선에서 기관장, 1항사, 1기
사, 조리수 총 4명이 포상을 받는 일이 있었다. 선내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선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포상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4) 칭찬의 활용
〇 선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포상사항을 상벌규정에만 의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선장은 시의 적절하게 칭찬함으로써 포상행위를 보완하도
록 한다.
〇 적절한 칭찬은 개인의 자긍심(自矜心)을 향상시키고, 직장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칭찬의 요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칭찬하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칭찬하라.
일반적인 것 말고, 특정한 상황을 칭찬하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본인에게 직접 칭찬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칭찬하라.
당사자를 칭찬한 사실을 기억하라.

사례 2-17 선장과 선사가 함께 이룬 최고의 선박 성과
초임사관 시절부터 줄곧 ‘선장이 되면 내가 타는 배를 지구상에서 최고로 안전관리를
잘 하는 선박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져왔는데 1992년 늦가을 본인으로서는 선장
이 되어 3번째로 승선하려는 25,000톤급 벌크선을 안전한 선박 만들기로 작정하였다.
승선 전 회사를 방문하여 해무과장에게 승선 후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하니 뭐가 필요하냐고 하여 안전은 훈련으로부터 나오고 훈련은 초기에는 간헐적으
로 실시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선내
반발이 일어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훈련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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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였다.
월 미화 약 500불 한도로 훈련비 지원을 약속 받고 승선한 이후 매월의 훈련표를 작
성하고 이에 따른 훈련경비를 책정하였다. 법에 정한 안전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매주 정
신교육을 약 10분 정도 한 후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사고경험을 발표하는 시간
을 약 2시간 가졌다. 발표내용은 정하지 않고 우리 선원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큰 사
고, 아차사고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게 하고 고급사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발표내용을 평점하여 가장 우수한 발표자부터 모든 발표자에게는 하선시 집에
가져가면 가족들이 반겨할 상품을 수여하였고, 훈련과 발표에 우수한 팀에게는 팀별로
회식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지급하였다. 물론 어느 한 명도 상품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주로 ‘첫째는 내 몸 안전, 둘째는 내 옆 사람의 안전’이 주된 모토
였는데 무언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2003년 초 때마침 회사에서 무재해운동
으로 ‘000-4P’운동을 시행하면서 책자와 비디오테이프 등 훈련 자료를 보내온 바, 본
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너무나 일치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지적확인(Point & Confirm) ② 터치 앤 콜(Touch & Call), ③ TBM(Tool Box
Meeting), ④ 안전카드 활용, ⑤ 재해사례집 게시 및 활용이었다.
매주 반복되는 훈련, 비디오 자료 시청 및 자기 발표, 지적확인, TBM 등으로 나날이
안전의식이 체계적으로 정착하여 약 1년이 지날 무렵에는 회사에서 가장 낮은 사고율을
나타낼 정도로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이듬해 회사로부터 본선은 안전관리 최우수선박
으로, 선장은 ‘1등 선장’으로 선정되어 부부가 금장의 손목시계를 받았다.
안전은 의식의 문제이며, 안전에 대한 의식만 끊임없이 이어간다면 안전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4.3 징계 관리
1) 징계의 의의
〇 나쁜 행실이나 불법행위에 벌칙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〇 선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전체 선원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
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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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의 징계 사유
〇 우리나라 「선원법」은 다음 사유에 대해 해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③ 선장의 허가 없이 흉기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를 선박에 들여왔을 경우
④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⑤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⑦ 그 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
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〇 징계는 훈계, 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규정
하고 있으며, 징계하선은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다.

3) 징계위원회
〇 규정을 위반한 선원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어 선내 다른 모든 선원들이 원
활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선원법」은 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미리 5명(해원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
에는 3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〇 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기관장ㆍ운항장ㆍ1등항해사ㆍ1등기
관사ㆍ1등운항사ㆍ통신장ㆍ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〇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84

4. 상벌 및 음주 관리

사례 2-18 징계위원회의 인사조치 후속 절차와 대책
선내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훈계, 상륙금지 또는 징계하선 조치를 취하게 되나 최
근에 와서 상륙금지는 사문화되고 훈계 또는 징계하선이 주류를 이룬다. 일단 선박에서
징계하선이 되면 육상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징계(견책이나 경고) 또
는 중징계(감봉, 정직, 징계해고)를 하게 된다.
경징계를 받더라도 본인의 인사기록에 남게 되므로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징계는 통상 1~3개월의 감봉(10% 내외) 또는 정직이 주어지는데 이런 정도의 징
계라도 젊은 사관들은 쉽게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
계해고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재취업이 어렵게 되므로 이런 상태까지 가면 대
체로 본인이 의원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과거에는 선내에서 도벽이 있어 문제가 되었거나 음주
로 인해 선박운항에 지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위적인 관리방식에 익숙되어 있는 선장들에
게 많이 부딪치는 사건들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녹취나 녹화 등의 물증
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무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혼승선에서 외국인 선원들의 하선은 주로 업무능력 미달이 원인이다. 그러나 선박에
서 무능을 이유로 당사자를 하선시킬 수 없으므로 기록미비, 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사자들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선장은 관련 행위에
대해 철저한 거증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합리적인 징계 관리
〇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는 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선장은 선내에서 명령과 지휘계통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자
를 징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징계를 잘 하는 것이 유능한 선장은 아니나, 선
장이 위반자에 대해 책임감 있게 처리를 한다면 다른 선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〇 초임 선장은 징계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만의 규범이 없어 징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징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위반사항과 징계내용을 목록화하고 개
인적으로 참고하거나 필요시 선내에 공포 또는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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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주의할 것은 선장은 모든 위반자에 대해서 직책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징계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징계에 관한 규범은 부원보다도 책임자인 사관에게 훨씬 더 엄격하
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내 음주방침을 위반하여 사관과 부원이 함께 음
주를 하였다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할 사관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〇 선장이 위반 선원을 징계할 때 행위자를 특별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당신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대신에,
“당신의 음주결과로 선박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 일을 대신하였으므로 당
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〇 징계는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어야지, 선원에게 공포심을 주
도록 목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선장은 위반 선원을 징계하기 전에 사실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장 앞에서는 말을 잘못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선장은 정확
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으므로, 선장은 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
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반자가 자신의 변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와 같이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〇 선장은 회사가 선박에 회람하는 위반사례를 통해 선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
전에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례 2-19 상급사관 사이 폭행 사고로 하선 및 퇴사 조치
본선에서 상급사관 4명이 저녁 식사 중 소주를 나눠 마셨으며(선장은 종교상 음주하
지 않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관장과 1항사간에 논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1항사가
기관장 및 선장에 대해 인격모독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
1항사의 발언이 건방지다고 기관장이 1항사를 폭행하였으며, 선장도 1항사가 건방지
다고 폭행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였다. 1기사는 처음에는 말리다가 본인 방으로 이동하
였다.
이후 1항사가 해양경찰에 기관장을 폭행건으로 신고하였고, 회사는 선장과 기관장이
관련된 사건이라 본선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1기사를 제외한 상급사관 3
명(선장, 기관장, 1항사) 전원을 하선조치하고 사직 처리하였다. 1항사와 기관장간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86

4. 상벌 및 음주 관리

5) 기록의 유지
〇 징계를 당한 선원은 본인이 잘못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부
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징계한 사람에 대해 감정적인 불편함을 가져 복수를 하고
자 할 수도 있다.
〇 이 때문에 선장은 선원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관련 위반사실을 증인이 있는 자리
에서 위반자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만약 위반자로부터 반론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항해일지 등에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한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
명을 받아두어야 하며, 관련 기록에는 선장과 참석 증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〇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징계사실에
대해 참석한 징계위원회 위원의 날인을 받아둔다.

사례 2-20 원론적인 징계조치의 후회
어떤 일로 갑판장을 징계하였고, 벌칙은 상륙금지 5일이었다.
모처럼 본선이 울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갑판장이 이번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잠깐 집에 들러 아들을 보고 왔으면 하면서 상륙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일언
지하에 거절하고 다시 한번 상륙금지 징계상태임을 주지시켰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원칙만 앞세운 조치였던 것 같다. 다른 징계위원들에
게 양해를 구하고 울산에서 아들을 만나도록 상륙금지를 일시 해제한 후 다른 항구에서
징계조치를 연장시키는 운용의 묘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리더가 부하를 통솔
하는 것은 벌칙만이 능사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사례 2-21 선내 징계
① 승선 초기에 조리장이 일본에서 상륙 후 ‘상륙허가서’를 분실하였기에 1항사를 통해
1항차 상륙금지 시켰다. 그 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참고로 현재는 선장
이 선내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륙금지’라는 징계를 시행할 경우 선장의 징계권
남용으로 주장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한다.)
② 선내에서 갑판수와 기관원이 술을 마시며 다툼이 일어났다. 1항사와 기관장을 불러
선내에서 음주금지를 지시하였다. 그 후 1년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기관원이 일본에서 출항시간에 늦게 귀선하여 출항이 지연되었기에 본국으로 귀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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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켰다. 이후 3년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④ 접대비를 사용하는데 공사 혼동이 발생하여 그 때마다 주의를 주었더니 개선되었다.
⑤ 선내 작업비 배분문제로 갑판부와 기관부가 분열되고 1항사와 기관장간 불화가 깊어
긴급입항하여 두 사람을 교대시키고자 하니 둘이 금세 화해하였다.

4.4 음주 관리
1) 해상 음주 관련 규정
〇 STCW 협약(Manila Amendment 2010)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
〇 국내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선사의 알코올 관리 규정(예)
〇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하
〇 도수 높은 주류(브랜디, 위스키, 보드카 등) 음주/선적 금지
〇 당직중, 당직 4시간전, 심야 또는 지정시간 음주 금지
〇 1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선장이 불시 음주측정
〇 위반시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사례 2-22 유럽에서 선장의 음주 사실 발각되어 구금
2013. 12. 28. 국적선사 모 선장이 유럽에 입항하던 중 본선에 승선한 도선사가 선
장의 음주를 의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였다. 본선이 접안하자 현지 경찰이 본선에 방선
하여 선장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선장이 두 차례나 거부를 하자 현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형무소에 구금을 명하였다.
회사는 해당 항에서 선장이 교대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후임 선장이 당일 승선하여 본
선은 지연없이 출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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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지 대사관과 면회하는 등 선장의 구명을 위해 노력
한 결과, 선장의 최종 선고공판일을 2주 가량 당기고, 형량은 구속 4개월에 집행유예 2
년으로 줄이면서 벌금은 약 USD 9,000이 선고되었다.

3) 선내 음주 관리 필요성
〇 음주와 수면부족은 유사하게 업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음주량이 늘수록 업무수
행 능력이나 반응도가 급락한다.
〇 선장은 회사의 음주통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감시를 강화
하며, 특히 선장과 기관장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〇 만약 선내에서 음주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선장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례 2-23 음주로 인한 징계
[사례 1] 정박 중 야간에 상륙하여 음주 후 귀선 지연
한 선박에서 선장이 야간에 상륙하여 음주를 하였고, 다음날 본선이 Shifting을 하기
로 되어 있었으나 도선사 승선시까지 귀선을 하지 않아 수소문 후 뒤늦게 귀선한 사례
가 있었다.
다른 선박에서는 기관장이 야간에 상륙하여 음주를 하였고, 선장이 자정까지 귀선 및
다음날 새벽 출항을 고지하였음에도 도선사가 승선한 후 귀선하였다.
해당 사실을 회사가 확인한 후 선장과 기관장을 하선 후 퇴사 조치하였다.

[사례 2] 항해 중 선장의 음주 규정 미준수
선장이 항해 중 2~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음주를 하였고, 황천항해, 연안항해와 관련
없이 사관들을 강제적으로 모이게 하여 음주 행위를 하였다. 음주가 부담되어 피하는 사
관들까지도 강제적으로 음주행위에 동참시켰으며, 선내 음주제한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결국 승무중인 사관들이 회사에 선장 하선조치를 요청하였고, 사실 확인을 한 회사는
선장을 즉시 하선시킨 후 퇴사 조치하였다.

[사례 3] 초급 사관들의 음주 규정 미준수
본선이 야간 항해 중, 초급사관들이 개인 면세품 양주를 상급사관의 허가 없이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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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 사관들과 개인침실에 모여 음주를 하였다. 상급사관이 야간 선내순찰 도중 해당
사관 방에서 여러 명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음주현장을 목격한 후 해산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이후 1시간 가량 계속 음주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음주하던 항해사관은 휴식 후 항해당직에 올라갔으나, 선교에 올라온
선장의 판단(술에 취해있다고 판단)하에 당직을 해제하고 관련 초급사관 전원에게 시말
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사례 2-24 음주로 인한 다툼과 상해
일본인(선장, 기관장, 1항사, 조리장)과 필리핀 선원으로 구성된 5만 DWT 탱커에 선
장이 처음으로 혼승선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다. 센다이항을 출항해 말라카해협을 통과
하고 인도양으로 빠져 나온 새벽 1시경에 선장이 취침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2항사가
“선장님 비상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해 일어나 달려가 보니 해도실 소파에 갑판수가
복부에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다. 갑판수를 급히 병실에 옯기고 1항사와 조리장에게 응
급처치를 하게하고 콜롬보에 긴급입항을 한다는 사실을 회사와 현지에 연락하고 한편으
로 의료무선으로 처치방법을 조언받아 응급조치를 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술이 취한 갑판수가 조기수를 괴롭혔으나 처음에는 상대를 않다가 계
속 괴롭히자 길이 15cm의 칼을 가지고 와서 갑판수의 배를 찔렀다. 그러나 사건발생
당시 상황 외에도 두 사람은 필리핀의 출신 지역이 다르고 종교도 달라 평소에 서로 반
목하며 지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고 후 갑판수는 병원에 이송하여 입원을 시켰고, 가해자는 바다에 뛰어들거나 입항
시 도망갈 것이 염려되어 감시를 강화하였으나 이후 평범하게 선내생활을 한데다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었고, 선장이 강제하선 조치를 취하면 P&I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무상 상해로 하고 가해자는 2개월 후 일본에서 하선하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였고, 외국인 선원을 동일
지역 내지 동일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배승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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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부식 관리

5.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원법」
- 제76조(선내 급식), 제77조(선내 급식비),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173조(벌칙), 제179조(과태료)
〇 「선원법 시행령」
-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
외),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〇 「선원법 시행규칙」
- 제38조의2(자문), 제47조(선내급식),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제47조의3(선
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2) 국제 규정
〇 ILO 협약
- 규정 제3.2조 식량 및 조달, 기준 제A3.2조 식량 및 조달, 지침 제B3.2조 식량
및 조달, 지침 제B3.2.1조 검사, 교육, 연구 및 발간, 지침 제B3.2.2조 선박요리
사
- 기준 제A2.7조 배승수준
- 지침 제B5.2.1조 항구에서의 검사
- 부록 A5-Ⅰ, 부록 A5-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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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부식 관리 중요성
1) 선내 급식의 의의
〇 해상에서 선원들은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 거친 환경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선원
을 위한 음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〇 선박에서 제공되는 주부식이 부적절하다고 불만이 제기되면 사관이나 부원 모두에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선장은 주부식의 주문과 공급방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〇 특히 혼승선에서는 선장은 외국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내 주부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어떤 종류의 주부식을 승무원에게 제공할 것인지 구입단계에서부터 조리장
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2-25 선장이 주부식비에 손을 대면 권위는 사라진다
동료 선원들이 선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중 하나가 부식비 관계이다. 특
히 조리장이 요리나 부식재료를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요리솜씨가 없어 메뉴가 변변치
못할 때는 더욱 더 의심을 한다.
본인은 선내에 부식위원회를 만들고 부식 구입 때 선식업자로부터 Discount한 부분
은 선내에 공지하고 기관장이나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하였고, 선장 집무실내 냉장고에
사과 하나라도 더 갖다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부식에 대한 질이 나쁠 경우
부식위원이나 조리장을 엄중히 추궁하였다.
지식이 출중한 선장일지라도 부식비에 손을 대었다면 선원들로부터 지탄받고 이미지
가 실추되며, 선장의 권위는 훼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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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부식비 관리
1) 근거
〇 본선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는 승무원별 '고용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〇 우리나라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에게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공
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〇 ILO 해사노동협약은 승선 중인 선원들에게는 고용기간 동안 무료로 음식을 제공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〇 선내 급식비 및 급식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
〇 우리나라 선원법은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제외).

2) 주부식비 배분
〇 주부식비는 통상 1인당 1일 얼마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3으로 나누어지는
정수로 나누어 지급된다.(예; 1인 1일 $7.20, $9.90 등)
〇 선박의 정박기간이 길거나 수리기간이 긴 경우에는 적정량의 메뉴를 제공하여도
주부식 재고조사시에 여유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원들에게 현금으
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금지급 방법은 주부식을 실지
도 않았는데 실은 것처럼 처리해야만 하는 부조리(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를 지양해야 한다.
〇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류를 구입하여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방식은 부조리를 발
생시키지 않으므로 고려될 수는 있다.
〇 노동절, 설, 추석 등에는 1일분의 특식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적도제와 날짜변경선
통과시의 특식비는 1/2일분이 지급되는 회사가 많다. 주부식 정산보고서에 날짜변
경선 통과로 하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부기하면 된다. 그리고 날짜변경
선 통과로 하루가 Skip되는 경우도 이를 부기하여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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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식료품 가격의 변동 또는 항로의 변경 등으로 규정된 주부식 한도내에서는 승무원
의 급식 관리에 큰 지장이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선장은 주부식 구입 비용의 비교
표를 작성하여 주부식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보고에 의한 조정을 받지 않
고 임의로 초과급식을 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해상직원 가족 방선 및 동승 시 주부식
〇 해상직원 가족 방선 및 동승 관련 주부식비는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와 동
일하게 적용하되, 주부식비 정산 보고의 승선 인원수란에 본선 승무원과 구분하여
기간 및 연 인원을 표시하여 정산한다.

4) 방문객 식사 접대
○ 노무지원팀, 방선가족 및 회사에서 사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선장은 본선 주부식
으로 방문객에게 식사제공을 한 경우는 정해진 양식에 일자, 항구, 항차번호, 대상
자, 대상인원, 식수, 금액 등을 표시하여 월말 주부식비 정산서에 방문객 식사 접
대비를 첨부하여 본선 주부식비에서 정산한다.
〇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선원의 1일 1인 주부식 보급단가의 1/3로 계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본선에서 급식할 수 없는 경우 주부식 처리
〇 본선에서 급식할 수 없을 경우(입거, 수리 등)에는 선용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선 경리보고서에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주부식비 정산 보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부식비 정산
〇 주부식비 정산 절차는 회사의 경리 보고 절차에 따른다.

7) 정산 확인 및 하자 통보
〇 선장은 회사로부터 본선의 주부식비 정산 보고서상 하자가 지적되고 지적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지적 내용을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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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식비 정산 보고시에 반영하여 재정산한다.

사례 2-26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주부식 부족사태
일본인 사관(7명)과 미얀마인 부원(15명)으로 구성된 선박이 보르네오에서 목재를 선
적하고 일본으로 운항하여 식량관리가 용이한 항로였으나, 미얀마인들이 자신들의 식비
를 미화로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미얀마인 3항사가 관리하고 미얀마인 조리수가 요리
를 하였다.
그 전에는 기항지 간격이 짧아 문제가 없었으나 2개월의 장기항해가 되면서 3항사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야채류나 부식류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후 선장은 일본인 조리장에
게 주부식 구입을 지원하고, 일본인용 식량을 미얀마인에게 나누어 식량부족을 해소하
였으며, 사고 이후 미얀마인 선원에게 식량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였다.
이중으로 급식비를 관리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일본인 조리장이 조리를 하였으나
미얀마인의 식재료나 요리방법이 달라 미얀마인들이 불만이 많았고 거기다 미얀마인들
의 급료가 낮다보니 주부식비를 절약하여 개인들이 나누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본선의 조리는 일본인 조리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주부식비는 현금이 아
닌 현물로 지급하였다.

사례 2-27 선식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소동
35,000 DWT Car bulker인 본선은 일본인 Top 4와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북미
동안과 일본을 항해하는 선박이었다. 일본에 기항하였을 때 한국인 통신장의 제의로 요
코하마에 있는 한국인 선식업자를 일본인 선식업자로 교체하였다. 당시 한국인 조리장
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일본인 1기사가 “선장과 1항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언급하여 이 말을 믿
은 한국인 선원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선내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선장과 1항사는
해당사실에 대해 설명을 반복하였지만 선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불신이 이어져 결
국 선장과 1항사가 하선하게 되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를 선내식량관리위원
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사실을
선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Top 4들간에 적절한 팀웍이 이루어지도록 선장
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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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부식 수급 및 통제
1) 주문
〇 선내 주부식 주문은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회사의 조달부서를 통
해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회사의 정책에 따
라 어느 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
〇 통상 상선은 선박 자체구매 방식을 택하며,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선식회
사를 선정해 본선의 항차일정에 따라 2~3개월의 식량을 일괄 주문한다.
〇 이 방식은 항로에 따라 보다 싼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고, 기항지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선장이나 조리장이 선식업자
로부터 뇌물이나 선물을 받을 위험성도 많다.
〇 선장은 선식업자를 선정할 때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복수의 선식업자로
부터 가격 견적을 요청하여 구매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〇 만약 선식업자가 불량한 업체로 판단되면 회사에 보고하여 다른 사선에 피해가 없
도록 한다.
〇 선장이 주부식 수급과정에서 선식업자로부터 뇌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는 선장의
권위와 통솔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거절한다.

2) 주부식 수령
〇 도착한 선식이 본선 운항일정에 적합한 유통기한을 가진 식품으로 소비에 적합한
지를 선적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선식은 ‘본선측 인도’(Free alongside
ship) 조건이기 때문에 식품의 유효기간 점검은 선적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〇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유통기한, 포장상태, 냉동제품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품의 적정 온도
제품
적정 온도

냉장식품
7℃ 미만

계란제품
4℃

다진 고기
2℃

신선 생선
0~2℃

냉동식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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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및 통제
〇 선내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부식 구입계획이나 주부식 공급업체의
선정 또는 구입 물품의 검증 등을 시행한다.
〇 선장은 구입 물품 대금 지불 후 단가표가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선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정기 재고조사(통상 2개월에 1회) 또는 선장 교대시 인수ㆍ인계를 목적으
로 재고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〇 실행 가능한 경우 선장은 조리장으로 하여금 매주 적절한 주간 급식계획표를 작성
하게 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식량창고 안에서의 안전
〇
〇
〇
〇

고기 갈고리(Meat hook)를 사용하지 말 것.
냉동고에서는 장갑, 안전화와 보온 복장을 착용할 것.
냉동실을 청소하기 전에 해동할 것.
냉동 창고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어느 한 사람에게 냉동창고에 들어간다는 사실
을 알리고 들어가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냉동창고 안에 사람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바깥에서 냉동창고 문을 잠궈 버려 인명사고 사례가 있었다. Door 바깥에 ‘Man
inside’ 또는 ‘창고내 작업중’ 이라는 안내판을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5.5 선내 주부식 관리
1) 재고 관리
〇 식료품 저장창고 용량이 부족하면 재고를 줄이고 자주 입고하도록 하며, 창고가 부
족하다고 하여 음식을 갑판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식료품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소비하고(先入先出),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유효기
간 이전에 소비할 수 없는 양을 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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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완전 냉동상태로 보관된 냉동식품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섭취할 수 있다.

2) 창고 온도 관리
〇 냉동고는 최소 –18°C를 유지해야 하나 짧은 기간 동안은 –15°C가 되어도 냉동식
품의 품질과 안전성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〇 냉동음식은 보관온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 후는 즉시 창고
문을 닫는다.
〇 냉동음식을 갑판에 바로 놓지 말고 격자망 위에 놓도록 한다.
〇 냉장고는 5°C가 유지되길 권장하나, 최대 8°C까지 수용될 수 있다.
〇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같은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조리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
록 날 음식을 아래쪽에 보관한다.

3) 신선한 농산물의 보관
〇 냉장보관이 필요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냉장고에 즉시 입고한다.
〇 과일이나 채소는 상자에 넣어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비닐봉지는 폐기하
고 매일 점검을 하면서 부패한 잎이나 열매는 제거한다.
〇 실온창고는 약 10°C로 시원하고 건조하며 조명과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식품을
갑판에 직접 쌓지 말고 벽에 닿지 않게 한다.

최적의 식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냉장고 보관
사과,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콩, 비트,
블루베리, 브로콜리, 콩나물, 양배추, 벨기
에 엔디브, 당근, 콜리플로, 셀러리, 체리,
스위트 콘, 크랜베리, 오이, 가지, 생강, 포
도, 허브, 부추, 양상추 및 기타 채소, 버
섯, 파, 파스닙, 완두콩, 고추, 파인애플, 감
자, 무, 라즈베리, 대황, 딸기, 호박, 감귤류
과일, 순무

상온에서 익힌 후
냉장고 보관
살구, 아보카도, 키
위, 망고, 멜론, 천
도복숭아, 파파야,
복숭아, 배, 자두,
토마토

상온 보관
바나나, 마늘, 양
파, 숙성 감자,
호박, 루타바가
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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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 관리
〇 선내 조리장소인 주방 내에서의 위생관리는 제4장 ‘안전 및 보안관리’ 제4.5절
(369쪽)을 참조하도록 한다.

5.6 선박 급식 관리
1) 조리사의 자격
〇 「선원법」은 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사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다.
〇 그러나 항해선이 아닌 선박,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그리고 어선에는 선박
조리사 승선이 면제되거나 선상 조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〇 선박조리사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
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선박에서 6년 이상 조
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며, 「2006 해
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
한 사람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〇 선장은 조리장으로 하여금 주부식의 선내 저장 상태, 냉장고 온도 및 관련 기기 작
동 상태를 수시 점검케 하여 식품 위생 유지와 감모율의 억제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〇 조리장은 운용/관리와 관련, 냉장고 및 관련 기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담당 기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기관사는 즉시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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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8 음식 맛이 없으면 조리장은 만인의 지탄 대상이다
승선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먹는 문제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걸 좌우하는
게 주부식비와 더불어 조리장의 조리능력이다. 아직은 국적선의 경우 한국 조리장이 승
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리핀, 미얀마 출신의 조리장들도 흔치 않다.
개인별, 국적별 등에 따라 입맛이 천차만별이고 음식 맛에 대한 불평불만은 끊임없고
주부식비는 정해진(통상 미화10~13불) 상황에서 조리장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하다. 물론 술ㆍ담배 안 하고 주부식 관리 잘하면서 음식 솜씨 좋은 조리장들도 있어
그들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리장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갑판장이
나 조기장의 경우와는 달리 조리장의 음식 맛이 별로이거나 실수할 때면 직책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저기 온 사방에서 한마디씩 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솔선수범을 통해 주부식이나 음식 맛에 불만이 있으
면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부서장을 경유 주부식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리장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없는 실력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 또한 선장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본다.
참고로 외국적 특수선의 경우 주부식비가 국적선에서 미화10불할 때 25불로 책정하
거나 심지어 주부식대를 정하지 않고 무한대로 구입하여, 뷔페식으로 운영하는 선박도
승선해보았다. 앞으로 주부식비만은 국적 인종 상관없이 공평하고 충분한 가격으로 책
정되어야 한다는 소망이다.

2) 식단 관리
〇 선원들이 선내에서 가장 즐거워하면서도 불평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선내 음식이다.
〇 최근 외국인 선원의 증가로 외국인 조리사가 승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음식
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한국인 상급사관들이 선내 식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〇 선장은 선내급식관련 위원회(예; 선내안전보건환경위원회 등)에서 식단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전체 선원들과 식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함께, 식사의 양과 질에 대
해 선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〇 특히 선장은 외국인 조리사가 주부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 깊게 감시를 하여야 하며, 선장 자신이 선식업자의 호의를 받는 관례 때문
101

선장 실무 지침

에 조리사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처신에 주의하여야 한다.
〇 주부식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식품이 부패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선장 및
조리장은 부패, 변질분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〇 천재지변, 해난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식료의 유실 또는 변질이 생겨
선원 급식에 큰 지장이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〇 야식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수작업시나 심야당직자에게는
지급된다.

사례 2-29 직권남용으로 인한 선내 급식비의 개인 사용
본선은 선장과 통신장만 일본인이고 나머지 선원은 모두 한국인인 일반화물선으로서
일본-싱가포르-호주-일본을 운항하였다. 그런데 기관장이 매일 저녁 선내 부식을 이용
하여 개인 침실에서 3~4명이 음주를 하고 아침까지 방에서 잠을 잤으며 기관실에는 내
려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기관장이 무서워 아무도 말을 못하였다.
이런 사실을 한국의 선원관리회사에 보고를 하니, 회사는 교대자가 없으며, 그럴 사람
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한국의 매닝회사와 선원
간에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기관장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선장은 일부 선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고 선내 직무권한을 명문화시키면서 벌칙
규정을 전 선원들에게 공표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줌과 함께 전 선원
들에게 선박의 부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결과 다른 선원들이 모두 기
쁘게 생각하였다.

사례 2-30 혼승선에서 식사, 주부식 구입, 관리상의 유의사항
다음은 일본선장협회가 1985~86년 사이에 일본의 혼승선박 98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한 결론 중 식사, 주부식 구입, 관리 등에서 겪은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 일본인 선장의 주관이 개입되고 또한 시대와 승선환경이 달라 현
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혼승선박의 주체가 한국인이 된 현 시점에서 이들의 과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새로 구입한 것부터 사용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빨리 쓰려고 하지 않는다.
• 주부식비는 잘 절약해서 흑자로 유지하고 1개월분의 식단을 게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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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식비는 상대 선원관리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조리사의 요구를
존중하고 보급품목을 조정했다.
• 요리에 변화가 없으면 질린다.
• 상대국 조리사의 주부식 구매에 계획성이 없고 수량을 엉터리로 검사하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 쌀의 품질에 주의한다.
• 생야채나 과일이 일체 없다.
• 사관과 부원의 급식비가 다르며, 부원은 급식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사관의 식량을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
• 식량의 재고관리를 선장이 하지 않으면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부식 주문과 구입시 조리장 외에도 다른 한 명을 입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필리핀 선원을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 상대국가의 식습관에 따라 쌍방간에 융화를 도모한다.(일본인만의 요리를 하지 않
는 대신 일본인 선원에게 신경을 쓴다)
• 주부식비의 일부를 분배할 경우 주부식비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주부식을 현금구입 하는 경우 현금관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일본인의 취향을 많이 강요한다.
• 면세품은 견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구매품목을 선정하는데 고민이 많다)
• 내ㆍ외국인 쌍방이 필요로 하는 주부식을 가능한 한 많이 구입하였다.
• 일본인을 위해 일본인 조리사를 태울 필요가 있다.
• 필리핀인은 단조로운 식사에도 불평이 적다.
• 한국인 조리장은 주부식 구입시 반드시 리베이트를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
는데 신경이 쓰인다.
• 일본인의 주부식을 제3국인이 공급하면 저질의 물건이 제공된다.
• 완전히 비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소비한다.
• 야채의 저장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취항을 할 경우 부족사태가 발생한다.
• 구입후 대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곤란하였다.(특히 야채)
• 신조후 출항하면서 주부식 전량을 일본에서 구입하다보니 1인당 주부식비 금액을
상회하였다. 여기에는 본인들의 ‘기호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5개월에 걸쳐
적자를 반감시켰는데, 그 때문에 식사의 질이 떨어지자 상대국 선원들이 주부식 구
입에 입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주부식비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을 인정
할 수 없음을 납득시켰다.
• 상대국 조리사가 일본인에게는 젓갈을 내놓으면 OK라고 하는 느낌이었지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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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이것을 먹지 않고, 또 장어덮밥도 비슷하지 않았지만(다른 일본음식도 마찬가
지) 오히려 한국음식에 익숙하게 되었다.
• 주부식 구입에 즈음해 날짜 수나 금액을 지시하거나 계산도 못하여 품질과 수량에
서 문제가 생겼다.
• 여러 가지 지도를 해 보지만 나중에는 한국요리가 되어버린다.
• 주부식의 관리, 구입에 계획성이 없이 갑자기 부족하다고 말해온다.
• 한국인은 김치가 필수품이므로 배추의 구입에 신경을 썻다.
• 홍콩 선원(부원)은 당초부터 조리장 한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비리가
많아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지급방식을 취하고 조리장은 회계, 조리수
는 요리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급식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매우 어렵
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관리능력이 부족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식량관리가 혼승
선 관리의 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성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일본인은 반찬 선택에 불만이 많고, 특히 장
기간의 항해일 경우 이런 현상은 현저하다. 한국인은 양념에 예상외로 많이 신경을
썼다.
• 한 항차 필리핀 요리를 먹었는데 역시 아니라 일본식으로 전환했다. 또 필리핀인도
역시 맛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 주부식의 사용과 분배가 나쁘게 되면 기말에 부족사태가 발생한다.
• 위생관념이 전혀 다르다(청소도구의 사용구분을 하지 못하고 행주와 걸레를 같이
사용한다)
• 필리핀 선원은 관리능력이나 계획성이 부족하다.
• 한국 부원선원의 관리능력이나 조리기술 모두 떨어진다. 식사가 열악한 것은 주부
식 구입시 부정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식요리는 가능하다. 홍콩
선원들은 품질과 양에서 문제가 적다. 다만 음식이 일본인에게는 식상하다.
• 시장에서 구입하는 등 주부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구매의 장점이 많
다. 한국의 급식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실시함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
생하였다. 그 후 일본인이 참으면서 한국식으로 하니 문제가 없었다. 주부식 관리
와 구입을 선장과 통신장이 관리했다.

사례 2-31 좋은 쌀과 나쁜 쌀
본선이 1979. 9.경, 기관고장으로 부품대기 차 케냐 몸바사항에서 약 40일간 대기
중 그 곳 현지에서 주부식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한 쌀로 밥을 지어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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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공하였는데, 현지 인도인들이 먹는 안남미와 같이 찰기가 전혀 없는 밥이 되어서
대부분의 선원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쏟아졌다.
이후 본선이 수리 완료 후 몸바사항을 출항하여 차항인 일본에 도착, 주부식을 구입
하여 새로 구매한 쌀로서 식사를 제공하니, 같은 조리장과 조리수가 만든 반찬이라서 메
뉴가 비슷하였음에도 부식 불평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경험상 밥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쌀은 당해 연도에 수확된 벼로
도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는 것인지를 잘 확
인을 하고나서 구입하여야만 하며, 그러한 쌀로서 지어진 밥은 그 자체가 맛이 있으므로
반찬이 별로 없거나 시원찮아도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주부식에 대
한 불평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32 식사 후 주방 잔반통을 확인하여 메뉴 조정
선원들이 승선 중에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일 것이다.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다고 조리장에 대한 선원들의 불평이 많은 가운데 마침 조리장이 연가를 신청하
여 교대가 되었다. 선장은 새로 승선한 조리장에게 선원들의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
하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하였다.
선장은 식사위원을 지정하고 조리장과 함께 선원들의 음식 취향, 먹고 싶은 음식 등
을 확인해서 메뉴가 중복되지 않는 2주 식단표를 작성, 게시하였다. 그리고 매 식사 후
주방의 쓰레기통을 확인하여 많이 버려진 음식의 메뉴는 두 번 다시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선원들이 좋아하는 엘에이 갈비나 티본 스테이크 등 특별식을 충분히 제공하
여 일일 부식비 보다 많이 지출이 되었을 때는 이를 감안하여 잔치국수, 짜장면 등 면류
로 대체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려 가능한 한 선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선장과 조리장 및 식사위원이 노력함으로써 선
원들은 식사 때가 기다려지고, 식사시간이 화기애애함으로써 선내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에 따라 작업능률도 향상되었으며, 힘든 일도 서로 합심하여 원활하게 잘 처리해 나갔다.
어느 선원은 음식이 입에 맞아 연가를 늦추면서까지 승선하는 것을 볼 때, 선장은 선
원들의 승선 생활이 덜 지루하고, 힘든 시간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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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선원법」
ILO 해사노동협약
Shipboard Working Handbook, STX Marine Service, 2013.
混乘船の關する調査硏究, 日本船長協會,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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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원법」
-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제133조(외
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등), 제179조
(과태료)
〇 「선원법 시행령」
-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제
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〇 「선원법 시행규칙」
-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2) 국제 규정
〇 ILO 해사노동협약
- 규정 제5.1.5조(선내 불만처리 절차), 기준 제A5.1.5조(선내 불만처리 절차), 지
침 제B5.1.5조(선내 불만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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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갈등 관리
1) 갈등의 의의
〇 ‘갈등’은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하며, 관련
된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을 하는 데 애로를 겪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방
해되거나 파괴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 개인 내적인 갈등의 발생
〇 사람은 각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심리적인 목표를 달
성할 수 없게 될 때 좌절에 빠지게 된다. 개인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〇 ‘좌절 갈등’은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된 욕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해받게
될 때 나타난다.
〇 ‘목표 갈등’은 자신이 수립한 목표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졌
을 때 또는 둘 이상의 경쟁적인 목표가 병존할 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고민할
때 나타난다.
〇 ‘역할 갈등’은 주위로부터 받는 기대에 충족하고자 하는 중압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어 갈등을 일으킨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이 종류의 갈등을 더 많이 가진다.

3) 집단 간 갈등의 발생
〇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제한된 자원(돈,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더 많이
획득하려는 시도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〇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정도의 것과 실제 가진 것
간의 차이로 인해 불만족이 발생하면서 다른 집단과 갈등을 느낀다.

4) 갈등의 양상
〇 개인 내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욕구충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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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아예 체념하거나
도피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
고 하는 경향이 많다.
〇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초기에는 언어적 욕설 형태를 보이며, 그래도 해소가
아니 되고 갈등이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해 차별적 행동을 보이다가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충돌 형태까지 발전하게 된다.

5) 갈등의 해결 방안
〇 갈등(또는 경쟁)은 성숙하고 유능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나, 조직의 진보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 등의 순기능(順機能)적인 역할을 하는 수도 있으나, 갈등이
주는 과도한 정서적 긴장감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
아서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〇 갈등의 발생은 그 상대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당사자에게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과
손실만을 야기한다.
〇 따라서 선내에서 갈등의 존재가 감지되면 선장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
생한 갈등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1) 개인의 갈등 해결
〇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장애를 찾아 제거한다.
〇 선장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〇 조직 내에서 본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식별하고, 필요시 자기계발 기회를 부
여한다.
〇 개인이 갖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층과 수준에 맞는 동기를 부여한다.

(2) 개인 간의 갈등 해결
〇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불만과 당초 출발부터 사소하거나 오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갈등의 출발이 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 갈등 당사자와 빠른
시간 안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〇 만약 당사자끼리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불편할 경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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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3자를 참여시킬 경우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갈등 당사자들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갈등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상대방에게 체면을 세우거나 ‘명예로운 후퇴’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〇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기회를 가지기 전에 전제할 것은 상대와 갈등을 해소하겠
다는 진정성이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대도 바보가 아니므로 상황모면
만을 위한 대화의 장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2-33 직책, 연령, 학력 차이로 발생한 갈등 해소
갑판장이 갑판수 C와 갑판원 A가 작업을 할 때마다 소소한 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분위기도 안좋다고 선장에게 토로하여 선장은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갑판원 A는 갑판수 C가 자신보다 승무경력도 적고, 실제 작업할 때 자신보다도 못하
는데 단순히 전문대학을 중퇴했으며 자신의 상급자라면서 일할 때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도 묵살하여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다.
갑판수 C는 갑판원 A가 본인보다 나이도 많고, 승무 경력도 많으며, 본인보다 일을
잘한다면서 다른 선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빠 같
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선장은 1항사와 갑판장과 숙의한 후,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에 갑판원 A를
Daywork 팀에서 1항사 항해당직 근무로 배치하고 갑판수 C를 Daywork 팀으로 직무
를 재배치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한 선장의 조치를 눈치 챈 두 사람은 며칠 후 선장에게 찾아와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이 잘 지내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위해주고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선내 분위기도 현저히 좋아졌다.

(3) 집단 간 갈등 해결
〇 집단 간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발생하며, 갈등이 시작되면 자신의 집단
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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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같은 선내조직 내에서 다른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갈등해결의 출발점이다.
〇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의 입장에서 생
각해 보는 것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〇 집단 간 갈등해결은 의사소통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집단을
우호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례 2-34 선장과 기관장의 갈등
본선은 한국과 미국 동안을 운항하는 핸디사이즈 벌크선으로 항해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선박이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선내에서 오락으로 마작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
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동안 선내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시니어 사관 4명이 마작
을 하다가 성질이 급한 기관장이 패를 잘못 던져 선장과 기관장간에 언쟁이 있었고, 기
분이 상한 선장과 기관장은 이후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입항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연히 선내 업무도 1항사와 1기사가 따로 상대 책임자에게 보
고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었고,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들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졌다.
1항사와 1기사가 선장과 기관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호소하였으나, 상급
자가 하급자의 의견을 잘 경청하지 않은데다 선장과 기관장의 자존심 다툼으로 별로 효
과가 없었다. 이런 선내 사정이 회사에 알려졌고, 회사에서는 선박이 한국에 기항하는
시점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뒷날 생각해보니 만약 불편한 분위기로 오락실을 떠났던 그 날 저녁에 선장이나 기관
장 누구라도 맥주 2can을 들고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가 ‘선장님(기관장님), 지금까지 잘
지내다 오늘 무슨 액이 끼었는지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노여움 푸시
지요’라고 이야기 했다면 아마도 하선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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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내 괴롭힘 및 성희롱 대책
1) 개념
〇 괴롭힘(Harassment)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인식, 출신국,
연령 또는 장애 등을 근거하여 하는 원치 않는 행동을 말한다.
〇 학대(Bullying)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위협하거나 공격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힘,
위협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〇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
치 않는 성행위, 성적호의 요구 또는 성적 취향이 다른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를
말한다.
〇 성폭력(Sexual assault)은 성적 자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폭력이나 물리적 위협
또는 권한의 남용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 접
촉을 말한다.
〇 앙갚음(Retaliation)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
에 대한 보복을 말한다.
〇 괴롭힘이나 학대의 종류로 정신적 괴롭힘(Psychological harassment), 신체적
괴롭힘(Physical harassment), 신분적 괴롭힘(Social status harassment), 개인
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s) 등이 있다.

2) 선내에서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여건
〇 선박은 고립되고 좁고 폐쇄된 공간인 환경에서 선박 팀원간 인권침해 현상이 일어
나면 도피할 수단이 많지 않다.
〇 특히 선내직책이 계급화 되어 있어 상급자의 행위에 대해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하
거나 대응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〇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박에서 선원이 다국적 혼승선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내 괴
롭힘이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선내 처리가 어렵다.
〇 또한 여성 해기사의 승선 증가로 지금까지 동성간의 성희롱 문제가 이성간의 성적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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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5 선내 괴롭힘이나 학대 예시
• 모욕적이거나 암시적인 자료를 표시하거나 회람, 적대적인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
• 욕설, 업무와 관련된 폭언, 동료 앞에서 폭언, 실적 관련 협박, 인사 관련 협박, 예의
없는 발언, 업무시간 외 메시지로 폭언, 고함과 고성
• 외모나 나이 비하, 장애 놀림, 업무능력 비하, 인신공격, 인격모독, 명예훼손,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
• 빈정거림과 조롱, 화풀이나 짜증, 시비나 트집
• 험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 이간질, 사생활에 대한 폭로, 지속적으
로 부당한 비판
• 신체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넘어뜨림, 신체를 밟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물건을 이용하여 신체를 때리는 행위
• 가볍게 치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 비틀기, 찌르기, 꼬집기, 흉기로 위협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 사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요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
인의 책임업무를 뺏거나 부적당한 업무부여

사례 2-36 성희롱과 성폭력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상식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
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한 자신
의 특정한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계속적인 고용이나 징계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접대를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성접대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 술이나 마약, 의식을 잃거나 수면상태에 있는 자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
람과의 성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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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7 선내 따돌림 행위 및 조치
[사례 1] 선장이 주니어 항해사관 대상으로 언어적 괴롭힘 시행
선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주니어 사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업무관련 지적을 함에
있어 언성을 높이고 폭언(욕설 및 개인가정사 언급)을 하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업무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폭언을 포함하고
있어 인권모독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판단되어 관련 항해사관을 즉시 하선조치한
후 다른 선박으로 이동배치 하였다. 한편 관련 항해사관을 면담한 결과 선장에 대한 징
계를 원치 않아, 회사가 선장에게 주의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다.

[사례 2] 선장이 여성 항해사에 대한 따돌림 등 괴롭힘 시행
선장이 여성 항해사에게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자 여성 항해사는 이를 단호
하게 거절하였다. 이후 선장은 여성항해사를 다른 사관들과 대인관계를 단절시키려 다
양한 조치(여성항해사 당직시간에 타 사관들 브릿지 출입금지 등)들을 취하였다.
결국 여성항해사는 회사로 선장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보고하였고, 회사는 선장
을 즉시 하선 조치하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어 퇴사 조치하였다.

사례 2-38 성희롱
Sea-Land사의 컨테이너선에 승선한 여성 3기사가 본선의 체육관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사진이 걸려있기에 선장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선장은 해당 사진을 제거하였다.
며칠 후 3기사가 Slop chest 창고에 갔더니 상의를 벗은 여자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기사는 선장이나 다른 남성 사관들이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통제가 가
능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장에게 항의하니, 선장은 그런 사실에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선박에서 여성해기사는 자기 혼자이므로 어쩔 수 없었던 3기사는 선박이 입항하자 회
사 본사와 미해안경비대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
사에서 Trouble maker로 찍혔다.
3기사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정식으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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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9 이성 또는 동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와 조치
[사례 1] 선장이 실습생(이성) 성희롱
선내에서 ‘안전항해 기원제’를 개최하고 회식 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선장이 직접
사관들과 함께 회사 음주규정 시간을 초과하여 음주하였고, 선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여
성 실항사에 대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곧바로 실습생이 회사로 선장 성희롱 관련사실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즉시 선장을 하
선조치하고 조사를 한 결과, 선장이 당시 상황을 대부분 인정하여 퇴사 조치하였다.

[사례 2] 기관장이 주니어 기관사관(동성) 성희롱
오전 과업시간에 주니어 사관(동성)이 귀걸이를 하여 Engine control room에 출근
하였는데, 기관장이 주니어 사관 귀걸이를 한 귀를 잡으며 귀걸이를 풀 것을 지시하였다.
해당 주니어 사관이 성희롱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남의 신체를 만졌으며 동
성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점 때문에 성희롱으로 판결났다.

[사례 3] 주니어 사관 실습생(이성) 성희롱
항해/기관 주니어 사관들이 한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관 1명이 신규로 승
선한 실습생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그 중 1명이 다음날 여성 실습생에게 관
련 얘기를 전달하였다.
해당 여성 실습생은 회사에 성희롱 관련 사실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당사자를 하선시
킨 후 퇴사 조치하였다.

[사례 4] 선장이 항해사관(이성) 대상으로 성희롱
선장이 유독 여성 항해사 당직시간에 장시간 브릿지에 재선하면서 자신의 외모 및 신
체 등을 과시하고 이성과 잠자리 등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였다.
여성 항해사는 선장의 업무외적, 성적인 발언에 불쾌함을 느끼고 회사로 당직시간마
다의 고충에 대해 호소하였으나, 성희롱으로 간주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성해
기사를 여건이 나은 다른 선박으로 전선시켰다.

사례 2-40 외국인 선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례
[사례 1] 외국인 Cook의 성추행
본선 여성해기사가 승선한지 얼마 안되어 외국인 Cook이 음주상태에서 여성해기사와
어깨동무를 하려고 해서 징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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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외국인 조타수의 성희롱
외국인 항해당직 조타수가 여성항해사 방에 쪽지(Love letter)를 놓고 갔기에 성희롱
으로 징계하였다.
상기 사건들 이후 해당 선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을 많
이 실시하여 재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3) 선내에서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책
〇 선내 괴롭힘 등은 가족과 사회를 떠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선원에게 해상생활을 기피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선내에
서 본인이나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는 선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〇 선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선원들이 선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폐해를 인식하고 어떤 행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식별한 후,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과 함께, 만약 선내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선장은 불만처리 절
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유사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조치를 취
해야 한다.
〇 선내에서 성희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선장이나 기관장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선장이나 기관장일 경우 독립
된 회사 인사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본선 선원들에게 해당 사건
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괴롭힘 제거에 대한 명확
한 회사정책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〇 선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선장은 사건 발생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야 한다. 관련 증거로는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 녹음파일, 사진 등이 있으
며,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하다.
〇 선장은 선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조사 후 취해지는 징계
절차로 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구두 경고’ ② ‘구두 경고’임을 명백히 한 후 잘
못을 지적하고 기록을 남김 ③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을 포함
한 ‘서면 경고서’ ④ 강등, 임금삭감, 한직 전보, 징계 또는 해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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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경고서(예)
친애하는 000씨,
이 편지는 0월 0일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M/V A호의 항해 중 귀하의 부적절
한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귀하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B,
C, D씨와 회의 통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제의 심각성과 기밀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문제를 귀하 이외의
사람이나 전화 통화 중에 논의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귀하가 모욕적
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적절한 댓글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성희롱과 성폭력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는 없
지만, 조사 결과 다른 선원 앞에서 사관을 언급할 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부적절
한 성적 성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러한 특정 혐의가 확
인되면 해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육상의 감독관으로부터 구체
적인 지시를 받은 후 00일까지 연락하지 않은 회사의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나는 귀하의 행동이나 그 부족함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귀하가 이 문제의 심각성
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부하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 한 후 귀하는 최종 서면 경고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회사에서 식별한 성희롱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
생할 경우 즉시 해고됩니다. 또한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형
태의 보복이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고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례 2-41 선내 성추행 사건
일본-동남아-PG로 항해하는 9만 DWT 탱커에 일본인 선ㆍ기관장과 중국계 홍콩사
관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이번 항차에 중국인 1기사의 부인이
동승하였다. 회사 방침에 따라 가족의 식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전에
민감한 1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식사는 직접 조달하겠다고 하였다.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동안(전원 S/B) 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조리실에서 혼자 요리
를 하고 있던 1기사 부인을 껴안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1기사는 일본에서 경찰
에 해당선원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인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쌍
방의 진술이 상이하여 결정을 하기 곤란하였는데 1기사가 다른 중국인 선원을 동원하고
업무거부 상황까지 가게 되자 고민을 하던 선장은 결국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을 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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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선시키게 되었다.
사태의 발생은 1기사가 금전에 집착하였고, 자신의 일로 중국인 선원들을 선동하였으
며, 중국-인도네시아간 민족반감이 깔려 있었던 데다, 남성사회인 선박에서 여성이 혼
자 실외에서 행동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 이후 선사는 3국 혼승은 인종적 반목을 일으킬 수 있어 중지하였고, 동승자
에 대한 급식ㆍ급량에 관한 규칙을 명문화하였다.

6.4 선내 갈등 해소 방안
1) 부서간 갈등
〇 선내에서 갈등의 주된 원인이 선장과 기관장의 불화가 발전하여 갑판부와 기관부
와의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〇 선원법상 선장과 기관장은 법적위치와 역할이 아주 다르며, 선장과 기관장이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부서간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국적 해기사의
경우 학연,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부서간의 갈등으
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〇 따라서 선장은 기관장이 선박의 두 수레바퀴의 하나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
사소통을 하고, 선장이 접하는 모든 대외적인 정보는 기관장과 먼저 나누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2) 선내 작업비 배분
〇 선내에서 작업하는 일중에는 ILO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고유의 작업이 아닌 경우
나, 운항경비절감의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작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
다. 선장은 이러한 작업이 전체 선원이 참여하여야 작업의 효율이 높아질 경우 전
선원 동원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비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선원들의 불만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118

6. 선내 갈등 및 불만 관리

〇 회사에 따라서는 운항비 절감을 위한 Dunnage나 Cargo sling 등의 회수를 위한
수당은 지급하는 곳도 있다. 만약 이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Hold cleaning
수당, Cargo lashing 수당, Dunnage 수거비 및 Cargo sling 수거비와 같은 특
별수당은 가능한 한 전 선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작업비는 균등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〇 후진국 항만에서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Oily bilge를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Old wire류를 돈을 지불하고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는 데, 불용자재를 외부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선내 공용으로 사용하고 개인별 분배를 하
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다.

사례 2-42 선내 작업비 배분에 따른 갈등
선사의 작업비 배분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일임된 회사에서 일본인 사관과 한국인 부
원선원이 승선한 탱커(1만 DWT)에서 탱크 클리닝을 실시한 후 작업비를 기존의 관례
적인 배분방식으로 갑판부 80%, 기관부 15%, 조리부 5%로 배분하였다. 이 사실을 안
1기사가 기관부 부원을 충동하였고, 기관부원들은 자신들이 받은 15%를 선장에게 반납
하였다.
이 일로 갑판장과 기관수가 다투는 과정에서 기관수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하선, 귀국하였으며, 선내 회의결과 갑판장은 본선에 계속 승선하기로 하였고 1
기사에게는 주의를 줌과 함께 회사에 보고를 하였다.
사태의 원인은 혼승선 승선경험이 없는 1기사(개별계약에 의해 승선)가 불귀항선에
오래 승선하면서 직무상 불만이 많았던 데다 선내 작업비 배분방식을 다른 사람들은 알
고 있었으나 1기사는 몰랐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이 쌓여 부하들을 이용하여 선내불화
를 일으킨 것이다.
유사 사태발생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혼승선에 승선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비
배분은 공평하게 배분하여 노동의욕을 향상시키고 선내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선장을
중심으로 팀원들간 팀웍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선내에서 실시하는 특수작업(선원 고유의 작업이 아닌 것)에 대한 작업비 분배 방식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많은 선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왔다. 선장은 모든 작업을 시
작하기 전에 관리자 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방식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논의를 행하고,
당해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요 당직자를 제외하고 전 선원을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작업비는 당직자를 포함하여 1/N로 배분하게 함으로써 작업비에 분배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19

선장 실무 지침

6.5 선내 불만처리
1) 불만의 의의
〇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불만’(Complaint 또는 Disambiguation)은 불쾌감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유사한 용어로 불평, 불만, 푸념, 넋두리, 고충, 비난, 꾸지람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ILO 해사노동협약의 요건
〇 협약은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선원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희생물화’(명백히 지나
치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람이 취
하는 일체의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므로, 선장은 불만을 제기한 선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제기되는 불만사항은 통상 선내에서 실무부서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장에게 직접 불만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불만사항이 선장과 관련된 것일 경
우에는 외부기관에게 바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3) 국내 법령 요건
〇 「선원법」은 한국선박에서 선원이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
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
도록 하고 있다.
〇 한편 「선원법」은 외국선박이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 선원이 해사노동협
약의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불만을 신고한 경우 행정당국은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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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선내 불만의 발생원인
〇 선내 선원들의 불만의 주원인은 1)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 2) 업무 이후의 여
가활용이 거의 없다는 것, 3) 동년배의 사람들이 수가 적어 같은 종류의 고민을 이
야기 할 대상이 적다는 것, 4) 성적인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거의 없다는 것, 5) 음
주통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〇 선장은 본선의 한국 기항 여부, 항해거리의 장단, 선내작업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선내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〇 최근에는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WiFi가 제공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따른 선원들의 불만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선장은 회사가
적은 비용으로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사례 2-43 갑작스런 국내항 불기항과 선원들의 사기저하
본선은 국내의 여러 항만에서 Steel bar 및 Steel pipe 등을 싣고, 미국 서부의 몇
몇 항만에서 하역한 후에는 Return voyage에는 일본이나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화물
을 싣는 것이 일반적인 항로였는데 당해 항차에도 캐나다 뱅쿠버에서 사료를 싣고 일본
몇몇 항구에서 양하를 마친 후 7월 말 경부터 국내의 여러 항구에서 짐을 싣게 되면 약
2주간 동안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선장이 차항 일정이 궁금하여 정기선 영업부에 문의하였더니 국내 화물이 없
어서 일본 하카다항을 출항하게 되면 한국에 기항하지 않고 곧바로 인도네시아 여러 항
구에서 합판을 싣고 미국 동부의 여러 항구에 기항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
을 기관장과 1항사에게 전했더니 한숨과 불평이 쏟아졌고, 다른 선원들도 가족들을 만
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
한국에 기항 예정이던 선박이 국내항구에 갑자기 불기항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기에 선장은 감성적인 분위기에 빠질 여유도 없이 선용품 수급대책, 중
요한 기부속 수급대책, 의약품등 수급, 주ㆍ부식 수급대책 등을 세워 선원들이 불기항에
따른 선내생활에서 추가적인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했다.
회사의 영업부서도 선박의 운항계획은 가능한 한 3개월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
고 변경하여 본선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 회사차원에서 별도
의 특별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선 선원들도 갑작스러운 항차변경으로 가지는
불만과 실망감을 사전에 줄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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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선내 불만처리 상담절차
1) ILO 해사노동협약의 선내 불만처리 절차
〇 해상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은 근로환경이나 임금, 불량한 급식 문제와 같은 매우 일
상적인 사항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〇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선내에서 불만이 제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2-4. 선내 불만처리 절차

2) 선장의 갈등해결 접근 방법
○ 통상 선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장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일
방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일시적
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며 부하직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됨으로써 발생된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선내 분위기는 계
속 긴장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 선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장은 선원들을 인간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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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선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장은 문제제기를 한 선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 다음 세 가지 경우별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① 만약 문제제기를 하는 부하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공감적 경청’(성급한 충
고, 비난, 해결책 제시 등의 장애반응을 쓰지 않고 시종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
감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통해 부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② 만약 선장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나 메시지’(나를 주어로 표현
하여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방식) 기술을 발휘하여
부하선원의 요구가 선장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이해를 구한다.
③ 만약 선장과 부하직원 서로가 상충하는 문제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상호 의
사소통을 통해 쌍방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타협방안을 찾는 것이다.

3) 선장의 불만제기 상담 자세
○ 선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불만을 선장이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여 제기되는 불만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릴 경우
선내 불만은 증폭되어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
로까지 발전한다.
○ 따라서 선장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선내 불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상담은 바쁜 가운데서도 몇 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다.
② 선원들의 고충문제는 대부분 상담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③ 선원들의 고충은 해당 부서 책임자가 1차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선장, 회사로 단계를 높여간다.
④ 상담은 불만ㆍ갈등이 노출되기 전에 평소에 하여야 한다.
⑤ 또한 불만은 단순히 무마ㆍ억제보다 이해ㆍ협의 식으로 처리한다.
⑥ 선원들의 상담에 앞서 선장 자신의 고민과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한다.
⑦ 대화 상담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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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와 기록의 관리
〇 선장은 모든 선원에게 선내 불만처리절차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선내에서 제기된 불만을 처리한 사실을 공식 항해일지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〇 선장은 제기된 불만사항과 결정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당해 선원에게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례 2-44 선내 폭행 사건으로 퇴사 후 군 입대
본선 3기사가 실기사의 지식이 부족하고 행동이 불량하다고 어깨를 치거나 밀치는 행
위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방으로 불러 폭행을 행사하는 등 실기사를 지속적으로 괴롭
혔다.
견디다 못한 실기사가 선장에 보고하였고 선장은 선내불만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
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에 보고하였다.
회사는 3기사를 즉시 하선 조치하였고, 실기사가 3기사의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았으
나, 3기사의 퇴사를 요구하여 결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 중이던 3기사는 퇴사 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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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승선 선원 관리

7.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원법」
- 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제115조(선원인력 수급관리)
〇 「선원법 시행령」
- 제39조(선원인력 수급관리제도)
〇 외국인선원관리지침
- 제7조(외국인선원 관리), 제10조(고충상담 및 선원근로감독), 제13조(행정제재)

2) 국제 규정
〇 ILO 해사노동협약
- 규정 제5.1.5조(선내 불만처리 절차), 기준 제A5.1.5조(선내 불만처리 절차), 지
침 제B5.1.5조(선내 불만처리 절차)

7.2 외국인 선원 승선 관리제도
1) 혼승 운항 선박의 증가
○ 선원공급시장의 다변화와 선박국적제도의 변화로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국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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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혼승 운항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경비절감과 인력확
보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선주들의 필요에 따라 혼승 운항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
어갈 전망이다.
○ 우리나라 국적 상선의 경우 젊은 인력의 해상직업 기피현상으로 외국적 선원의 승
선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취업 선박도 상급 해기사인 Top 2 또는 Top 4만 한국
사람, 그 외에는 외국적 선원에 의한 혼승 운항이 보편화되고 있다.

2) 외국인 선원의 승선 형태
○ 국적 외항 상선과 원양 어선은 통상 본국의 항만당국에서 발행하는 선원수첩으로
승선하나, 때로는 여권(Passport)으로 승선하기도 한다(크루즈 여객선 등).
○ 국적 내항 상선은 선원취업 비자(E-10)를 발급받아 승선한다.
○ 국적 연근해 어선은 선박의 크기가 20톤 이상인 경우는 선원취업 비자(E-10-2)로,
20톤 미만 어선이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비전문취업 어업비자(E-9-4)로
승선한다.

3)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원수급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
모하고자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동 지침은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결정, 고용신고, 고용추천, 고용현황 보고 등의 절
차와 함께, 외국인선원의 관리,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지급, 고충상담 등에 대한 내
용도 다루고 있다.
○ 만약 선박소유자가 선내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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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혼승선 선원 관리 실무
1) 혼승 운항 선박 관리의 특성
○ 혼승선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은 선원들이 좁고 폐쇄된 선박이라는 공간
에서 밀도 높게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 혼승선에서 경영의 기본적 입장은 문화교차형이라서, 쌍방의 문화나 사회의 특징,
개인적 특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선장은 우선은 자신의 모국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과 자기의 행동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 다음은 상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상
대국 구성원의 개인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기법을 개
발해 나가야 한다.

2) 사회ㆍ문화적 차이의 이해
○ 혼승선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2국 이상의 선원들이 상호간에 접촉밀도가 높게
생활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민족성, 생
활양식, 언어, 종교, 성격 및 사고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 선장은 다른 나라의 관습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국적 선원국가에서 금기시
하고 있는 사항(음식, 언어, 행동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치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표 2-1. 외국 선원의 생활 습관
국적

싫어하는 사항

식생활 및 생활 습관

필리핀

-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행위
- 동물에 비유하는 행위

- 육식이나 해산물을 상당히 즐기는 편임
- 음악을 좋아함
- 낙천적이며 게으른 편이며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음
- 선물을 좋아함

미얀마

- 모욕, 자존심 손상, 폭력 등
- 생활습관에 간섭, 불교에 대한
비판 등

- 카레 요리를 선호
- 인내심과 불교 신앙심이 강하며, 순종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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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네시아

- 자존심이 강하므로 타인 앞에서
꾸중을 듣는 행위
-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자신을
만지는 행위

- 회교도 선원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4월은
금식월로 낮에 식사를 않음
- 개인주의가 강하며 지위/신분/나이에 대해
존경심이 강함
- 가족/친지 등 종족에 대해 강한 도덕적 의무감
을 가지고 있음
- 참을성과 악착감이 다소 부족함

베트남

- 개성이 강하여 자존심 손상을
싫어함
- 구타와 폭력에 대해 매우 민감함

- 금기시하는 음식은 없으나 맵고 짠 음식은
기피
- 이해가 빠르며 책임감이 강함
- 집단화하고 상대편에 대해 공격적인 경향이
있음

중국

- 자기 신체를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
- 인격적 모욕을 당하면 강하게 반발
- 구두 약속 등을 신뢰안함

- 기름기 많은 음식 선호(특히 육류)
- 독한 술을 마시며, 남에게 권하지 않음
- 대국적 기질로 느긋하며 낙천적 성격의 경향이
많음
- 금전 욕구가 한국인보다 강함

사례 2-45 동양인 선원들 간의 문화적 차이
[사례 1] 다른 사람의 물건 손대는 행위
일본인 선장이 개인물품으로 구입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우매보시(매실을
담근 장아찌)를 한국인 기관장이 맛본다고 몇 개씩 먹었다.
한국인들로서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따뜻한 풍습으로 생각하지만 자기
물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일본인의 생활습관과 맞지 않아 그런 행동을 한 한
국인을 마치 ‘도로보’(도둑의 일본어)로 인식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사례 2] 기호 음식 독식 행위
한국 선ㆍ기관장이 일본 본사에서 교육 겸 또는 미리 승선 전 업무협의차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본인 직원들과 회식 겸 술자리를 한 경우가 있었다. 맛있는 술 안주거리가
나왔다고 많이 먹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면전에서는 결코 문제
를 삼지 않고 심지어는 더 먹으라고 하지만 뒷담화를 할 수 있으니 선장ㆍ기관장은 품
위와 인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생명에의 애착
기관실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부서 배치 발령하고 선장이 직접 기관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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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 지휘하면서 간신히 화재 진압하고 인원 점검해 보니 필리핀 선원들은 선수 갑판
에 구명복을 입고 미리 대피해 있었다.
해적 출몰 위험구역에서 해적 당직 중이던 필리핀 선원들이 저 멀리 보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본선에 접근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선교로 무작정 줄행랑쳐
올라왔다.

3) 작업 감독
○ 문화가 다른 상대방이 내린 지시나 명령(Input)의 의도를 즉각 파악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즉, 무엇 때문에, 왜 지시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지시․명령의 목적이나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첫 번째 개입). 또한
지시․명령의 목적․의도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달성방법이나 절차(Process)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도된 목적이 지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수행과정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두 번
째 개입).

사례 2-46 다른 나라 선원의 국민성 이해 필요
혼승선에 승선하면서 다행이었던 것은 유능한 외국인 선원과 같이 승선하였다는 것이
다. 항해사와 기관사는 기술수준, 해기기술 모두 우수하고 일본인 사관과 협조성도 충분
하였다.
특히 신경을 쓴 점은 본인 스스로 상대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물의 관점을 파
악하는 것이었다. 같은 내국인 선원들끼리라면 지시를 하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인 경우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
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도 대화, 두 번
째도 대화,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구성, 또는 출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알 때까지
교류가 필요하고, 이렇게 될 때 처음으로 인적자원관리의 맥이 통한다고 생각된다.
때와 필요에 따라, 가족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지를 계속 이야기하였다. 그 때문인지 승선 중에 선박업무에 부적합하여 하선시킨 경우
도 없었고, 모두 1년 계약을 마쳤다. 또 절반은 1년을 더 승선하기를 희망할 정도로 팀
웍을 만들어왔다. 그들의 대부분은 하선한 후에도 편지를 보내 다시 함께 타기를 기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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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벌 관리
○ 외국인 선원이 선내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칭찬하여
선원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의욕을 북돋우도록 한다.
○ 통상의 직무를 넘은 포상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당사자에게 적절
한 포상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선에서 금전적인 보수제공이나 약속은 가능한 삼
가 하도록 한다.
○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무엇을/왜 잘못하였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잘못된 내용을 먼저 이해시킨 후에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인 징계(시말서, 견책,
근신, 하선 등)를 하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내에서의 징계가 외국인 선원의 자국법 규정이나 가족생계에 매우 불리한 영향
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외적인 보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민족에 따라서는 변명이 능한 자들이 있으므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진술
서를 확보해 두도록 한다.

5)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
○ 혼승선에서는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하ㆍ동료 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
나 선내 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장은 본선 선원 중에서 외국적 선
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가능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을 택하여 의사소통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만약 외국선원이 의사소통 불량으로 선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장은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혼승선에서의 인간관계
○ 외국인 선원에게 차별적 용어나 욕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로에 대하여 호칭
등 예절을 갖출 경우 상호호감을 가지게 되며 정신적으로 피로를 경감시켜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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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비용발생 부분이나 의식주 문제에 대해 동등하고 깊은 배려를 하여 사기를 높
여준다.
○ 선내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조건은 내ㆍ외국인에게 공평하여야 하며(더러운 일, 힘
든 일을 떠맡기는 행위 금지), 선내 지급품 지급시 공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서로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지도록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무람으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격려를 통해 사
기를 북돋우어 준다.

7) 교육 훈련
○ 작업안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감아라, 멈추어라, 놓아라, 피하라, 위험하다 등)
또는 비상시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에 대해서는 한국어
및 외국어로 요약, 정리하여 팜플렛으로 만들어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에게 제
공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선내에서 교육, 훈련할 경우 내용을 단순화 하는 것(KIS;
Keep It Simple)은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의 성장, 종교, 교육적 배경 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혼승선 관리 포인트
① 흔승선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패의 대부분은 선장의 사전대책 불철저와 매우 관련
이 있다. 즉, 일부 선박에서는 선내관리의 실행을 1항사나 1기사에게 위임하고 선장
스스로가 솔선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국인끼리라면 암묵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습관과 관행이 사전조치나 사전대책을 불철저한 것과 결합
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 쉽다.
② 상대국 선원의 업무능력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그 수준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승선 처음 시점에서는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다.
③ 상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문제의 바탕이 되거나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
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색안경을 낀 말과 행동을 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④ 의사소통 능력, 특히 영어 어휘력의 부족에 의한 실수나 문제는 예상한 대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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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상대국에 대한 생각도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겉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장해요인이 되기 쉽다. 또한 당연한 것이
지만 문화나 관습의 차이도 장해요인으로 항상 작용한다.
⑤ 문제가 발생한 후 처치나 조치 등은 선장의 직권과 승선고용계약에 따른 권한행사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선장의 권한행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언제, 어
떤 타이밍에서 권한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향
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7.4 외국인 선원 선내 괴롭힘 방지 조치
1) 인권(人權)의 보호
○ 사람에게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인 만큼 외국인에게도 인권은 기
본적이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다.
○ 따라서 선장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나이, 출신, 재산,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
도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해상에서 고립된 운명공동체인 선박에서 선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운영공동체의 구성원인 선원 전체의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장은 개별 선원에 대해 노동보호를 일시 정지할 수도 있다.

2) 선내 괴롭힘의 형태
〇 선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괴롭힘의 형태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신분적 괴롭힘과
개인생활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다.
〇 선장은 괴롭힘 형태를 선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부서 내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괴
롭힘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강제근로 금지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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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법은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근로의 범위
강제근로란 단순히 노동착취나 열악한 근로조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육체적ㆍ
성적 폭력, 이동의 자유제한, 공갈협박, 사기, 격리, 부채상환 인신구속, 임금압류ㆍ미
지급, 신분증 압류, 근로 및 생활조건 열악, 과도한 시간외 근로, 의사에 반하는 근로
등에 대해 개별 사안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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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내 투 ․ 양묘와 정박 관리

1 항내 투ㆍ양묘와 정박 관리

〇 선박은 항구에 입항하면 부두에 접안하거나, 아니면 정박지에 정박을 하게 된다. 하역
작업은 대부분 부두에서 이루어지나 가끔은 정박지에서 행해질 때도 있으며 선석을
대기하거나 보급을 위해 정박지에 투묘할 때가 많다.
〇 항내 투묘 또는 양묘시에는 반드시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념
해야 한다.

1.1 정박지 접근시의 준비 사항
1) 정박지 접근 조선
〇 부두에서 또는 외항으로부터 입항하거나 정박지로 진입시는 미리 당일의 풍조류
방향과 세기 등에 관해 조사를 해두어야 한다. 이전에 입항경험이 없는 항일 경우
는 정박지의 수심과 저질, 천소 등 지리적인 정보와 바람, 해조류, 계절풍 등 특수
한 자연적인 특성에 대해 항만정보지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VTS에 입항
통보 및 정보교환 등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〇 VTS가 지정해 준 정박지로 진입할 때 기존 정박선의 위치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으로 침로를 택할지를 정하고 가능하면 투묘 전까지 선수에서 풍조류를 받
도록 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기관과 Rudder를 써가며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나 만선한 경우 강조류시 선속을 낮추면 심하게 압류되고, 공선상태
에서 강풍이 불 때는 풍하로 심하게 압류되어 정박수역이 협소한 경우, 경험이 부
족한 초임선장들은 지정 정박지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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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에 의한 압류되는 각도 예측
조류에 의한 압류량의 크기는 본선 속력과 조류의 세기를 벡타량으로 표시하여 구하
면 압류되는 각도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속을 약 6노트 정도로 감속하였을 경
우 진입하는 본선 침로의 횡방향으로 흐르는 조류가 약 2노트라면, 2/6 = tan X°가 되
어 X°(표류각 Drift angle)는 약 18도가 된다.

〇 안개등으로 시정이 불량할 때, 또는 배경광(Back ground light)이 강한 야간에 진
입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며 Radar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으며, 주
위 정박선을 가까이 지나갈 때는 타선의 Chain의 장력 등을 잘 관찰하면 좋은 참
고가 되며, 육안으로 투묘지점을 선정하고 Radar정보(COG와 COC를 비교하며
Drift angle을 점검할 것)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접근방법이 된다. 그리고 Ship’s
heading인 COC보다는 COG에 더 신경을 써야 Drifting에 대처할 수 있다.
〇 또 부득이하여 풍조류를 선미에서 받고 접근할 때는 투묘 안전속력으로 접근, 투묘
해야 한다.

2) 입항시 투묘를 위한 준비
〇 입항중이거나 또는 부두에서 정박지로 가는 중 투묘를 준비할 때, 또는 부두접안시
투묘 또는 비상투묘를 위해 준비 중, 아직 상당한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닻을
Cock bill 상태로 Brake band만을 잠그고 Gear를 Release하다보면 Brake 불
량으로 닻이 내려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닻을 유실하는 경우가 있
어 투묘 전까지는 필히 Chain compressor bar를 쉽게 Open할 수 있는 상태로
걸어 놓고 Anchor S/B상태로 유지한다.

사례 3-1

S/B 상태의 Anchor가 자동으로 신출

[사례 1] 수로를 따라 입항 중 Anchor 신출
14,000 GT급 화물선이 1984. 9.경 인도네시아 발리파판항에 입항하게 되었다. 수
로도 좁고 도선사도 없이 처음 입항하는 항로라 선장은 선수에 인원을 배치시키고
Anchor를 Emergency S/B 상태로 두고서 수로를 따라 입항 중에 갑자기 선수에서 1
항사가 “선장님 Anchor가 나갔습니다.”라고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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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급히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수 1항사에게 Windlass brake를 잡게 하면서
Compressor bar를 누르고 Anchor를 천천히 끌면서 들어가다가 배가 거의 정지되고
나서 Anchor를 다시 감아 올렸다.
신출 원인은 Windlass brake band가 닳아 마찰력이 부족하여 Anchor의 무게로
Slip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례 2] 방파제 입구 통과 중 Anchor 신출
2002. 9. G/T 5만톤급 위험물 적재선이 온산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항로를 따라
약 7~8노트 속력으로 입항하는 중에 S/B된 Anchor가 자동으로 신출되었다. 당시 본선
의 속력과 크기를 고려할 경우 온산항 방파제 입구항로에서 본선을 정지시켜 Anchor를
다시 감을 수 있는 여유수역도 없고 출항선도 있어서 본선이 출항선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도선사는 방파제 바깥에서 배를 세워서 다시 Anchor를 감으려고 하였으나 보조도
선사가 Anchor는 유실해도 큰 손실이 없지만 선박이 멈추어 항로를 막을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2 Shackle 정도의 anchor chain을 신출
하고 Anchor를 끌면서 입항하여 입출항 선박과 안전하게 항과한 후 부두 가까이 넓은
장소에서 Anchor를 감아 올렸다.
일반적으로 Anchor를 S/B 할 경우에는 기어를 빼고 Friction brake band를 잠그
지만, Anchor S/B 중에는 Windlass 앞쪽에 있는 Compressor bar는 반드시 걸어두
도록 하여야 어떠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Anchor의 신출을 방지할 수 있다.

1.2 투묘 일반
〇 항내에서의 정박방법은 주로 접안계류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선석이 부족하여 정
박 대기하거나 Congestion이 심한 항만의 경우에는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행하기
도 한다. 정박지가 부족한 항만의 경우에는 항계의 바깥에서 투묘하여 대기하는 경
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VTS의 허가를 받고 투묘를 해야 한다. 정박
시 대부분의 경우에 본선의 닻을 1개 사용하여 정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만에
따라서는 강조류나 탁월풍 때문에 닻을 2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
와 항구에 따라서는 도선점에서 부터 투묘지까지의 구간이 강제도선 구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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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Port guide book 등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를 수배하여 투묘해야 하므로 정박지 관할국의 도선법
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〇 일본의 Moji(모지) 항에서는 Kammon Kaikyo(관문해협)의 조류가 매우 강하므
로 Anchor와 Chain의 파주력만으로는 정박이 곤란하여 본선의 Anchor chain
을 절삭(분해)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Buoy mooring을 하는 곳도 있다.
〇 부두에 접안할 때에 닻이 이용되기도 하며, 국내항에서는 G/T 1,500톤 ~ 5,000
톤 이하의 선박은 접안 중에 Tug 1척과 Anchor를 사용하여 접안하기도 한다.
〇 어떠한 작업의 특수성이나 선석에 따라서는 톤수 규모와 관계없이 지중해식 계류
방법으로 접안하는 경우에는 양현 Anchor를 사용하게 되므로, 항상 양현 Anchor
는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〇 특히 소형선과 중형선의 경우 Anchor chain이 Chain locker 안에서 격납되면서
꼬여진 경우가 있으므로 입항 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출항을 용이하게 하고,
예선 1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접안 작업시 Tug 1척을 선수에 잡고 닻을 사용
하여 접안하는 작업 중에 Anchor chain을 Slack한 (Break band open) 상태로
서 선수에서 Tug가 밀고 있는데도 Chain locker 내에서 꼬여진 Chain이 잘 신
출되지 않아 너무 Tight하게 되면 선미측이 갑작스럽게 부두나 돌핀에 접근되어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도선사가 이를 즉시 감지하고 본
선 선장에게 Chain slack을 요청하지만 선수 Anchor팀은 Break를 Open하여
두었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Chain을 흔들어 주면
Chain이 다시 정상적으로 Slack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는 Windlass에 Gear를 물려서 Chain을 신출해 주여야 한다.

1.3 투묘 방법
1) 후진투묘
〇 가장 일반적인 투묘법으로 조종 가능한 속력을 유지하며 원하는 위치에 접근,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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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투묘후 후진타력을 생기게 하여 묘쇄를 원하는 만큼 신출하고 Anchor를
Bring up 시키는 투묘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다.
〇 이는 2~3노트로 전진중 후진기관을 걸고 추진기의 후진 Current가 본선 선미로
부터 1/3L에 왔을 때(선체 정지) 투묘하며 조금 더 후진타력을 만들어 묘쇄를 신
출한다. 이는 선속과 정선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Speed gauge가 없던 시절
부터 매우 흔히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Handy size 이하의 선박이 만선상태
이고 선속이 약 3노트일 때 Half/Astern을 걸었을 경우 선체정지 시까지 진출거
리는 대략 1.5L정도 된다.(풍조가 없고 기관추진력이 극히 약하거나 CPP선이 아
닌 경우)

2) 전진투묘
〇 선체가 전진을 하는 상태에서 투묘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풍조류를 뒤에서 또는
선미 Quarter에서 받고 정박지에 접근할 때, 선체를 정지시키면 압류로 인해 원하
는 위치를 놓치기 때문에 부득이 2노트 정도의 전진타력을 가진 상태에서 투묘지점에
도착, 투묘하고 원하는 만큼의 묘쇄가 신출되었을 때 배를 정선시키는 방법이다.
〇 따라서 이 방법은 선속이 2~3노트로 떨어질 때(투묘시점) 압류되는 정도와 투묘시
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원하는 신출 묘쇄량을 넘어 전량의 묘쇄가 신출될 때
까지 정선되지 않을 경우는 Brake lining의 소손과 급기야는 Anchor와 Chain
모두 유실되고 선수의 Anchor 당직자의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따라서 타력전진중 후진기관을 걸고 Discharging current가 Bridge까지
왔을 때(대략 2노트 이내) 투묘하고 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묘쇄를 신출한다.
〇 전진투묘 또한 요령만 생기면 정확한 위치에 투묘하고자 할 때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3) 심해투묘
〇 수심이 대략 30m 이상이 되면 통상의 방법으로 투묘했을 때는(Cock bill상태)
Anchor 및 Chain의 무게로 인해 Windlass의 Brake가 신출되는 Chain을 정지
시키지 못해 Brake lining에 손상을 가져오므로 Anchor가 해저까지 10~15m 이
내의 높이에서 S/B하고 다음에 Brake를 풀어 투묘하도록 한다. 그러나 울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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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같은 80m가 넘은 심해는 전량을 Walk back하여 투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
나 닻이 해저에 박히지 않아 주묘의 위험이 있으니 Anchor watch에 각별히 신경
을 써야 한다.
〇 특히나 배가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투묘하다보면 닻이 끌리는 경우도 있으니 투묘
작업이 끝났을 때 주묘여부를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주력을 형성시키
는 Chain의 길이가 짧아지면(대부분 Catenary부가 길어짐) 주묘의 원인이 된다.

사례 3-2

Anchor 분실 사고

[사례 1] 외항 대기 정박지에서 투묘 중 Anchor 분실
1999. 9.경 Biscay만 Spain의 Santander 외항 대기 정박지에서 투묘중 닻이 손상
되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해당 선박이 당시 정박지의 수심이 상당히 깊었는데도 심해투묘법으로
Anchor를 투묘하지 않고 Cock bill 상태에서 투묘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 이후로는 선사는 수심이 30m 이상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심해투묘법으로 투묘를
하라는 지시공문이 각 선박에 전달되었다.

[사례 2] 태풍 피항 투묘 중 Anchor 분실
본선이 2020. 9. 2. 태풍 마이삭과 하이센을 피하기 위해 수심 약 80m의 서해에 투
묘하였는데 9. 7. 당직항해사가 선박이 원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급히 선장에
게 보고하였고, 앵커를 감으니 4번과 5번 샤클 사이의 체인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풍속은 33노트, 파고는 1.9m, 풍력계급은 4~5 사이였는데, 2~3m 높이의 스
웰로 선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마도 해당 부위의 앵커체인이 열화되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정이 허락하면
앵커체인 열화상태를 잘 살피고, 장기간 투묘를 할 경우 넓은 수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
으며, 기상에 따라 앵커체인을 가감하여야 한다.

4) 풍조가 강할 때 투묘법
〇 풍조가 강할 때는 가능하면 바람을 선수에서 받도록 침로를 택하고 정박지에 접근
하는 것이 압류를 최소화 하면서 원하는 정박지에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강한 조

142

1. 항내 투 ․ 양묘와 정박 관리

류나 바람을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받고 접근할 때는 심한 압류로 정확한 지점에
투묘가 불가능하다.
〇 부득이 진입방향이 선수에서 받기가 불가능할 때는 정박지를 지나 적당한 곳에서
임시 투묘하고 수심의 2-3배 정도의 묘쇄를 신출, 선수를 돌려 양묘하고 정박지로
재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나 조류가 심한 서해안의 인천항이나, 고정
항등에 순조류를 타고 입항후 정박지에 투묘 시는 추진기의 후진 Current가 선교
앞을 지날 때(완전 정선됨을 확인) 투묘하고 조류에 의해 전진타력과 함께 원하는
양의 묘쇄를 신출하고 정선시키면 배가 회두시에 과대한 장력이 묘쇄에 미치지는
않으며 필요시 기관과 키를 사용하여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〇 투묘 후 묘쇄를 신출시킬 때도 한꺼번에 내주지 말고 장력이 미칠 때 조금씩 내주
어야 한다.

사례 3-3

과속으로 Windlass drum의 Brake lining 소손 사고

20만DWT, Draft 16m인 대형선인 본선이 고정 화력발전소 부두 입항을 위해 도선
사가 승선한 후 대천항 입구에서 강한 순조를 받고 정박지에 도착하자, 도선사는 후진기
관을 사용하여 본선의 전진타력을 어느 정도 잡았으나 아직 2노트 이상 있는 상태에서
투묘를 지시하였다.
본선 선장은 아직 속력이 과대하다고 조언하였으나 도선사는 이를 무시하고 투묘를
강행하자 선장이 직접 Full/S Eng.을 명령하여 가까스로 배를 세웠으나 Chain은 13
Shackle까지 모두 나가고 Drum의 Brake Lining은 완전히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다. 선장의 직접적인 후진기관 증속이 아니었다면 Anchor와 Chain을 유실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조류가 있을 때는 본선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투묘하고 조류의 흐름으로 인한 타
력을 이용하여 Chain을 신출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Chain에 급격한 장력이 미칠 때 기
관과 타를 이용하여 완화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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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묘시 고려사항과 유의사항
1) 정박지 지정과 정박중 유의사항
〇 정박지는 당해항의 VTS에서 선박의 크기를 감안하여 지정해 주나 지정받은 정박
지의 수심이 너무 깊은 경우는 파주력이 충분하지 않아 주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길이의 묘쇄를 신출해야 한다. 이 때 충분한 양의 묘쇄를 신출하게 되면 해저
에서 묘쇄공까지 현수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저에 깔려 묘와 묘쇄는 파주력을 형
성하며 그 파주력은 저질, 닻이 해저에 박힌 상태, 해저에 깔린 묘쇄의 길이에 따
라 결정된다.

그림 3-1. 강풍하에서 묘박중 선체의 Swing 및 주묘가 되는 과정
단묘박중 바람이 세지면 선체는 그림처럼 Swing을 하며 ➂의 위치에 왔을 때 최대의 Swing 폭이 되며 파
주력이 풍압력을 이겨 내면 선체는 ➃의 자세로 바뀌며 ➄.➅.➆.의 위치로 Swing을 하며 이 과정이 반복된
다. 그러나 ➂ 의 지점(Swing 폭의 최대점)에서 파주력을 상실하면 ➃의 위치에서 그림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
고 순식간에 끌린다. 주묘시 파주력은 상실되고 Anchor와 해저에 깔린 Chain 무게의 1.3배 밖에 아니 되는
주묘저항만이 있으므로 선수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역이 협소한 곳에서는 주묘 확인후
기관 및 피항 준비는 이미 늦다.

〇 그리고 이때 파주력 P가 선체에 미치는 압력 R보다 커야 한다. 배가 강풍을 받을
때는 앞의 [그림 3-1]처럼 ∞모양의 Swing을 하게 되고 동하중이 최대가 되는 지
점에서 파주력이 이를 이겨내지 못할 때에는 배는 주묘되고 풍하로 순식간에 압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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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따라서 좋은 파주력 P의 조건은 상기 언급한대로 저질 좋은 곳에 닻이 잘 박혀야
하며 다음으로는 충분한 양의 묘쇄가 해저에 깔릴 수 있는 적당한 수심이어야 한다.
○ 정박지에서 대기 중에 예상되는 최대 풍속의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본선의 풍압력
을 대략 계산하고, 정박지에서의 신출된 Anchor chain에서 현수선의 길이를 뺀
Anchor chain 길이에 대한 파주력과 본선 Anchor 자체의 파주력을 합산한 후,
그 크기를 비교하여 안전한 정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〇 경험상 자동차 전용선이 울산외항에서 수심 약 40m, Anchor chain을 약 9
Shackle 정도 신출된 상태에서 바람의 세기가 25노트를 넘어서면 끌리게 되는 경
우가 많았다.
〇 일반적으로 정박지의 수심과 묘쇄의 신출량은 S = 6d (d = 수심)로 하기도 하나,
항상 1~2 Shackle 정도 여유있게 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상시: S = 3d + 90m
∙ 황천시: S = 4d + 145m
※ 만일 10 Shackle의 Chain을 비치한 선박이 황천시 묘쇄 신출량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수심이 30m 이내이어야 한다.
〇 어느 항만이든지 정박지에서의 주기관에 관한 작업은 긴급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행하지 않아야 하며, 대부분의 항만에서는 정박지에서의 주기관의 수리, 정비를 허
락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〇 경험에 의하면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Wood chip carrier, 여객선 등이 풍압
력이 커서 25노트 정도의 바람 상태에서 파주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정도의 바람이 예상되는 경우 기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묘방지를 위한 정박법
〇 주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질(여기서 Soft mud)이 좋고 수심이 적절한
곳(UKC가 충분하나 가급적 얕은 곳)을 찾고 그렇지 못한 곳이면 묘쇄량이 허용하
는 한 충분히 신출하면 좋겠다. 그리고 ∞모양으로 Swing을 하면서 동하중이 걸리
므로 Swing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트림으로 만들고 풍압면적을 줄이기 위해 공선
의 경우는 Ballast를 많이 채워야 한다. 또한 파주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2묘박
이나 쌍묘박으로 묘박법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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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체의 Swing을 줄여주면 동하중과 풍압력이 현저히 줄어든다. Swing을 줄여주
는 방법으로는 쌍묘박을 하거나 아래 [그림 3-2]처럼 Bridle을 씌우는 방법이 있
다. 쌍묘박은 두 Anchor의 교각을 60도로 하고 같은 양의 묘쇄를 신출한다.
Bridle을 씌우는 방법으로는 진회방지용 묘를 수심의 1.5배정도 신출하고 X자 모
양으로 하여 진회방지용 앵커로 하여금 끌려 다니면서 Swing을 억제하도록 한다.
한곳에 양현묘를 투하하는 2묘박법은 파주력은 2배가 되나 Yawing이 심해 주묘방지
에는 쌍묘박이나 Bridle을 씌우는 방법보다는 실험상 불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〇 위와 같은 정박법으로도 선수의 8자 운동을 제어하기 힘든 경우에는 주기관과 타
를 사용하여 선수방향을 지속적으로 잡아주는 방안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3-2. Bridle Anchor

사례 3-4

정박지에서 양묘중 Anchor 끌림에 의한 충돌사고

1984. 11. 경, 미국 Astoria 항에서 Anchor chain을 3 Shackle 정도로 투묘하였
으나, 강한 조류로 곧바로 닻끌림 현상이 나타나 선장이 기관을 사용하였는데도 기관의
사용량이 작아 본선이 전진타력을 얻지 못하고 뒤로 끌리면서 본선의 Propeller 회전
때문에 본선 뒤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의 Anchor chain을 끊으면서 이어 두 선박이 충
돌하였다.
통상적으로 바람이나 조류에 닻이 끌리게 되는 경우에는 닻을 감아올리는 동안 본선
이 밀려서 후방에 투묘중에 있는 선박이나 장애물 또는 천수구역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만약 본선의 기관을 사용하여 제어하고자 할 경우 끌림현상을 충분히 제어하고 약간 전
146

1. 항내 투 ․ 양묘와 정박 관리

진추력을 얻을 수 있는 크기의 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즉, 반속전진(Half ahead) 이상
의 기관을 사용해야만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속전진(Full ahead) 크기의 기관을 사용
해도 무방하다.

3) 비상시 인묘(引錨)의 사용(Dredging anchor)
〇 많은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는 어떤 선박이 항내에서 갑작스런 기관고장이나 발
전기 Black out이나 조타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본선의 타력을 멈춰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원의 상무상 또는 도선약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본선 Anchor를
Emergency S/B 하도록 하고 있다.
〇 항내에서 접안중에 부두에 접근하거나 이안후에 타력이 크게 붙지 않는 상태에서
긴급투묘를 하여 약 2 Shackle in water 정도의 묘쇄를 신출하는 경우, 닻 무게
를 약 5톤 정도라고 가정하면 닻 자체 만으로서도 약 35~40톤의 정도의 파주력이
생기게 되므로 충분한 타력제어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충분하게 제어를 하지 못하
더라도 응급처치에 필요한 시간을 벌수 있게 한다.
〇 실제로 많은 선박들이 접안을 위하여 부두에 접근 중에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비상 Anchor를 투하함으로써 부두 접촉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고 한다.

1.5 양묘법
1) 양묘시 주의사항
〇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조류가 강한 수역에서는 양묘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특히 하항(River basin)인 경우에는 항상 River current가 있으므로 정박지에
서 양묘를 할 때 Short stay 상태 이전부터 닻이 조류에 끌리면서 올라오게 되므
로 반드시 전진기관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선미방향에 정박선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선이 끌리면서 가까워져서 상대 선박의 Chain에 본선의 추진기가 닿을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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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의하여야 하며 너무 낮은 추력의 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끌리는 상태를 제
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바로 즉시 H/H speed 이상의 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〇 좁은 집단 정박지 등에서 양묘후에 바람이나 조류에 의하여 압류되어 지근거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과 접촉 또는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박
의 크기를 불문하고 양묘후에 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전진타력이 충분히 붙기 전
대각도 변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따라서 타력이 생기고 타효가 나타날
때까지 전진 후에 변침하여 항로로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
〇 특히 야간에 닻을 감으면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본선의 압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류가 강하거나 공선 상태로서 바람이 강할 경
우에는 빨리 충분한 속력으로 높여서 압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험상
보통의 조류나 바람상태 하에서는 통상 5~6 노트 이상의 속력이 되면 압류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2) Windlass power 부족으로 양묘가 불가능한 상황
〇 대기온도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Electro hydraulic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양묘
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온도에 따른 윤활유의 수축현상으로 System 내부에
Air가 생성되어진 경우에는 대개 유압력이 떨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Windlass
power가 잘 형성되지 않아 닻이 감겨 올라오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 유압계통
의 맨 꼭지 쪽에 Air drain cock가 있으므로 Hydraulic oil을 보충하면서 이곳을
통하여 공기를 빼어주면 다시 정상적인 유압이 형성되게 된다.
〇 해저에 있는 Lost chain 등이 걸려 함께 올라오는 경우 본선의 Windlass power
만으로는 감아서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므로 기관을 사용하여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닻을 감아 들이기를 시도해볼 수 있다.

사례 3-5

양묘 후 항로 진입 중 조류에 압류되어 다른 선박과 접촉

2019. 말경 울산항 외항 정박지에서 투묘하였던 선박이 양묘 후 항로로 진입하다가
조류에 밀려 다른 선박과 접촉한 사고가 있었으며,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Make
lee 할 때도 조류에 밀릴 위험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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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외항 정박지 E-2, E-3 정박지는 조류가 강하고 특히 낙조류 때에는 해류와
합쳐져 강한 NE 방향의 조류가 흐른다. 또한 제1항로는 폭이 좁고 정박선이 항로와 가
까워 E-2, E-3 정박지에서 양묘 후 항로로 진입 중에 자력도선 선박들이 사고를 일으
키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양묘 후 항로로 진입 전에 항로상에 움직이는 배들의 통항을 확인하고 저속으
로 움직이거나 진입불가로 정박지에 머무를 때는 조류에 의한 압류에 주의하여야 하며,
충분한 속력을 올려 항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사례 3-6

양묘 중 앵커 및 윈드라스 사고

[사례 1] 윈드라스 브레이크 밴드 간격 조종용 볼트 절단으로 Anchor chain
전량 신출
멕시코 Ensenada항 입항 대기를 위해 우현 Anchor 투묘작업을 하였다. 3 Shackle
in water에서 Hold on chain, 장력확인 후 Chain 추가신출, 이후 4 Shackle in
water에서 Hold on chain을 하기 위해 유압 Brake를 작동시켰는데 Chain braking
이 되지 않아 급히 수동으로 Brake 조작하였지만 재차 Braking 되지 않아 Anchor
chain 전량이 신출되었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Windlass brake lower brake
band의 간극 조정용 Bolt가 절단되어 Brake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례 2] 윈드라스 브레이크 밴드 그리싱 불량으로 Anchor chain 전량 신출
프랑스 Dunkirk항 입항 대기를 위해 좌현 Anchor 투묘 작업 중 Windlass brake
연결부 Greasing 상태 불량으로 Brake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좌현묘 13 Shackles 전
량 신출 후 Bitter end에서 멈추었다.

[사례 3] Anchor chain shackle 절단
중국 Chaozhou항 외항에 투묘 대기 중 조류로 인해 잦은 Yawing과 함께 선체가 급
하게 360도 선회하였다. 이후 입항을 위해 양묘 중 1 Shackle on deck 지점에서 묘
쇄가 매듭지어진 상태로 올라왔다. 이에 해당 Shackle을 절단하여 푼 후 Kenter
shackle로 재 연결하여 정상화 하였다.

[사례 4] 윈드라스 Motor 손상으로 Anchor 유실
호주 Newcastle 정박 중 기상상태가 악화(풍력계급 6, Rain)되어 S/B Engine 및
피항을 위해 양묘를 시작하였다. 양묘 작업 중 높은 Swell로 선체가 급격히 동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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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chain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였고, 양묘 과정에서 1 Shackle이 Slip되면서
Windlass motor가 손상되었다. 이후 Motor를 교환한 후 다시 양묘를 하였으나 충격
으로 Anchor가 유실되었다.

3) 주묘 대비 기관 사용
〇 강풍이 예상되면 기관을 즉시 준비하고 만일 주묘가 발생하면 기관을 사용하여 선
수에서 바람을 받게 하고 양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묘 내내 자주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에서 바람을 받도록 유지한다. 그 이유는 선체가 압류되기 전에 타효
를 가질 수 있는 속력을 만들어야 하며 타효를 가질 수 있는 속력은 최소 5노트 이
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〇 선박조종 경험이 부족한 Junior 사관의 경우는 Anchor가 완전히 Clear 될 때까
지 기관과 Rudder 사용을 주저하다 선체는 심히 압류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은 선장 부재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이다.
〇 정박지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양묘하고 Make Lee를 요청하는 경우, 경
험이 부족한 초임선장들은 본선의 상태를 간과하고 도선사의 요구사항만을 이행하
다보면 본선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3-7

정박 중 강풍으로 인한 주묘ㆍ좌초

C사의 S호(G/T 3,880Tons)는 일본의 Niigata항에서 곡물 약 5,000tons을 싣고와
인천항 작약도 앞 정박지에서 Barge에 양하하였으며 당일 24시경 작업이 완료되어 익
일 아침 다시 일본으로 출항예정이었다.
새벽 1시경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 시작하여 양묘 중 1.5 Shackle정도 남았는데 앞
을 보니 어둠속에 육지가 가까이 보여 선교에 통보하였으나 선체는 이미 작약도 선착장
옆에 Aground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조류는 낙조로 변하고
선체는 선착장 위에 가로질러 놓이게 되었고 바닷물이 빠지며 선체는 꺾이면서 구조불
능 사태가 되어 나중에 선체는 해체되었다.
사고원인은 너무 강한 바람과 야간에 1항사의 조종미숙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날 밤 7
척의 정박선이 주묘되어 타선과 충돌,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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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묘쇄 분해
〇 여러 방법으로 양묘를 시도하였는데도 닻이 감겨 들어오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Shackle 분해법으로 묘쇄를 분해하여 사묘조치를 한다.

묘쇄 분해(사묘, Slipping anchor)와 Anchor buoy 설치
• 특별한 원인으로 인하여 Anchor의 완전한 양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우선
Anchor chain을 Windlass gear에 물려진 상태로 수심이 보다 얕은 곳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후, Chain이 감아 들여지는지 확인한다.
• 만약 어망이나 Lost wire rope 등이 따라 올라올 경우에는 본선에서 절단하거나 항
만당국에 보고하고 나서 통선/예선등을 이용하여 분해한다. 이후 버려진 장소를 기
록하고 VTS 등에 그 위치를 보고한다.
• 그러나 이후 특별한 물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Chain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
른 선박에서 Lost된 Chain이 걸려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선의 Windlass power
로는 힘이 부족하여 양묘가 되지 않으므로 묘쇄의 분해가 요구된다.
• 본선에서 묘쇄를 분해하고 난 뒤에는 그 사실을 항만국 VTS 등에 보고하고, 본선에
서는 Anchor chain에 로프로 Buoy를 연결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정박지에서 진입 중 사고
〇 정박지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입항을 위해 항로를 진입할 때는 주위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나 풍조류로 인해 필요한 타와 기관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어 침로
를 변침하거나 정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여유 수역을 두고 적절한
조선기술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례 3-8

양묘 후 항로 진입 중 풍조 압류로 인한 충돌

[사례 1] 풍압류로 인한 충돌
G/T 약 5천톤 정도의 공선 상태의 선박을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항로에 들어가기 위
해서는 약 90도 이상 변침이 필요하여 타와 기관을 사용하여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기관
RPM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 바람에 크게 압류되면서 가까운 거리에 정박 중인 선박
과 충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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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조류에 압류되어 충돌
G/T 5만톤급 신조 인수된 선박이 울산항 외항 E-3 정박지에서 대기하다가 접안을
위한 도선사 승선구역인 항로 쪽으로 진입할 계획이었다. 당시 E-2/3 부근의 조류가
2~3노트 정도였는데, 선장은 본선이 공선상태라 조류에는 그렇게 크게 압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묘 후에 미속정도의 기관만 사용하였다. 본선은 정박하고 있는 만재
한 석탄운반선의 선수를 가로질러서 항로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조류에 의한 압
류를 제어하기 위한 적정한 속력(7노트 이상)을 얻지 못하여 조류에 압류되면서 정박선
의 선수 부분이 해당 선박의 거주구역 외판과 충돌하였다.

1.6 정박 중 Anchor chain 꼬임과 해삭(解索)법
〇 정박 중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닻이 끌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묘쇄를 1~2
Shackle 가량 더 신출하기도 하지만 더 내어줄 수 있는 묘쇄가 없는 경우에는 선
수의 Sway를 방지하기 위하여 Bridle(굴레씌움)을 하기 위하여 반대현측 Anchor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〇 그러나 피항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 양묘를 하면서 Chain이 꼬여있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종전에는 Chain의 해삭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
기도 하였으나 Chain과 Anchor의 중력 작용을 이용한 해삭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 3-9

닻줄 꼬임과 풀기

[사례 1] 태풍 피항 중 닻줄 꼬임
본선(14,000 G/T 화물선)이 부산항에 화물 적재작업을 하는 중에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진해만으로 피항을 하게 되었다. 당시 태풍의 최
대풍속이 약 50~60노트 정도가 예상되었고 본선이 정박하고 있는 수역이 바람이 차폐
되어 있었으나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해질 때 10개의 Chain을 신출하였음에도 배가 약
간씩 끌리는 것 같아 우현 Anchor를 Bridle anchor로 활용하기 위해 3 Shackle 더
내어주고서 대기하였다. 태풍 통과 후 부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닻을 감으니 Anchor
chain이 몇 바퀴 꼬였기에 ‘Anchor chain 꼬임의 해삭법’에 따라 감았더니 중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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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풀렸다.
그러나 진회방지용 묘박 후에는 짧게 놓은 Anchor가 해저에서 떨어졌을 때는 중력에
의해 해삭이 가능하나 쌍묘박이나 2묘박으로 Elbow 이상 꼬인 Anchor chain은 한쪽
Anchor를 Aweigh시킬 수 없어 외부 지원 없이는 해삭이 불가능할 수 있다.

[사례 2] 선석 대기 중 강풍으로 인한 닻줄 꼬임
본선(48,000 G/T, PCC)이 울산항 외항 E-2 정박지 부근에서 선석대기를 위한 장
기 정박 대기 중에 바람이 약 25노트 이상이 되면 Anchor chain을 10개 정도 신출하
여도 가끔 순간풍속이 강해지면 선수가 Yawing 상태로 되면서 닻끌림 현상이 발생하였
다. 그래서 선수 Yawing 방지용 닻으로 Chain을 약 4개 정도 신출하여 줌으로써 주묘
현상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후 기상이 양호하고 부두에 접안 일정이 잡혀져서 양묘를 하니 닻줄이 몇바퀴 꼬였
기에 ‘Anchor chain 꼬임의 해삭법’으로 쉽게 풀었다.

Anchor chain 꼬임의 해삭법 [원본자료 : 일본 海防硏 월보 No..287호]
▢ 재래 방식과 같이 Chain cable의 양단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Joining shackle을
해체할 필요가 없고, Windlass의 작동에 의한 운전조작만 하면 된다.
▢ 꼬임의 횟수가 몇 번이든지 간에 상관없으며 즉 Cross 상태이건, 두 바퀴 꼬임인
Round turn and elbow이든지 불문하고 작업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 작업의 원리
2개의 추(Weight)의 끈줄을 매어서 꼬아 합쳐진 상태에서 끈줄의 양 끝단을 한 개
씩 잡고서 공간에서 중력을 유지해주면 꼬인 끈줄은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는 원리
를 이용한 것이다.
■ 작업방법
① 쌍묘박 또는 2묘박 중에 Foul cable 되어서 Foul hawse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 Cable은 긴장(Riding cable)되고 다른 한쪽은 이완(Lee cable)되어
있다.
② 선수 요원에게 이완된 묘쇄는 Heave in하고 다른 쪽 묘쇄는 Slack 상태로 준비
하면서 조금씩 감아들인다.
③ 감아 들이는 묘쇄가 거의 Up and down 상태가 되면, 이제는 반대로 다른 쪽의
묘쇄를 감아 들인다. 한쪽 묘쇄가 수심의 약 1.5배 정도의 Short stay 상태가 되
면 Up and down 상태로 되어있던 묘쇄가 수중무게로 인하여 서서히 꼬임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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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게 된다.
④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좌우 Windlass를 같이 사용하면서 양쪽 묘쇄를 거의
Up and down 상태로 만들게 주게 되면 중력에 의하여 Chain의 꼬임이 풀어지
게 된다.
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묘쇄를 감아올리는 동안에 파주력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부터
는 기관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B/T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B/T도 준비
해 두면 좋다.
⑥ 묘쇄가 꼬여서 올라올 때 마찰에 의한 묘쇄의 손상은 염려할 정도가 아니므로 걱
정할 필요가 없다.
⑦ 이 작업은 앵커 체인을 번갈아가며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으로 실제로 생각
보다 빨리 해삭을 할 수 있다.

1.7 특이한 형태의 접안
1) 지중해식 계류
〇 부두의 선석이 좁거나 선체의 구조상 선미 쪽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류방식이다.
〇 한 개의 Anchor를 사용하는 경우와 두 개의 Anchor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〇 두 개의 Anchor를 사용하는 경우, 투묘 위치는 선박의 전장(LOA)보다 약간 떨어
진 위치에 양 Anchor 간의 교각이 약 45도 정도가 되도록 투묘하고, 묘쇄의 길이
는 4 Shackle 정도 신출한다.
〇 이때에 선미쪽에 적어도 1척 이상의 Tug를 잡고서 계류작업을 행하는 것이 안전
하다.

2) Ship-to-Ship operation (T/S operation)
(1) 정박지에서의 Ship-to-Ship operation
〇 정박지에서 투묘하고 있는 모선(Mother ship)에 자선을 접안시킬 경우 조류나
바람이 모선과 자선에 똑같이 미치므로 접안하고자 하는 자선의 편향에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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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〇 2개 이상의 요코하마 펜더(Yokohama fender)를 모선 또는 자선의 현측에 설치
한다(100m 이하 소형선은 2개, 100m 이상은 3개의 Fender를 선체의 Parallel
body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임).
〇 계류작업시 통상 접안현의 반대측에 2척의 Tug를 잡고서 반드시 ‘장력이 없는
상태로 당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만약에 예측하지 못하게 근접하더라도
제어하기가 수월해진다.
〇 본선에 B/T가 장착되어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선수 Tug 대신 B/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lack 상태로 되어있는 계류줄이 B/T current에 의하여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2척의 예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〇 Ship-to-Ship operation 작업시에 주의할 점은 모선과 자선의 근접거리를
Heaving line을 쉽게 던질 수 있는 거리인 7~10m 정도 까지만 행하고, 이후에
는 선수ㆍ선미에서 계류줄을 신속하게 내어준다.
〇 선수ㆍ선미에서 처음 잡는 줄은 반드시 one-by-one으로 나가게 하고 계류줄의
순서는 선수에는 Head line 1개 Spring line 1개를, 선미에도 Stern line 1개
와 Spring line 1개를 먼저 잡은 후, 양 선박 사이 Manifold의 위치조정을 끝내
고 나서 나머지 줄들을 보강한다.

(2) 부두접안중인 선박에 Ship-to-Ship operation (T/S)
〇 부두에 접안중인 선박에 대한 Ship-to-Ship operation은 Anchorage에서의 경
우와 달리 바람이나 조류의 방향이 모선의 선수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
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〇 따라서 T/S 작업 중에는 Tug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되며, 어떤 항만 또
는 작업의 안전상 한계풍속을 15노트 이하의 상태로 정하여둔 곳(예; 울산항)도
있다.

(3) Open sea에서의 Ship-to-Ship operation
〇 모선과 자선 두 척이 선속을 약간 가지고 거의 동일한 침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면서 계류를 행하는 방법이다.(어선군단 작업지인 베링해 또는 사모아 제
도 부근 해역, 우리나라 서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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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박의 길이에 따른 적정한 개수의 펜더(주로 Yokohama fender)를 모선 혹은
자선에 설치한다.(적어도 2개 이상)
〇 대부분 예선의 지원이 없는 경우이므로 가능한 Heaving line을 던져줄 수 있는
최대한 이격거리까지만 접근하고, 나머지 거리는 계류줄로서 접안작업을 완성하
게 된다.

Open-sea에서의 Ship-to-Ship operation 가능한 크기
Ship-to-Ship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규모는 카리브해 Cayman Island 섬주위의
Open sea에서 G/T 9만톤급 원유선을 Ship-to-Ship 방식으로 접안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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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운항 관리

2.1 선박의 운항
1) 운항 형태
〇 선장은 본인이 승선하게 될 선박의 운항상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해상에서
기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당해 선박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운항 Pattern은 선사가 직접 운항하는 경우인
Owner operation과 당해 선박이 용선으로 운항되는 Charterer operation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〇 해운시장에서는 대체로 정기항로와 부정기항로, 즉 정기선 운항과 부정기선 운항
Pattern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운영중인 회사가 자사선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자사의 선복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 선박을 정기용선
을 하되 장기적으로 용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대체선을 투입하
여 몇 항차만 용선하는 경우도 있다.
〇 부정기 해운은 주로 Bulk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주가 자사선을 배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주로 계약된 화물량에 맞는 크기 규모의 선박을 용선하여 운
항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〇 Owner operation이지만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Liner service로서는, 정기
Container 운항과 정기여객선 운항 등이 있는데, 이들이 때로는 부정기적으로 운
항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정기운항에도 자사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기도 하며
선복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선복량 만큼 다른 회사
의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기도 한다.
〇 화주가 화물에 대한 COA(장기운송계약)계약을 성사한 경우에는 화주가 선박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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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선계약 형태로 용선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도 있다.

2) 계약 형태
〇 Owner operation
〇 Time chartered operation(선체 상태에 대한 검사를 위한 Survey를 행함)
〇 Voyage chartered operation
〇 BBC(Bare boat chartered) operation
〇 F.I.O (Free In and Out: 운항자가 선적 및 양하비 부담을 지지 않음)
〇 B.T (Berth term: 정기선사의 하역비 부담조건 즉 운항자가 전부부담)
〇 F.I.O.S.T (Free In, Out, Stowage and Trimming, 운항자가 선적, 양하, 적부
및 화물고름 작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2.2 선종별 계약의 형태
1) 컨테이너선 정기운항
〇 B.T(Berth term)의 일종으로서 하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운항자가 부담하는 조
건이다. 따라서 본선은 하역과 관련한 모든 작업에 대한 비용과 계약의 주체가 되
므로 갑의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원유선 운항
〇 원유선의 하역작업은 용선계약이 Voyage charter operation이든지 Time
charter 운항이든지 간에 하역작업은 F.I.O.(free in & out) 조건으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이다. 따라서 본선에서는 하역에 관련된 작업은 본선의 책임이나 감독하
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별도로 본선의 인원을 배치하거나 지원을 할 필요가 없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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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선 운항
〇 자동차선의 하역작업은 운항자가 부담한다. 즉, Ro-Ro 선에서의 Driver gang과
Lashing, Unlashing 등의 작업 모두를 운항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본선에서는 운
항자측의 입장에서 하역작업의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4) Grain-bulk선 운항
〇 곡물 등을 Conveyor spout로 하역할 경우에는 하역은 화주가 부담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Trimming(화물고르기)의 경우에는 선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
다.
〇 하역작업에 대한 계약이 F.I.O.S.T인 경우에는 화물의 선적, 양하 작업과 적부 및
트리밍 작업은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곡물을 선적 및 양하
할 때에는 대부분 Conveyor로서 하역하므로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나, 계약에
따라서는 트리밍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〇 해당 항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 화물창의 청소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해야 하
며, 당해 항차로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본선의 반선(Return)조건이 용선 이전
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므로 화물창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당해 항차의 용선
자이다. 그런데 화물창의 소제는 ILO 규정에 따르면 선원들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
지 않기 때문에, 전 항차 용선자가 특별 작업비를 본선에 지급하면서 선장(선원)에
게 요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5) 원목선 (Timber cargo) 운항
〇 원목선은 대부분 Voyage charter 형태로서의 운항이 대부분이며, 하역작업은
FIO 형태로 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해 항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 Return
voyage 화물이 확보되어 다시 Voyage charter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 항차로 운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화물창을 용선계약 이전의 상태와
조건으로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〇 따라서 당해 항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 모든 화물창의 청소는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원목선의 화물창의 청소/소제는 외부 청소업체에게 시키기도 하지만, 전 항차 용
선자가 특별 작업비를 본선에 지급하면서 본선 선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159

선장 실무 지침

2.3 운항상의 고려사항
1) 선장은 선박의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〇 선박과 선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선주나 용선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선박의 운항이 Owner operation (자사운항)인
가, Time charter(정기용선) 운항인가, Voyage charter(항해용선) 운항인가의
여부는 본선 선장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2) 연료유의 보급은 용선자의 부담이며 윤활유의 보급은
선주의 부담이다.
〇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의 보급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나 보급받은 연료유가
조악하여 기관에 손상을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선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양질의 연료유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따라서 보급받은
연료유의 샘플의 확보와 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〇 본선유지 관리를 위한 윤활유의 보급은 선주의 책임사항이므로 윤활유 보급 때문
에 본선 운항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 3-10 감속 운항 책임
본선은 NYPE Form으로 9~12개월 용선계약으로 운항되다가 반선되었다. 용선자는
용선기간중 3항차동안 본선의 속력이 계약서에 명기된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주의 조출의무 위반과 Off-hire 조항에 따라 선속저하(Slow steaming)에 따른 클레
임을 제기하였다.
중재원은 선속이 계약서에 명기된 속도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해당 항차 수행시 주기
관의 RPM이 평소보다 저조함에 비추어 선원이 의도적인 조작으로 Slow steaming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주에게 패소 판정을 하였다.
선장은 선박이 Slow steaming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용선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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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1 Black smoke 발생으로 인한 벌금
본선은 2018. 10. 16. 싱가포르에서 정박 중 출항준비를 위해 발전기를 기동하였는
데 마침 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관리가 승선하였다가 Black smoke 배
출을 보고 기관장을 불러 Statement를 작성하게 하고 벌금(500SGD)을 부과하였다.
싱가포르 항만당국은 대기오염에 대해 대대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시행하므로 선장은
발전기 저부하 운전을 지양하고 Black smoke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PMS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규제가 심한 항구에 입항할 때는 Smoke 발생 관련 사전 점
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

3) 당해 선박이 기항하는 항로가 정기선 운항인가, 부정기선 운항인가?
〇 본선이 정기선 운항인지 부정기 운항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부정기 운항인 경우에
는 특이한 항만에 기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용품과 기부속 등의 보급이 원활하
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선주 보급품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품과 여유분을 확보해
야 한다.
〇 부정기 운항일 경우 선원의 교대도 항공편이 부족하여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
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대리점(선주 대리점, 용선자 대리점) List가 본선에 있는가?
〇 정기항로에서는 대리점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정기 항로
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주의 관리 사항과 용선자의 관리사항이 다르므로 해당되
는 사안에 따라 대리점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선체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 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선주 대리점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〇 기항하는 항구에 선주의 대리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선주대리점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본선에 기항하는 항만의 정보는 있는가, 최초 기항인가?
〇 정기적인 항로에 당해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로의 전반에 대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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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사에 확보되어 있어서 선장이 필요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선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용선 운항되는 경우에는 기항하는 선적항과 양하항의 정보가 본선에
는 물론 선사에도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선자의 본사 영업
부 쪽이나 현지 용선자 대리점 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〇 특히 한 번도 기항한 실적이 없는 항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Port Guide Book 또
는 Port Entry등을 통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6) 당해 항만 및 항로상의 수심은 회사의 선저 여유수심(UKC) 규정에
적합한 항만인가?
사례 3-12 급선회로 인한 선저 접촉
4,600 TEU급 컨테이너선(LOA 294.1m, 흘수 13.6m)이 파나마 만자닐로항 항내
에서 도선사가 승선하여 출항중 입항선과 No.10 Buoy 부근에서 조우가 예상되어
No.9 Buoy로 접근하여 항해하였다.
입항선 통과후 우현전타, 증속(극미속전진에서 전속전진)을 하고 Bow thruster를 사
용하여 급선회를 시행하였다. 그러자 급선회로 인한 복합적인 외력작용으로 과도한 외
방 횡경사가 발생(약 5도)하여 좌현 흘수가 증가되어 좌현 선저부와 해저면이 접촉하게
되면서 선체손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3-3. 선저 선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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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일부 항만의 경우에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본선의 최대흘수에 따르는
여유수심 확보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GM이 작은 경우에는 외방경사에 의한
경사각의 증가로 인한 흘수의 증가량이 매우 크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선속을 낮추고 타각을 소각도로 사용하는 등 신중하게 조종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선에 승선하는 도선사에게도 본선의 특성을 사전에 잘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〇 선장으로서 선저 여유수심의 확보는 안전운항에 필요요건이므로 사전에 이를 파악
하여야 하며, 통상 부두 전면에서는 10%, 항만내의 항로에서는 15%, 외해 수로에
서는 30% 등의 지침이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당해 선박의 기항지에는 평형수(Ballast) 교환 관련 규정이 엄격한가?
〇 평형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기항하는 당해 항만
의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선장은 당해 항만에 기항하기 이전에 평형수 규
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8) North sea pilot등 Sea pilot를 태우는 규정이 있는가?
〇 당해 선박의 항로상 기항지가 너무 많은 경우 선장의 직접지휘와 선교 재선의무를
지키는 것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경우, 선사에서 Sea pilot를 수배하여 승선시키는
경우가 많다.
〇 특히 North Sea pilot의 Service area에서의 도선사 승선 및 일본의 내해수로와
칠레 연안수로 등에서는 Sea pilot를 승선시켜서 항해상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
이 현명하다.

사례 3-13 일본 내해수로에서의 Inland sea pilot 미수배로 인한 고생경험
본선은 신조 후 첫 항차에서 마지막 선적항인 Hiroshima항에서 적재를 마치고 다음
날 Hiroshima항을 벗어나는 수역에서는 Inland sea pilot의 Service를 받기로 계획되
어 있었는데 하역작업이 빨리 끝나 밤 10시 경에 출항을 할 수 있게 되자 선사의 요청
으로 선장은 야간에 출항하게 되었다.
그런데 Hiroshima항에서 Inland sea pilot의 Service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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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에 수배해야 하는데 본선 Pilot 스케줄이 당겨져서 Service를 받을 수 없다고 하
기에 할 수 없이 선장이 자력으로 야간에 좁은 수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본선에 승선하여서 항해계기를 포함한 모든 계기에도 미숙
한 초임 3항해사와 함께 야간에 굴 양식장 Plant들이 많이 산재하고, 또한 항로가
Zig-Zag로 굴곡되어 있으며, 항로 횡단선과 연안 항행선들이 많이 있는 좁은 항로를
X-band radar의 성능만 믿고서 변침조종도 많이 하면서 아주 힘겹게 빠져서 나왔다.
좁은 수로를 다 빠지고 나온 시간인 익일 아침에 통신장이 Telex 발신이 잘 안된다고
하기에 이상하여 Inmarsat 송수신기의 입력 Data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니 본선의
Gyro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하여 침로가 30~40도 정도 틀어져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사히 좁은 수로를 사고없이 빠져나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이후 Gyro compass는 다시 Cold starting으로 작동하여 항해에는 별 문제가 없었
으나, 만약 Gyro가 좁은 수로를 지나는 동안 고장이 발생하였더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다시는 익숙하지 않는 수로를 자력도선으로 항해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9) 적ㆍ양하시 선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역을 중단해도 되는가?
〇 많은 Bulk & Ore carrier 선박에서 선적항에서 또는 양하항에서 하역 중에
Shearing force와 Bending moment가 선박의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Load master 등으로서 검증
이 가능하여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하역 Program을 과감히 수정할 필
요가 있다.
〇 적재항의 경우 많은 선박들이 입항하게 되고 하역시설들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체의 강도 규정에 맞추어진 Loading sequence를 하역사 또는
Terminal에 제출하면 본선의 요구에 맞춰서 적재를 해주는 것이 보통이나,
Loader가 고정되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본선 자체를 앞뒤로
자주 Shifting을 해야 하므로 번거러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〇 양하항에서는 하역설비가 Conveyor로 되어 있는 경우, Shearing force와
Bending moment를 초과하지 않도록 Discharging sequence를 하역서 또는
Terminal에 제출하여 규정에 맞는 하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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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Hold wise별로 양하항이나 터미널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old
ballast를 적재함으로서 선체 강도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Cargo hold
에 Hold ballast를 적재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양하지를 두
번 기항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규정치를 초과하는 양하계획을 수립해서는 아
니 된다.
〇 용선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Charter party 상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Shearing force와 Bending moment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적양하
계획은 강력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〇 항해가 Owner operation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영업부의 입장
과 본선의 안전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선장이 직접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항관리실의 안전관리책임자(DP)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지
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ISM의 본선 Manual 상의 우선순위를 따라
서 선장이 결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10) 적재되는 화물의 특성은 어떠하며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〇 본선에서 적재되는 주된 화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선장의 직무상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〇 통상적인 고물류의 화물은 물이나 습기나 땀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발
생한다거나, 장기간 밀폐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례 3-14 화물창 점검중 동물사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1984. 1. 말경, 동물사료용 곡물을 적재하였는데, 선내 갑판상을 점검 순찰중인 1항
사가 화물창 안에 화물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차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Cargo light
만 켠 채로 hold안에 들어갔다가 선수측에 습기에 젖은 화물에서 운송 중에 발생한 유
독가스로 인하여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본 화물은 선창의 땀이나 수분등과 접촉하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공
식적인 정보가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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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5 고철을 적재한 화물창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연쇄 질식사망
1974년 후반, 미국에서 고철을 가득 싣고 인천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에서 입항후에
수속을 위한 법무부 출입국 소속 공무원의 요청으로 선원들의 인물대조 검사를 위하여
선내 사무실에서 선원 한명씩 면담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갑판장 차례가 되어 선내방송
을 몇차례 하는 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자 수속을 담당하던 통신장이 당직 갑판수에게 갑
판장을 찾도록 지시하였으나 당직 갑판수도 함흥차사가 되어버렸기에 그 다음 갑판부원
에게 또 찾아보라고 하였지만 그 역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어 선장은 전 선원들을 동
원하여 선내 수색을 하던 중에 선수쪽 화물창에 Cargo light가 설치된 것을 보고 따라
서 보니 몇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에는 관세법이 매우 엄격하여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사두었던 물품이 정식적
인 통관이 어려운 물건이므로 입항시 세관직원의 수색을 피하고자 화물창에 숨겨뒀었는
데, 세관수속이 끝나자 갑판장이 그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화물창에 실려 있던 고철류에
서 발생하여 쌓여있던 유독가스를 마시고 바로 질식하게 되었고 그 뒤에 찾으러 갔던
갑판부의 다른 사람들도 유독가스에 바로 질식하여 사망하게 되었던 커다란 인명 사고
였다.

11) 당해 항차에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관련 검사에 결격사유는 없는가?
〇 실제로 선박이 운항중에 지속적으로 행하는 검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선급 중간검
사에서부터 기국 정부의 대행검사, ISO, ISM 내부 및 외부 심사, 위험물 운반선의
경우에는 Major 검사 등이 있고, 당해 항만국에서의 PSC 검사 등이 있으므로 사
전에 이러한 검사를 인지하고 필요시에는 대리점이나 육상 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
아서 문제없이 검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2) 선원의 교대항은 어디로 할 것인가?
〇 근래 몇몇 국적선 선박을 제외하고는 선원들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선원들의 국
적에 따른 고용계약의 조건도 다양하므로 계약기간과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〇 선박별 선종별 항행기간과 기항지가 일정하지 못하고 항공노선도 다양하지 못하므
로 해당 선박의 기항지중 선원교대가 가능한 항만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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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부서와의 협의하여 운항일정을 고려한 교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 당해 항차의 항로에는 해적이 출몰지역은 아닌가?
〇 선장은 당해 항차 본선이 통과하는 수역이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수역이 아닌지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〇 군함의 Convoy가 행해지는 지역인 경우에는 선박 자체의 안전과 선원들 인명 안
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〇 필요한 경우, 해적 무마용의 비상금도 약 USD 3~4,000 한도 내에서 선장실 금고
에 보관하여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14) 당해 항차에 전쟁위험 구역을 통과하거나 입항하지 않는가?
〇 정기항로 항행선박이 아닌 부정기로 운항되어지는 선박의 경우에는 기항지가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보험상으로 분쟁지역(전쟁지역)으로 선포되어지는 구역을 항행하
거나 입항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선주의 책임 사항이므로 당해 선박이
용선되어 기항하는 수역을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주에게 통지의무가 있겠지만 선장도 추가 할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회사에 기항
항구나 항로가 전쟁위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〇 특히 전쟁의 정도에 따라서는 선원들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
며 선장은 선원들에게도 전쟁수역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사전에 선원들에게 공
지하여야 한다.
〇 본선이 용선운항 중에 전쟁수역을 통과하는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우회항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당해 항로로 취항하는 것을 회사측에는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사례 3-16 Iran-Iraq전쟁중 Bandar Homeini 입항
1982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여름 본선은 여수항에서 요소비료(비닐백에 포
장됨) 2만 7천톤을 적재하고 이란으로 떠났다. 회사의 이야기는 양하지가 절대 위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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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항은 아니고 호르므즈 해협 바로 위인 반다르 압바스라고 하기에 믿었으나 압바스항
에 도착하니 반다르 호메이니 항으로 가라고 하였다. 적하지에서 C/P를 보니 좀 이상하
게 양하지가 통상 Charterer’s option인데 이번 화물은 Owner’s option으로 되어 있
어 수상한 점은 있었다.
약 1주일간의 실랑이 끝에 선원들을 설득하여 1항사와 통신장을 대리고 상륙하여 항
행시 주의점들을 교육받고 다른 배 3척과 함께 Busher항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이틀
을 대기후 다른 2척과 편대가 되어 아침 10경 출항 최종 양하지인 Bandar Homeimi
항으로 도선사 승선하에 항해중, 강 입구 3마일 전에 맨 앞서던 배는 Rocket 포를 맞
고 조종불능이 되어 천소에 올라갔고 뒤따르던 배는 오던 길로 도망가고 본선만이 전속
력으로 모래언덕 사이로 강따라 올라가 Homeimi항에 도착 약 10여일 하역을 마치고
무사히 출항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그 때를 생각하며 두려움이 떠오른다.
약 1년 뒤 S회사의 S. Apex호는 Bandar Homeini항 기항후 출항중 포탄을 맞고
선장을 포함한 수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아픈 사례가 있다.

사례 3-17 제2차 중동전쟁시 남아프리카로 우회 항행
당시 선사의 자동차 선단이 자동차 제조사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울산외항에서 정박
대기를 하다가 일본 NYK line과 M.O line 등에 T/C out되어 주로 일본에서 자동차를
싣고 유럽으로 향하였는데, 항해중인 1990. 9. 경,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게 되
어 전쟁 초기에는 이라크가 서방세계에 대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봉쇄할 것이라는 뉴스가 각 선박에 전해지게 되었다.
당시 본선은 전쟁개시 하루 뒤에 수에즈 운하를 빠져 나가는 Schedule이라서 원래
계획대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행을 하였지만 홍해입구에 못미쳐서 뒤따라오던 다
른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위험 때문에 긴급히 항로를 변경하여
South Africa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취하면서 본사 영업부와 용선자측 영업부에게
우회항로를 항행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삼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는 국적선중 동일선사 소속의 선박들은 일정한 시간대에 통신
장간의 Meeting 시간이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었기에 취해진 조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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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컨테이너선에서 냉동 컨테이너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〇 컨테이너 선박에 실리는 냉동 컨테이너는 본선에서는 전원만 정상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끔 냉동 컨테이너의 자체의 관리를 본선 측에 요구할 수
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영업부 측과 협의하여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〇 통상 냉동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 냉동 컨테이너의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 본선 선교에 설치되고 CRT 모니터 상으로 냉동 컨테이너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〇 그러나 냉동 컨테이너에 취부되어 있는 냉동기 자체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선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전원공급이 중단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화물의 변질 등에 책임사항이 뒤따를 수 있다.
〇 따라서 본선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전원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도 온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화주측에게도 이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〇 대체로 냉장 또는 냉동으로 운반되는 화물은 대체로 고가화물이므로 화물이 변질
될 경우에는 손실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6) 용선계약서의 사본을 확보하였는가?
〇 선장은 당해 선박이 정기선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는 지, 용선된 상태로 정기선항로
에 투입되어 있는지 등의 본선의 운항형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〇 용선된 형태로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선주(Owner)
나 운항자(Operator)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어
야 하며, Voyage charter로 운항되는 경우에도 본선의 책임범위와 이익을 확보하
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의 확보가 필요하다.

17) 위험물 Cargo list와 Manifest를 확보하였는가?
〇 어느 선박이든지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항구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입항수속을 위
하여 선적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Cargo manifest를 제출해야하며, 화물이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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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G cargo인 경우에는 Dangerous cargo manifest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그러나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위험물이 적재되어도 화물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본
선에서 파악하기도 힘들며, 따라서 입항수속시 제출하여야 할 화물종류가 너무 많
아 현실적으로 본선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EDI file로 사전에 입항국 세관에 전송
하기도 한다.
〇 DG cargo manifest는 선적지에서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본선에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18) 당해 항만의 검역은 무선검역으로 가능한가?
〇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무선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남미지역 나라와
동남아 지역 국가중에는 반드시 승선검역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〇 일본과 한국에서는 무선검역의 전제조건으로 본선에 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를 소지하고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를 유효하게 보유해야
만 무선검역 자체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〇 무선 검역으로 입항이 가능한 나라 중에서도 만약 본선에 밀항자 (Stowaway)가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선검역으로서만 검역수속을 한다. 그런데 승선검역은
일반적으로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의 시간 동안에만 시행하므로 입항수속
중 검역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다른 수속이 불가능하며, 접안도 지연되고 하역작업
또한 지연되게 된다.

19) 주부식 보급항은 주로 어디서 하는가?
〇 집에서 멀리 떨어져 주로 원양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삶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선원은 요일마다 정해진 식단중 자기가 좋아하는 요일을 기다
려진다고도 한다. 선박이 주부식 공급이 원활한 항구에 기항하여 부식이 보급되고
나면 신선한 식단을 채우게 되면서 선내에 활기가 넘칠 때도 있다.
〇 항구에 선식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용금으로 선장과 주부식 관리담당 사관과 조
리장이 함께 상륙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식품을 현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
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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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유럽항로에서는 North sea pilot service를 제공하는 Blackxim pilot station을
통하여 신선한 연어 Fillet나 Fresh crab을 직접 구입하여, 신선하고 색다른 음식
Menu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동안 선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더하여 준
경험이 있다.

사례 3-18 아프리카 동쪽 Comore 항에서 주부식 직접구입
본선이 MO Line에 T/C 되어 운항중에는 항로가 매우 다변하고 기항 항구도 특이
하여 주부식을 제대로 공급하는 선식업자가 없는 나라나 조그마한 항구에 자주 기항하
게 되었다. 당해 항차에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매우 조그마한 프랑스령 Comore
Island에 있는 항구에 기항하게 되었는데 당시 본선에 신선한 부식의 재료가 거의 없었
으므로 부득이 선장과 통신장 및 조리장이 대리점을 통하여 수배한 차를 타고 시내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식품과 식재료를 Van에 실을 수 있는 정도까지 선용금으
로 직접 현지에서 구매함으로써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고 본선에서 직접 차를 수배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경리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선장이 대리점에서 교통편을 제공해주도록 요청하
였다.

2.4 용선계약 조건과 선박 운항 책임
〇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항구의 선택, 선박의 배선과 운항일정 결정, 화물의 확정,
선적항과 양륙항에서의 적양하 작업의 수배와 이행 및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각종
수속과 이행, 연료유 공급을 책임지며, 선박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〇 선주(선장)는 용선자의 항해지침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책임
이 있다.
〇 이처럼 경제적 이익과 수익성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용선자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우선적인 목표로서 지향하는 선주의 입장과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
하므로 선박운항과 관련한 견해 차이는 종종 클레임 처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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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선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핵심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선
박을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항(Safe port) 지정
〇 용선자는 안전항을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항은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
전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입출항 및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접안하고, 투묘하는데
안전하여야 하며, 하역장비도 안전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빠른 시간안에 용선
자에게 안전한 항구에로 이로를 요청하거나 문서로 안전한 항구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2) 취항 구역(Trading limit)
〇 용선계약서에 선박이 취항하는 구역이 표시되는데, 만약 이 구역을 벗어나 항해지
시가 있을 경우 선장은 그 지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〇 만약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장은 곧바로 용선자에게 항
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Stevedore damage)
〇 적양하 작업중 하역인부에 의해 선박과 속구에 손상을 입힌 경우 선장은 용선자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〇 이를 위해 선장은 하역업체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공식적인 손해배상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규격미달의 연료유(Off-spec bunker)
〇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로 인해 주기관 손상, 연료펌프 고착, 피스톤 링 마모, 실
린더 라이너 마모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〇 만약 규격미달 연료유로 기관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선장은 선사를 통해 용선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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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화물 운송(Transport of dangerous goods)
〇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체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선장은 용선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6) 용선 중단(Off-hire)
〇 선주의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로 선박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의 지
불을 중지하므로, 선장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해양사고나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단
② 본선의 하역장비의 고장이나 항만규칙의 부준수로 인해 하역작업의 중단
③ 국제협약이나 항만당국의 규칙이나 규정 부준수로 인한 선박의 지연
④ 선원이나 선용품의 보급과 같은 선주의 책임사항에 기인한 선박의 지연
⑤ 선박의 압류나 징용 또는 선주의 책임사항으로 인해 선박운항이 전면적으로 제
한받는 상황

7) 속력 보증 위반(Speed claim)
〇 선박의 속력이 풍력계급 4 이하에서 용선계약에서 보증한 속력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선주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〇 따라서 선장은 선박관리 부실로 인해 속력이 감소될 경우 본선에서 보고하는 항해
일지나 Noon report 기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〇 그러나 풍력계급 5 이상의 기상상태로 인한 속력감소나 조류로 인해 선박속력 감
소는 보증속력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의도적으로 항해일지에 풍력계급을 상향
기재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

2.5 선박보험 관리
1) 선박에서 보험의 의의
〇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손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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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선주)에 대해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항해사업에 수반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〇 그런데 해상보험은 선주가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는 손해보상보험이므로, 선주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별도로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에 가입하게 된다.
〇 P&I에서의 보상범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충돌사고의 1/4 손
상액과 선박과 부두와의 접촉, 선원과 관련된 사고, 사망, 부상 및 질병 등이 있으
며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조합 자체의 경영수지상의 문제와 사고경감을 위한 개별
선주의 자구 노력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Deductable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두 충
돌사고의 경우 최근에 약 $60,000 정도(통상 $5만~$10만)가 설정되어 있는 계약
도 있다.

2) 보험의 종류
(1) 선박보험(Hull and machinery, Marine hull insurance)
〇 선체의 물리적인 파괴나 손상, 기관과 장비의 고장, 공동해손과 구조료, 충돌손해
배상책임, 손해방지 비용 등을 보상한다.

(2) 선비보험(Disbursements, Increased value insurance)
〇 선박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박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상한다.

(3) 전쟁위험보험(War risks, War hull insurance)
〇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선체, 기관 및 장비의 물리적 파손ㆍ손실과
적으로부터의 몰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4)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time, loss of earning insurance)
〇 선박보험과 전쟁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박의 불가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
익(용선료, 운임 등)의 손실을 보상한다.

(5) 선주상호책임보험(P&I insurance)
〇 충돌사고 손해의 1/4과, 제3자, 선원, 화주 기타 소유권이나 선박운항과 관련한
비용으로 발생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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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임체선방어보험(Freight, demurrage & defence insurance)
〇 미수금된 운임이나 체선료, 분쟁으로 인한 법적비용 등을 보상한다.

(7) 재무책임보증보험(Certificate of financial responsibility guarantee insurance)
〇 미국 영해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재무책임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보험이다.
〇 위 (1)~(4)의 보험은 민간의 상업적 보험시장에서 체결되는 보험이며, (5)~(7)은
비상업적 상호책임보험인데, 통상 선박은 (1), (3), (5)의 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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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선사 대응

3.1 관련 법규
1) 국내 법규
〇 도선법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〇 도선약관 제2조(도선사의 지위), 제5조(도선의 제한), 제8조(승ㆍ하선시의 안전조
치), 제9조(선장의 자료통보), 제10조(선장의 협력의무), 제11조(편의 제공), 제12
조(도선사의 강제동행 금지)

2) 국제 법규
〇 STCW 협약(Navigation with pilot embarked)
Annex : Recommendation on operational guidance for officers in
charge of navigational watch
〇 IMO recommendation on navigational watch-keeping
〇 SOLAS Regulation 17 Pilot transfer arrangement(Pilot ladders and
mechanical pilot hoists)

3.2 도선업무의 정의
〇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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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는 것이며 (도선법 제2조 1항),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향상
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도선약
관 제2조: 도선사의 지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〇 일반적으로 도선사는 본선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은 없고 본선에 대한 조종권만 부
여받으며 그 조종권 자체도 조언자적인 조종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
로 파나마 운하, 독일의 몇몇 River port 등에서 도선사에게 배타적 조종권이 보
장되어 있는 곳도 있다.
(파나마 운하 통과중 본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충돌. 접촉등의 사고가 났
을 경우에는 Panama canal commission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
어있다.)
〇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은 침해받지 아니한다.(도선법 제18조 제5항:
선장의 본선 안전에 대한 지휘권)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도선법 제
18조 제4항: 도선사의 도선권)
〇 강제도선구나 임의도선구이거나 불문하고 도선업무의 개시는 도선사가 본선에 승
선하고, 선교에 도착하면, 선장이 본선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도선사는 Passage
plan과 도선계획을 통보하고 나서부터 (실제 관련서류에 선장/도선사가 각각 서명
하는 시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선사가 도선점 또는 도선사 승․하선 구역(Area) 또는 Boarding ground에
서 도선사의 승선없이 이루어지는 Shore base piloting은 도선법상의 도선으로
볼 수 없다.

3.3 국내 도선사의 승ㆍ하선 관련 규정
1) 도선사 승ㆍ하선시의 안전조치
〇 도선법 제25조 (도선시의 안전조치)에 의거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 또는
하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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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도선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선은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준수하여 실행하
여야 한다. 도선사는 승․하선과 관련하여 해당선박이 취해진 조치가 도선사가 승선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선약관에 의하면 도선을 거
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의 지연이 발생되거나, 또한 다른 선박과
선석을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지체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를 수도 있다.
〇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과 관련된 규정은 도선법이나 도선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2) 도선약관 제8조 (승ㆍ하선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하거나, 본선에서 하선할 때에는 풍하
현측(Lee side)을 만들어 선속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
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맞추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시 맨로프, 라이프 부이 및 히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ㆍ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
야 한다.

3)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 및 하선을 위한 조치
〇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선에 탑승해야 한다. 도선구에
따라서는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이 차폐되어 있어서 바람과 파도가 없는 수역도 있
으나 어떤 곳은 바로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본선이 Lee side를 만들고 승선 또
는 하선에 적합한 속력(일반화물선: 약 5~6노트, 원유선: 3~4노트)으로 낮추어야
만 안전한 승선이 가능하다.
〇 도선사용 사다리는 SOLAS 규정의 제반 규정에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책임사관 감독 하에 마모상태 등을 미리 입항 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많은 선박에서 도선사용 사다리의 Side rope가 부분적으로 마모되었는데도
본선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마모 등의 이유로 사다
리줄이 끊어지면서 도선사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을 유
념해야 한다.(부산항 및 울산항에서도 1년에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〇 많은 경우, 도선사용 사다리의 Step 중 Delta plate 한두개가 불량하여 비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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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리가 필요하고, 컨테이너나 자동차 운반선과 같이 비슷한
흘수에서 잦은 입․출항으로 사용빈도가 많은 사다리는 Side rope 자체가 낡거나
마모도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〇 도선사용 사다리가 도선사측에서 요청한 길이보다 길게 늘어져 있어서 도선선이
본선에 접근했을 때 Swell 등에 의하여 도선선이 Heaving하면서 사다리 자체를
누르면서 압박하게 되면 사다리줄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선사/도선선에서 요청하는 수면상의 높이에 잘 맞춰야 하며 또한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〇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본선에서의 행하여야 할 조치도 중요하며, 도
선사가 도선선에서부터 본선에 승선하는 동안 VHF 무전기를 소지한 책임사관
(Responsible officer)으로 하여금 안전한 통로를 따라서 선교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SOLAS : Responsible officer가 Walkie-talkie 지참하고 안전
한 통로로 안내해야 한다.)
〇 도선사를 안내하는 업무는 실습생을 시켜서 행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도선사를 안
전하지 않은 통행로로 안내 중에 도선사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여 부상을 당
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관련 항해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유무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
임도 지게 된다.
〇 도선사가 부상 등으로 도선업무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기간에 대한
도선영업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본선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3-19 급경사진 Accommodation ladder에서 미끌어진 사고
2020. 10. 중국국적의 Tanker선(약 4만G/T)이 공선으로 입항하여 SK No.7
Dolphin 부두에 접안하고 도선사 하선중 Accommodation ladder의 Upper
platform에서 미끄러져 4개단쯤 내려오다 다행히 Hand rail에 발이 걸려 추락은 면하
였으나 척추를 심하게 다쳐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비가 몹시 내렸고 Deballasting을 많이 하여 Freeboard가 높아 Accommodation ladder가 약 70도 가까이 급경사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현문 당직자는 규정에 맞도록 Ladder의 경사각도(SOLAS 규정상 55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고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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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0 도선사 승하선 중 해상 추락사고
[사례 1] 고박 부실 Pilot ladder에서 미끌어짐
2010. 5. 중국 국적의 Asphalt 운반선(G/T 5,000급)이 장생포 2-7부두에서 적하
작업을 마치고 출항을 위해 도선사를 승선시키던 중 Pilot ladder가 미끄러져 내려오
는 바람에 바다로 빠진 사고가 있었다.
사고원인은 공선접안 후 Loading 중 배가 잠기자 사다리를 그냥 걷어 올려놓은 것도
모르고 도선사는 Pilot ladder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승선하다 발생된 사고였다.

[사례 2] Accommodation Ladder와 함께 바다에 추락
2019년 울산 외항 SBM에 계류작업을 마친 도선사가 준비된 Accommodation
ladder를 통해 도선선으로 하선 중 노후된 Wire rope가 절단되어 사다리와 함께 바다
에 추락하였다, 다행히 아래에 대기 중이던 도선선에서 선장과 갑판원의 노력으로 구조
되어 화를 면하였다. 이는 장기간 사용한 낡은 Wire가 사고원인으로 판명되었다. 다행
히 본선은 만선상태로 Free board가 11m정도라서 추락 후 바닷속 깊이 들어가지 않
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선장과 도선사의 지위
1) 도선 약관상 도선사의 지위 (도선약관 제2조)
(1) 도선사의 지위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
로 도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2) 제10조(협력의 의무)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조선상의 조언을 신속ㆍ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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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시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선 등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3) 제16조(면책)
〇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
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도선사에
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 사용료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사례 3-21 Suez canal에서 선장의 자력 통항
수에즈 운하는 Pilot가 구간별로 나눠서 승선하게 되어 있으며 잘 알다시피 통과하는
선장들에게 과대한 담배 접대를 요구하고 있다. 본선은 East bound로 향하며 최종 수
에즈 항 부근에서 마지막 Canal pilot가 승선하게 되어 있었기에 항상 그래왔듯이 담배
를 1 보루(Board의 일본말)를 봉투에 넣어두었는데, 해당 Pilot가 본선 선교에 올라오
자마자 전방의 수로를 보지도 않고서 대뜸 하는 말이 “Where is my cigarette?”라고
하기에 선장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하기를 “I am not the man who should
give you cigarette.”라고 하였다.
그러자 Canal pilot가 도선을 하지 않고 내려가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내려갈테면 가
라고 했더니 그냥 하선해버렸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상황을 Canal
Authority에 있는 그대로 보고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몇 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경
험이 있어 선장은 자력으로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였다.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 중에도 도선사에게 변고가 생기거나 이번처럼 도선을 거절할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수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
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2) 선원에 대한 지휘권 유무
〇 도선사는 강제도선구이거나 임의도선구이거나를 막론하고, 국내법의 경우에 선장
또는 선주의 피고용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계약관계에 있게 된다.
〇 본선에 승선한 도선사는 선장으로부터 조종권의 일부를 선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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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업무를 행하게 되지만, 선원에 대해서는 지휘명령권이 없으므로 조종지시에
대한 위반이 있더라도 선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선법 제18조제4
항에서 도선사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선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해당 선박
에 대한 도선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3.5 도선사 승선시 선장의 책임과 역할
1) 선장의 자세
〇 일선 선장은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선사를 잘 활용해
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법적인 지위와 선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〇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선박은 개항장인 항구에 출입하게 되지만 가끔 불개항장이
나 Off shore 기지에 출입하기도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개항장에는 거의 모
든 선박이 도선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선장은 큰 불편없이 도선사를
이용하기만 하면 안심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입ㆍ출항 시킬 수가 있다.
〇 선장은 도선사를 전적으로 믿고 이용하지만 먼저 도선사의 능력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1) 1차적으로 음주 상태는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며, 2) 본선이 특수한 선박의 경우라면 이러한 선종의 배를 승선했던 경험이 있
었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하여 물어볼 수도 있다.
〇 선장은 도선사가 당해 선박과 같은 크기나 선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으
면, 본선이 접안할 때의 취약한 점이 무었인가를 미리 언급해주면 좋다고 본다. 즉
PCC 선박 같으면 Parallel body가 짧으므로 부두에 Landing시에 충격으로 선미
Quarter쪽 외판에 De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주라고 하든지, 또는
Full container 선박에서도 역시 Parallel body가 상당히 짧으므로 선수나 선미
가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접안하게 되면 Shore crane에 접촉되어 큰 손상을 주게
된다는 등의 특성을 미리 이야기 해주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〇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VLCC를 제외하고 도선사가 선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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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는 크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박의 크기에 따른 특성등을 도선
사와 선장과의 정보 교류시에 반드시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〇 특히 일본의 여러 항구에는 대형선 선장으로서 경험이 많지 않은 도선사가 상당히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〇 도선사가 승선하게 되면 많은 선장들이 가끔 선교를 비우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히
급한 사정이 없는 한 선교를 비워서는 아니 되며 급한 용무로 선교를 비울 때에는
도선사에게 통지한 후에 비우도록 한다.
〇 도선사와 선장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잘 협력하여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성취하여야 한다.
〇 도선 중에 도선사의 지시가 적합한지에 대한 감독은 담당 항해사나 선장에게 있다.
따라서 도선사의 기관사용에 대한 Order를 포함하여 타를 사용하는 지시도 수시
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3-22 SBM 이안중 선장의 선교부재로 3항사 기관사용 거부
2011년경 울산항에서 S-Oil 원유부이에서 출항도선을 위하여 1명의 도선사가 승선
하여 본선 선장과 Unmooring 절차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표준 이안절차에 따라서 이
안 조선을 하고 있는 중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류의 방향이 바뀌어 선수가 SBM buoy
와 가까워진다는 Mooring master의 급한 연락을 받았다.
도선사는 본선의 후진기관을 사용하려고 본선 선장을 부르니 선장이 선교에 보이지
않았기에 Telegraph 가까이에 있는 3등항해사에게 후진기관 사용을 요청하니 3등항해
사는 “본선 선장의 허가가 없으면 안된다.”고 거부하였다.
도선사는 상황의 긴급성을 설명하고 직접 Telegraph를 조작하고자 하였으나 3항사
가 계속 거부하여 “선장이 선교를 비우면 당신이 선장을 대신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강제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겨우 SBM과 근접상태를 막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선교에
올라온 선장에게 도선사는 선교상황을 설명하자 “차항 정박지를 알기 위해 본사에 위성
전화를 하기 위해 선교를 비웠다.”고 변명하며 양해를 구하였다.
만약 선장이 업무상의 일로 선교를 비울 경우 선장은 당직사관에게 선장을 대신해야
하는 당직사관의 지위를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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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3 Woman pilot
미국 Oakland항 부두는 입구 부근에 횡조류가 커서 부두 가까이 접근할 때 선속을
너무 낮추게 되면 큰 압류가 발생하여 부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횡조류가 있는
부두 전면에서는 어느 정도 속력을 가지고 통과한 후 조류가 차폐되는 안쪽의 Turning
basin에서 180도 선회를 한 후 지나왔던 항로로 다시 되돌아 나오며 당해 부두에 출항
자세로서 접안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항차에 본선이 샌프란시스코 Pilot station에 도착하니 여자 Pilot가 승선하였기
에 항내구간 항해 도중에 선장은 도선사에게 우리 배 크기(G/T 47,000톤급, LOA/
275m)의 선박에 승선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였고, 그러면 부두에 접
안을 해 본 경험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선장은 그 동안의 경험에 따라 우리 부두 앞쪽 입구의 조류 크기와 본선의 상태
를 설명하고 안쪽의 선회장에서의 선회와 접안방법을 설명하였더니 매우 감사해 하면서
조선시 도움을 청했고, 선속의 적절한 제어와 좁은 수역에서의 선회를 도와 무사히 접안
을 마무리 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은 승선경험이 있는 선장의 부족으로 교육기관에서 Pilot를 양성하는
추세에 있고, 여성 도선사도 증가하면서 대형선 조선경험이 부족한 Pilot들이 많으므로
선장은 도선사의 능력을 확인 내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도선 중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본선 선장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례 3-24 용선자의 도선료 지불 거부
본선은 원선주가 A사에 정기용선 주고 A사는 다시 B사에 1항차 항해용선을 준 상태
에서 터키의 다르다넬스해협을 통과하면서 도선사를 승선시켰다. 이 해협은 강제도선구
역이 아니고 임의도선구역이며, 용선계약서에서는 Customary pilot를 사용할 경우 도
선료는 용선자가 지불한다고 되어 있었다.
원 선주는 선장에게 본선의 안전상 도선사를 태울 경우 도선사 수배를 요청할 수 있
으며, 도선료는 용선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선장은 선주의 대리점을 통
해 도선사를 수배하고 용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용선자는 다르다넬스해협이 통
상 도선사를 태우는 구간이 아니며, 도선사 신청도 선주의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였으므
로 도선료 지불을 거부하였다.
결국 소액분쟁을 통해 선주와 용선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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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직접 선주 대리점을 통해 도선사를 수배하는 경우에는 선주를 대리하여 수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지불 주체인 용선자(대리점)를 통해 도선사를 수배
하여야 용선자 부담으로 될 수 있다.

2) 선장-도선사 정보교환(Master-Pilot Information Exchange; MPX)
(1) MPX의 의의
○ MPX의 명시적인 목적은 도선사가 본선을 잘 조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
박의 명세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선박의 특징이나 상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MPX가 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으로 MPX는 도선사와 선
교팀이 통항 내용을 합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MPX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행사(Event)가 아니라, 선박의 항해에 책
임을 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통항계획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
(Process)이다.

(2) MPX의 도구인 Pilot Card의 중요성
○ 도선사는 본선선교에 도착하자마자 도선사의 통항계획(Passage plan)과 선장의
도선사카드(Pilot card)를 중심으로 MPX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5~10분 정
도면 개략적으로 상호이해가 이루어지고 도선진행 내내 지속적으로 보충, 보완적
인 MPX가 진행된다. 하지만 Pilot card의 양식이 낯설거나 또는 선장의 언어가
명확치 않은 경우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야간에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욱
지연될 것이며 외부와의 교신이나 선교 내 경보 등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흐트러
지는 경우도 있다.
○ 도선사의 입장에서 Pilot card는 본선조종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왕왕 Pilot card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선박의 명세(Ship΄s particular)만
제시하는 선박들도 많이 있고 Pilot card의 양식이 회사마다 달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동원해야 하
는 선박도 있다.
○ IMPA(국제도선사협회)에서는 Pilot card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 수집 작
업 중에 있는데 일선 도선사의 경험으로는 국내 대형 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A4
용지 2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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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는 매번 다른 선박, 다른 선교장비와 배치, 다른 항해절차, 다른 선원을 만
나게 된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도선사는 당해 도선에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여건에
신속하게 적응하여야 하며 이를 돕는 것이 MPX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운
항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사례 3-25 MPX 불량으로 인한 사고
AZAMARA QUEST 사고사례
2016. 1. 27. 말타 선적의 여객선 AZAMARA QUEST는 도선사 조선 하에 뉴질랜
드 말보로 사운드의 픽톤항 입항 중, 토리채널 입구의 암반에 좌초했다. 394명의 승무
원과 652명의 여객 모두 별 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본선의 손상도 비교적 경미한 편
이었다.

뉴질랜드의

교통사고조사위원회(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는 사고의 원인을 도선사와 선장 간 의사소통 불량(Miscommunication)
으로 판단하였다. 도선사와 선장은 토리채널부터 픽톤항까지의 통항계획(Passage
plan)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으나 토리채널 입구의 좁은 수역에서 선회 시 강한 조류
만 신경 썼을 뿐 어떻게 첫 번째 선회(1st turn)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간에 충분
한 의견교환이 없이 진입하여 회두를 시작하였으나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충분한 선회
가 되지 못하고 결국 웨키락(Wheki Rock)에 좌초되었다.

CMA CGM CENTAURUS 사고사례
2017. 5. 4. 정오경 컨테이너선 CMA CGM CENTAURUS(선체길이 364m, 총톤
수 131,331톤)는 도선사 조종 하에 제벨알리 항 접안 중 부두와 접촉하여 육상 크레인
1기가 전도되고 10여명의 육상인력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시정은 양호했으며, 풍력 크
기는 3, 조류는 없었다. 접안을 위한 회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선사도 선교
팀도 회두를 위한 선속에 대해서 무지했다. 접안조선에 대한 계획도 교환한 바 없었기
때문에 선교팀의 조력도 없었고 도선사 개인의 판단착오가 사고로 귀결되었다.

사례 3-26 도선사와 본선 간 의사소통 현실(캐나다 사례연구)
1. 대부분의 외국 선박은 통항이나 독크 입ㆍ출거에 대하여 전적으로 도선사를 신뢰하
고 의지하여 도선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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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국적 선박의 선장들은 도선사의 승선으로 자신이 직무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2. 92%의 선장과 81%의 항해사는 적어도 가끔은 도선사의 의도를 질문하는 것이 꺼
려진다고 응답했고, 1.5%의 항해사는 도선사의 의도를 질문하는 것이 언제나 꺼려
진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선장은 선교팀이 가끔 도
선사가 단지 보조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도선사의 지시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받
아들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 도선사들의 경우 언제나 선교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도선
사가 선박의 속력이나 조종성능 같은 필수 정보를 선장이나 당직사관에게 직접 질문
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19%의 도선사만이 언제나 해당 선박의 조
종성능을 선장으로부터 고지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4. 어떤 도선사는 선장이나 당직사관에게 항행계획이나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이나 당직사관들의 답변에 의하면 어떤 도선사는 승선 후
곧장 조선 업무를 수행하여 선장이나 당직사관에게 항행계획을 비롯한 도선상의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 3-27 MPX 불량으로 Tug line을 잡지 못해 좌주
튀니지 La Goulette항 입항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동차선이 풍속 25노트 이상의 강
풍으로 인한 접안 가능 여부를 대리점과 도선사와 협의하였고, 접안일에서 2일 이상 기
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어 접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선이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입항 중 기상악화로 도선사 승선지점이 아닌 방파
제 근처에서 도선사가 승선하였다.
도선사 승선 후 5분 만에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본선 Line으로 Tug line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선사-예인선, 예인선-선미부서, 선장-도선사 간 부적절한 의사교환과 예인
선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Tug line을 잡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본선은 강풍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항내 천수구역에 좌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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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선사와 선장의 지위관련 국제규칙
1) STCW 협약 Navigation with pilot embarked
〇 만약 당직사관이 도선사가 취한 조치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선
사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〇 그럼에도 의문이 남아 있는 때에는 당직사관은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이 선
교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2) IMO recommendation on navigational watch-keeping
(responsibility)
〇 도선사의 직무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하였다고 해서 선장이나 당직사
관의 본선 안전에 대한 직무와 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〇 선장과 도선사는 상호 본선의 특성 및 그 해역의 특성과 항해계획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만 한다.

사례 3-28 도선사의 무리한 조기 하선 제재
1998. 2. 경 G/T 60,000톤, 6,000 UNIT PCTC(LOA 200m) 자동차선이 시리아
Tartos라는 좁은 항구에 입항하여 하역을 마치고 출항 시점에 대리점에서 출항시 지원
가능한 예선이 1,000마력짜리 한 척만 가능하다고 하기에 선장은 당시 부근에 저기압
이 형성되어 바람이 25노트 이상 되고 지원하는 예선의 마력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판
단하여 바람이 좀 잔잔해지면 출항하기로 하고 대기하였다.
약 5~6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15~20노트 정도로 떨어지기에 대리점에게 도선사와
Tug의 수배를 요청하고 출항하였다. 당시 방파제 바깥 해상상태가 나빠서 우현접안이
되어 있는 본선을 이안하면서 약간 후진하여 선미측에 있는 선회장에서 배를 약 90도
회두하여 출항자세로 만들고 난 후 방파제 안에서 도선사가 하선하기로 되어 있었다.
부두 안벽에서 약 5m 이안하고 후진을 하는 데 우현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Slip형 부두의 좌현 쪽에 계류되어 있는 잠수함 쪽으로 빠르게 압류되기에 압류량
을 줄이기 위하여 후진속력을 높여서 압류를 방지하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하고 본선의
타력을 멈추기 위하여 전진기관을 미속전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후진타력으로 선미쪽
Turning basin 부근에 지중해식으로 계류되어 있는 여러 척의 소형선 Anchor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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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너무 가깝게 되어 전속전진까지 사용하여 겨우 선체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
본선 선회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바람에 압류되고 있는데도 도선사가 하선하려고
하기에 선장은 여기서는 하선이 불가능하니 차항인 Cyprus Limassol 항에서 하선할
것을 요구하고 선속을 올려 무사히 좁은 방파제 항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도
선사가 당시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차항 Cyprus Limassol 항에는 하선할 수
없다고 하여 할 수없이 본선에서 Lee side를 만들고 Pilot boat 대신 Tug boat로 하
선시켰다.

사례 3-29 고령의 도선사가 과속하여 선장이 직접 감속조치 이행
컨테이너선(G/T 46,000톤, 4,400TEU, LOA 275m)이 1992. 6.경, 일본 Kobe항
입항차 내항 Pilot station에서 도선사 승선하였고 선교에서는 선장이 Pilot가 승선후
Deck 상에서 선교쪽으로 도선사를 안내하고 있는 3등항해사에게 Pilot가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는 것 같아 신체적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시킨 결과, 오늘이 도선업무의 마지
막 날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선교로 안내를 받은 도선사가 Pilot card 등을 파악하지도 않고서 먼저 기관을 Full
ahead engine 발령부터 하였다. 이때 선장이 도선사에게 이 배는 빨라서 F/ahead
Speed가 약 18노트라고 이야기 했는데 도선사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방파제를 통과하고 나서 방파제 부근에서 부터 안벽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
므로 선장은 불안감을 느끼며 도선사에게 속력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도선사가
별다른 감속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자, 선장은 곧바로 3항사에게 Stop Eng.을 명하고
모든 승무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르게 하고 선수에 있는 1등항해사에게는 즉시 투묘준비
를 지시하였다.
기관 RPM이 약 20이하로 떨어져서 후진기관의 작동조건이 되자마자 Slow astern,
Half astern을 순차적으로 한 후 곧바로 Full astern까지 걸면서 선수 1등항해사에게
는 Let go anchor를, 3등항해사에게는 Bow thruster를 Full to port로 작동시키니,
방파제 바로 안쪽에서 대기 중이던 Tug boat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본선이 천수구
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수에서 Full로 밀어주게 되었다. 이후 선속이 떨
어지고 배가 완전히 타력을 멈춘 후 상황이 정리되자 선장은 도선사에게 접안조선을 누
가 할 것인지를 상의한 결과, 두 사람이 합력하여 무사히 접안을 완료하게 되었다.
당시 본선은 기관이 Governor의 용량부족으로 후진기관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자
주 발생하여 입항 접안중에 비상투묘를 수시로 행하여 온 경험이 있어서, 입ㆍ출항시에
는 항상 기관실에는 선교용 무전기 1대(VHF 워키토키)를 청취하게 하고, 기관실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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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VHF로서 선교에 “후진 기관이 잘 안걸립니다.”라고 하면 선수 1항사는 바로 즉
시 투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으며 때도 지체없이 비상투묘가 적시에 이루어졌다.
한편 3등 항해사를 통해 도선사의 신체 상태를 사전에 감지하고, 적절한 도선을 행하
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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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로 선정

4.1 일반적 고려요소
〇 선박에서 안전운항의 기본이 되는 안전한 항로의 선정은, 항상 선박과 인명의 안전
을 확보해야 하는 선장의 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〇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정기 항로를 운항을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차항의 기항지인 적재항과 양하항의 결정이 본선에 늦게 통보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항로의 선정과 더불어서 선원교대, 주요 선용품의 수급, 관련 해도나
수로서지 등의 구입도 적당한 시점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자해도가 구비되어 있
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도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〇 항로선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선박이 통과할 예정인 시점에서의
해당 수역에서의 기상과 해상상태이다.
〇 계절적으로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은 하계절에는 매우 평온하나 동계절에는 매우 험
악하다. 반대측 남태평양도 겨울철(6월~9월)에는 매우 불량하게 된다. 그러나 반
대로 인도양에는 겨울철에는 양호하다.

사례 3-30 불명확한 수심으로 인한 선저 접촉
본선이 싱가포르에서 벙커링을 한 후 인도네시아 섬 사이를 연안항해하여 호주
Kwinana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선주의 항해 마일 단축 요청에 따라 선장은 기존 항로에
서 Short cut를 결정하고 육지쪽으로 항로를 변경하였다, 4. 19. 14:25경 선저가 접
촉되면서 선속이 12.1노트에서 5.5노트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약간 진동이 발생하고 수
면상으로는 Mud가 회오리치면서 올라왔다.
이후 선체 각부를 점검한 결과 다행히 선체손상 및 기기의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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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항로를 변경할 경우 선장은 해당수역에 대해 통항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도상의
수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수역으로는 항해를 지양하
여야 하며, 군도지역은 설정된 ASL(Archipelagic sea lane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항과수역의 선저 여유수심
〇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선박은 운항 중에는 항상 Afloat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적ㆍ양하항에서는 저질이 Soft mud로 되어있어서 저조상태에서
잠시 Aground 상태가 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NAABSA clause, Not
always afloat but safety aground) 선저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항
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〇 좁은 수로나 어떠한 해협을 통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당해 선박의 흘수에 따르는
여유수심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유수심에 고려할 요소로서는 Squat 현상과
Rolling 현상, 침로변경에 따른 최대 외방경사로 인한 흘수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Open sea 수역에서는 최대 흘수의 30%,
Confined water에서는 최대 흘수의 20%, 항내의 정박지 수역에서는 최대흘수의
10%의 여유수심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〇 선저 여유수심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을 조정하여 High tide 시간에 맞추거나 선속을 최대한 낮추거나, 가능한 소
각도로 변침을 행함으로써 선회에 따르는 외방경사각을 줄여야 한다.

선회와 스쿼트로 인한 흘수 증가
• 선폭 40m 정도의 선박이 5도 정도 경사되었을 때의 흘수 증가량은 40m × 1/2 ×
sin30° =1.74m 이나 선회중 초기 외방경사량은 말기 횡경사의 3~5배 까지 증가된
다는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를 근거하면 1.74m × 3 = 5m가 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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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선이 Confined water에서 항행 중에 발생하는 Squat 현상에 의한 선체의 침하
효과도 반드시 추가로 고려해야만 한다.

사례 3-31 Pitching으로 인한 선수 선저 손상
본선은 미국 서부의 Portland항에서 곡물을 적재한 후 출항하여 Colombia River를
빠져나와 Astoria항을 지나 Pilot 하선후 외항에서 밀려오는 커다란 Long swell을 잠
시 선수 쪽에서 받게 되었는데 당시 선수 선저가 해저에 있는 모래바닥에 심하게 부딪
친 것 같은 현상이 있었다.
그 후 상가시에 선저에 손상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Loading port와 Colombia river
를 통항하는 데 충분한 UKC(4.2feet)를 분명히 확보했고 손상부위인 선저외판에 Paint
scratch가 없었다. 원인은 선수선저의 Slamming 현상으로 인한 손상이었을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일반 화물선은 공선상태에서 황천 항해 중에 큰 파장의 Swell을 선수 부근에서 만날
때에는 선수의 Slamming 현상으로 인하여 Hold ballasting 등을 행하여 선수의 흘수
를 6.50m 이상(G/T 15,000톤)으로 잠기게 하지 않으면 선저 외판에 Dent 현상
(Deformation)이 생기게 되므로 공선상태에서는 항상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3 항과수역과 국제만재흘수선 규정적용
〇 부정기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적재항에서는 해당수역의 만재흘수선 규정에
맞추어 적재하였더라도 이후 항로상의 운항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특히 남북항로
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과수역이 동계절에 해당되거나 특히 동계절 북대서양
Zone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ver draft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〇 항로선정과 함께 만재하여 항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박이 지역별로 적용되
는 국제 만재흘수선 규정에 맞춰서 항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계절에 중동지역
에서 적재를 하는 경우 적재항은 Tropical 해역이 적용되나 Persian gulf 지역을
빠져나오는 경우 곧바로 Summer zone 지역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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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항로선정과 OSR의 이용
〇 기상상태의 경우, 회사나 용선사가 ‘OSR’(Optimum ship’s route) 기상 Service
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선의 특성에 맞는 항로의 최종적인 선택권은 선장에
게 있다. 그러므로 OSR에서의 정보는 권고사항이므로 본선이 용선(Chartered
operation)으로 운항되는 경우에는 본선 선장은 당해 항로를 선정하게 된 합리적
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〇 해당 선박의 크기 규모, 선종, 선령에 따라서 감내할 수 있는 파도의 크기가 달라
질 수 있으며, 항해중 파도를 앞에서 받게 되는가 뒤에서 받게 되는가에 따라서 항
로선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 5만톤급 컨테이너선박: 6m 이내의 파도, 6만톤급 자동차선: 5m 이내의 파도 등
〇 본선이 고속선일 경우 예정항로에서 만약 1일 정도의 황천항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상상태가 좋은 항로를 선택하여 300마일 정도를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여 항
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실예: 20노트 – 7노트 = 13노트, 13×24h =
312마일 증대효과)
〇 만약 2일 정도의 황천항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상상태가 좋은 우회항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〇 따라서 고속선인 컨테이너 선박이나 자동차 전용선 등의 경우 OSR에서 Route
service를 제공받을 때에는 통행이 예상되는 해당수역의 해상정보를 함께 수신하
여, 파도의 방향과 크기를 함께 분석하여 감속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항로로 선택
하는 것이 항해일 수 단축에 도움이 된다.
〇 항로의 선정은 지상 기상도를 기준으로 상층 기상도, 예상 파랑도 등을 종합하여
분석․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3-32 위험성 평가를 생략한 우회항로 선택으로 인한 좌주
6,700 TEU급 컨테이너선(LOA 303.8m, 흘수 13.75m)이 싱가포르의 파시르판장
터미널에 출항하면서 승선한 싱가포르 도선사가 항로선정에 관하여서 본선에 준비한
Long Way 항로는 다수의 선박이 통항하여 복잡하므로 Short Way를 이용할 것을 권
고하였다. 선장은 짧은 항로구간이라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더구나 추가적
194

4. 항로 선정

으로 Radar와 ECDIS 화면상에 침로도 설정하지 않고 출항항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이
해역에는 305도 방향으로 1.5~2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08:12 부두를 이안하고 08:30 선수미 부서가 해산하였으며, 선장은 새로 설정한
Short Way로 나오면서 Westbound TSS 내에서 서향하는 탱커선과 CPA가 1케이블
미만인 것을 인지하고 기관을 멈추었으며, 곧이어 선수를 횡단하는 선박들을 피하기 위
해 극미속후진, 반속후진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우현 회두모멘트와 강조류의 영향
으로 선체가 제어되지 아니하여 Monggok Sebarok 저수심 부분에 본선 우현 중앙부
가 좌주되었다.
TSS 수역 인근의 항구에서 TSS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항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과 같이 항로를 90도 각도로 Traffic lane에 진입하여야 하므로(특히 싱가포르항 컨
테이너 부두에서 East bound의 Traffic lane에 진입할 경우), 만약 통항선박이 많다면
우선 West bound traffic lane에 진입하여 서행하다가 선박의 통항이 별로 없는 시점
에 U turn 방식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Traffic
center에 본선의 의도를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사례 3-33 Ocean Route 권고항로 거부에 따른 손해 책임
NYPE 1946으로 정기용선되어 Vancouver에서 Yokkaichi/ Shiogama까지 항해지
시와 함께 Ocean route는 북대권 항로(Northern great circle route)를 추천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선박들은 북방항로를 택하였다. 그러나 본선 선장은 남방 항정선항로
(Southern Rhumb line route)로 항해하였는데, 이로 인해 항정이 늘어나 용선자는
Hire loss 및 연료유 초과 사용 등 손실을 입었다며 용선계약서의 Utmost despatch
(최대한 빨리) 혹은 Employment(사용) 약관의 위반으로 선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
하였다.
중재결과, 선장이 Ocean route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방항로를 택해 태풍을
만났으므로 Utmost despatch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주의 과실을 인정하
였다. 그러나 선주는 Utmost despatch 및 Employment에 근거하여 본선이 용선자
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이 문제는 Navigation 상의 문제로 어느 항로를 택하여
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선장이 그런 결정을 내릴 시점
에 Negligence 혹은 Unreasonable하지 않았다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용선자의 Routing order는 용선계약의 Employment
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선/선원/화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명확한 항해상의 이유가 없는
한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번 건은 용선자의 항로지시에 반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용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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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장은 임의로 Deviation 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
되어 권고항로 이외의 항로를 선택할 때도 Routing Service의 서면(TLX 또는
E-mail) 메시지를 받아두고, 용선자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선장이 왜 권고항로 외의 항로를 택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OSR가 선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고답적으로 권고를 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장은 OSR측에 본선의 항행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본선이
고속선인데 권고된 항행구간에 선수파를 만나서 Heave-to 감속을 오랜 시간 행하게
되면 실제로 항행시간이 늘어나서 거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실효가 없다거나 아니면 본
선의 GM이 너무 커서 정횡파를 만나는 것을 피해야하는 등의 이유로 선장의 의견을 피
력하여 이해시키면 OSR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새로운 Route를 권고하여준다. 이 모든
경우 T/C 되어 운항하던 기간에 취하여진 조치였다.

4.5 설정된 항로의 변경
〇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전용선과 같이 Service speed가 고속선인 경우
에서는 항해 중 황천피항을 위해 속력을 크게 감속하게 되면 차항의 스케줄에 막
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어느 해역을 통과시에 기상불량으로 저속으로
Heave to하면서 보침 가능한 최저속력인 6~7노트 정도의 수준으로 항행하게 되
면 Service speed가 20노트 선박인 경우 하루에 약 15~16 시간씩 ETA가 늦어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〇 이러한 시간적 손실은 만약 고속선이 정상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해상상태의 해
역인 경우라면 하루 약 300마일 정도의 항행거리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선은 해상상태가 불량한 경우 해상상태가 양호한 해역으
로 둘러서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는 늘어나지만 항행시간은 단축되는 결과가 되므
로 고려해야 한다.
〇 항로가 선정되었더라도 해적의 출몰지역에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과
의 최대 이격거리와 함께 에스코트 선박의 유무 등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주간 시
간대에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항시간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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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특히 부정기 운항선박은 항해계획서를 받으면 예정된 기항항로가 보험증권상에 가
항수역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유빙의 빈번한 출현해역 등) 반드시 선주측 보
험 담당자에게 운항전 추가할증 보험료 납부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해야 한
다.
〇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에 당해 수역의 항해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피항을 위한 우회항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예상되는 항로주변에 피항
수역이 있는지, ECDIS 상에 위험수역이 잘 표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〇 하계절에는 남태평양 해역에는 Swell이 매우 크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며, 특히 남미 칠레 부근에서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항구에 기항하기 위하
여 마젤란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해 수로를 항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〇 우회항로로서 항해하는 수역에 해도상의 수심이 불확실한 곳에는 절대로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항해중 우회항로를 선정하여 항해하는 경우로서, 태풍이 발달하여 진행중인 경우
또는 큰 저기압으로 발달되어 큰 파도가 예상되는 해역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여러 섬 사이의 수역을 통과하거나, 중형선이 동계절에 몬순시즌에 남지나 해역의
큰 파도수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연안항로인 Palawan passage를 통과하는
방법도 가끔 이용되고 있다.

사례 3-34 우회항로 항행 후 불확실한 수심정보로 인한 좌초
본선은 미국 서부 포틀랜드를 출항하여 극동지역을 양하지로 대권항로를 항행하는 중
항로상의 매우 큰 저기압의 발달로 우회항로상의 피항지에서 투묘하여 대기하다가 기상
이 양호해져서 양묘후에 원래의 항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선장은 해도상에서는 수심은 불명확하지만 수로의 영문 명칭이 Twelve-fathom
strait로 되어있으므로, 본선의 흘수 약 12.5m로는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항
로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해당 항로를 택할 경우 거리상으로 큰 이득이 없는 데도 선장은 약간의 지름
길(Short cut)라고 생각하고서 그 수로를 통과하다가 얕은 수심에 좌초되었으며, 본선
은 화물의 일부를 이송하고 나서, 이초 후에는 손상된 선저의 수리를 위하여 조선소로
항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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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변형된 우회항로의 한 형태로서, 동계절에 유럽항로 항행중 Biscay만 부근의 높은
파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포르투갈 남측연안에 있는 Setubal항 부근이나 또는 그
보다 남쪽 해역에서 12시간~1일 정도 Drifting 하면서 Biscay 연안해역의 해상상
태가 호전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대기하다가 항행하는 방법이 황천항해를 피하고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하므로 많이 선호되고 있다.

사례 3-35 동계절 Biscay 부근 황천 항행
본선은 동계절 항과가 예상되는 시점에 비스케이만 부근에서 큰 파도가 예상되었음에
도 안전한 피항지에서 임시 대기하지 않고 예상파고 높이가 5~6m 지역에서 항해를 감
행하였다.
선장은 황천 피항방법으로 선속과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항행하였으나 극심한 횡
요로 Car deck 내에 고박된 커다란 중량화물이 이동되면서 선체가 손상되고 화물도 크
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사한 선종의 다른 선박은 동일한 항로를 항행중 포르투갈 Setubal 부근에서 몇 시
간 정도 Drifting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해당 해역의 기상이 양호하게 된 이후에 그 곳을
통항하도록 계획함으로써 황천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다.(이
곳의 풍랑은 33만톤의 VLCC도 힘겨워 피난 후 항해할 정도이다.)

사례 3-36 동계절 높은 파도의 해역을 피한 우회항로로 항행
본선은 겨울철에 미국 시애틀을 출항, 차항인 부산항을 향하여 OSR의 권고와 본선
선장의 판단으로 예정대로 대권항로 항해 중이었다.
본선이 캄챠카 부근을 항해 중, 북해도 부근에서 커진 저기압의 영향으로 Tsugaru
해협쪽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북해도 근방의 해상상태가 너무 나빠 큰 파도를 조우할
것이 예상되었다. 본선은 원래 항로와 인접한 해역의 해도를 전부 비치하고 있었기에 약
간의 우회항로로서 러시아 영해 수역인 Soya strait를 통과하도록 항로를 바꾸어 항행
함으로써 ETA에 차질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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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항로선정과 TSS(Traffic separation scheme) 수역
〇 어느 수역에 TSS 항로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Traffic lane의 일반적
인 방향을 따라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TSS에서 설정된 통항로를 따라야 한다. 연안해역의
TSS 해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멀리 떨어지는 항로를 설정해야 한다.
〇 선장은 2등 항해사가 Course line을 작성하기 전에 주요지점 통과시 Traffic
lane과 이격거리 등을 사전에 별도로 지시하고 또한 TSS 해역을 통과하기 전에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 3-37 항로 항행중 TSS 항법 준수 위반으로 인한 벌금 부과
미국 오클랜드에서 시애틀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Juan-De-Fuca Strait를 통과하기
위하여 워싱턴주 연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TSS 진입구 변침점을 지나 TSS 통항의 In
bound TS lane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Out Bound lane을 잠깐
동안 침범하였다.
통항선박의 항적을 감시하는 Tofino traffic center는 동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이후
U.S coast guard에서 본선에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USD 40,000의 Penalty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사례 3-38 연안항해 중 TSS 항로 미준수로 외교부를 통한 경고
국적선 1척이 호르무스 Strait 통항시에 TSS 항로를 따르지 않고 약간 가로질러서
항행하였는데 당시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오만 당국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하여 당해 선박과 해기사에게 제재를 요청하는 사
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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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피항
1) 접안중(정박중) 태풍 피항을 위한 피항지 선정
〇 접안중(정박중)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당해 항만을 Evacuation(비움)하는 경우
(한국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의 피항대책회의 또는 선석회의에서 결정한
다), 선장은 태풍의 크기(예상풍속 및 Gust 현상)와 예상진로에 따라 본선이 안전
한 곳에 피박할 것인지 아니면 태풍 중심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곳에서
Drifting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〇 경험에 의하면 통상적인 A급 태풍의 경우에는 태풍의 중심에서 150마일 정도의
이격거리에서는 풍력계급 5~6 정도의 바람을 맞게 되므로 이 정도 거리를 계속적
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역이 적정하리라 본다.
〇 중형선의 경우 한국의 진해만 같이 바람과 파도를 잘 막아주는 일급 피항지가 좋
지만 연안선이나 중소형 선박이 집중적으로 모여 매우 번잡하게 되므로 G/T 1만
톤 규모 이상의 선박은 적정해역에서 Drifting하며 피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3-39 태풍 피박지 선택시 흘수와 수심의 관계
1991. 8. 태풍 글래디스는 일본과 한국 사이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주 동측 해상에서 북서
쪽으로 진로를 전향하였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본선
(25,000톤급 벌크선)은 부산항에서 진해만으로 피항하
였는데 피박지로 가덕도 천성만(현재 부산신항 입출항
항로상) 앞 해상을 선정하여 투묘하였다. 저질은 모래,
수심은 본선 흘수 6.5m의 2배인 13.0m 정도였고 충
분한 여유수역도 있었으므로 태풍 글래디스가 지나가
더라고 가덕도 천성산이 바람막이가 되어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태풍이 북상하여 북서쪽으로 진로
를 변경하면서 선체는 만 입구로부터 밀려오는 큰 파도(파고 약 5~6m)에 의하여 크게
횡요하기 시작하였고 간혹 가다 함께 덮치는 스웰로 인하여 선체의 횡요는 극에 달하였
으며, 빈번히 해저의 모래가 양현 갑판에 계속하여 선적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하는 수 없이 진해만 내해 안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양묘하여 반속전진 및 극우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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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수를 동향에서 북서향으로 바꾸려고 하였지만 선저와 해저가 거의 맞붙어 선체
가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큰 파도와 스웰로 선저와 해저 사이에서 빠르
게 흐르는 유압에 의하여 붙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전속전진, 극우전타를 계속하
자 약 5-6분 후에 조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무사히 진해만 내해 쪽으로 이동하여 정
박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박지의 수심은 흘수의 2배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하나 태풍급인 경우 2배
보다 좀 더 많은 여유를 두고 선정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값진 경험이었다.

2) 항해중 태풍 등 열대성 저기압을 피하기 위한 항로선정
〇 태풍이 북상하고 있고 본선의 차항지가 미국 서남부 또는 파나마인 경우 출항지가
국내항(주로 남해안: 목포, 여수/광양, 마산, 부산 울산, 포항)일 때는 일본 Kyushu
남단의 Osumi Kaikyo를 통과하는 항로를 선정하고 태풍예상 진로의 남쪽해역을
따라 뒷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가는 항로를 선정할 수도 있다.
〇 일본이 마지막 출항지이면서 선속이 빠른 선박의 경우 큰 태풍의 경우에도 예상진
로를 앞질러서 항해하더라도 중심과 이격거리를 약 150마일 정도 확보를 한다면
5~6시간의 항해로서도 태풍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3) 항로선정시 해당해역 기상도 참고자료
(1) 태평양 항로
〇 경도 180도 서쪽 수역 : JMH 기상청 기상도 48 HR Wave analysis
〇 경도 180도 동쪽 수역 : Tofino, or San francisco Wave analysis

(2) 대서양 항로
〇 유럽 북대서양 전역 : 영국 Blacknell 기상도 48 HR Wave analysis

(3) 인도양 항로
〇 인도 기상청, 호주 또는 GUAM 기상청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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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40 적절한 태풍 피항으로 경쟁선보다 일찍 도착
본선(4,400TEU 컨테이너)이 요코하마 출항시 토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며 올라오
는 매우 큰 태풍이 있었는데 당시 본사 운항관리실에서는 본선 선장에게 어떤 피항항로
를 택할 것인지 문의가 왔다.
선장은 검토 결과, 본선의 선속이 약 25노트가 되므로 태풍의 진행방향 앞쪽을 횡단
하여도 이격거리가 150마일 정도 확보되며, Nozimasaki를 통과하면 선수쪽 바람과
Swell이 예상되었지만 약 5~6시간만 항해하면 태풍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태풍의 예상진로를 가로지르는 항로를 선정하여 계획한대로 무사히 항
해를 마무리 하였다.
당시 본선과 함께 Yokohama항을 거의 같은 시간에 출항하고 차항도 같은 미국
L.A.항인 국내 H사 소속 선장과 VHF로 통화를 하면서 당해 선장의 의도가 궁금하여
물어보니 선장은 태풍을 먼저 보내고 태풍의 남쪽을 돌아서 가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차항지인 L.A항에 본선이 도착하니, 경쟁선은 약 2일후에 L.A항에 도착하였
다. 왜냐하면 태풍이 예상보다 이동속도가 느려져서 태풍의 남쪽으로 한참 아래로 돌아
오게 되어 상대적으로 항행거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태풍 피항은 결코 자만해서도 아니 되지만 기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승선하는 선박의 선종과 성능에 따른 적절한 피항법을 결정하여야 한다.(예
를 들어 일반적으로 선속이 빠른 컨테이너 선박과 저속 화물선의 피항법은 다를 수 밖
에 없다.)

사례 3-41 북태평양에서 온대성 저기압 피항
본선(G/T 16,500톤 CPP Eng.)은 1월 중순 미서부의 Tacoma항에서 고철을 적재
하고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알류산열도 아래서 계절풍인 강력한 온대성 저기압을 만나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침로를 180도 돌려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Heave-to를 하였
다. 본선은 CPP Eng.을 장착하고 있어 원하는 Speed만큼 조절이 가능했으나 도저히
속항이 불가능하였다. 10시간 이상 오던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니 24시간동안 항행거리
는 거의 제자리였고 선장인 본인은 24시간만에 선교에서 내려오니 승무원들은 각자의
침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원 라운지에 다들 모여 있었다.
선장 본인의 경험으로는 강력한 저기압 부근에서는 Heave to가 불가능하였고 바람
과 파도를 뒤에서 받도록 침로를 잡을 수밖에 없으며, 그 방향은 곧 저기압의 중심으로
향할 수 밖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태풍을 만났을 경우 침로유지가 가능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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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트의 속력으로 태풍의 중심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태풍이나 저기압의 중심에서 200마일 이상 떨어져야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험만이 확신을 가져다 준다.

❙참고 문헌
선박안전법(만재흘수선의 표시)
해사안전법(통항분리제도)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I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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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국통제 관리

5.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해사안전법」
- 제55조(외국선박 통제), 제60조(이의신청), 제61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〇 「해사안전법 시행령」
- 제19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〇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 제49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2) 국제 규정
협약

’74 SOLAS

‘66 ILL

‘73/78 MA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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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CH.I REG. 19

통제

CH.IX REG.6

확인 및 통제

CH.XI-1 REG.2

강화된 검사

CH.XI-2 REG.9

통제 및 적합조치

REG. 21

통제

ARTICLE 5

증서 및 선박의 검사에 관한 특별규정

ARTICLE 6

위반의 발견과 협약의 시행

ANNEX Ⅰ REG.8A

운항상 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ANNEX Ⅱ REG.15

운항상 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ANNEX Ⅲ REG.8

운항상 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ANNEX Ⅴ REG.8

운항상 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5. 항만국통제 관리

ARTICLE 10

통제

REG. I/10

통제절차

REG.12

검사

’96 ILO 147

ARTICLE 2 (f)

검사에 의한 확인

ISPS CODE

CH. 4

당사국 정부의 책임

MLC 2006

MLC 2006 /
Guidelines for PSCO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MLC 2006 / 1.1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는 항만국통제관 지침

’78 STCW
’69 ITC

5.2 항만국통제 개요
1) 의의
〇 항만국통제는 항만국이 자국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의 구조 및 설비, 승무원의 자격
과 근로조건, 선박보안 등이 국제협약의 요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기
준미달선을 규제함으로써 자국연안의 항해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〇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해상과 항만에서의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과 자원보호
• 국제협약에 명시된 기준의 효과적 적용
• 기준미달선의 운항 방지
• 항만간의 정보교환으로 기준미달선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선박보안 대책의 이행
• 해사노동협약(MLC 2006)의 이행
○ 항만국통제는 협약 비준국의 기국 선박에 적용되지만, 협약 비당사국 선박에 대해
서도 동등 수준의 안전, 선박보안 및 해양환경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협
약을 적용하여 검사와 점검이 수행된다.

2) 항만국통제 시행 권역
〇 2020년 현재 전 세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PSC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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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항만국통제 시행 권역

5.3 항만국통제 절차
1) 점검
○ 대상선박에 대한 제보 등에 따라 관련협약의 절차에 의한 항만국통제 시행시 통제
관은 승선 전에 선박의 수면상 외관상태로부터, 도장상태 부식, 점식, 미수리된 손
상부분 등 당해 선박의 정비상태를 파악한다.
○ 승선후 선박의 관련증서와 서류를 점검하며, 증서가 유효하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인 인상 및 육상관측상 선박의 정비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시 통상적으로 제도
또는 관측된 결함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나, 선박에 대한 전반적 인상 및 관측 결과
선박, 설비 또는 승무원이 요건에 일치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
한 경우 상세점검을 실시한다.

2) 명확한 근거
○ 상세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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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설비 및 장치의 미비
• 선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
• 협약요구 서류의 미비, 불량 또는 허위비치의 증거
• 항만국통제관이 전반적 인상 및 관측으로부터 선체 또는 구조상 심각한 변형 또
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이 선박의 구조, 방수 또는 풍우밀 유지에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는 근거
• 항만국통제관의 전반적 인상 및 관찰에 의한 심각한 결함이 안전, 오염방지 또는
항해설비에 존재한다는 근거
• 선장 또는 승무원이 선박안전, 선박보안 또는 오염방지에 관한 필수적인 선상작
업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
• 주요 승무원이 상호간 또는 타 승선자와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근거
• 적절한 해제 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조난 신호의 발사
• 당해선박이 기준미달이라는 정보를 포함한 보고 또는 불만의 접수

3) 점검 시행
○ 주관청에 의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점검을 시행
한다.
○ 검사관은 승선점검시 안전, 해양오염방지 및 보안과 관련된 증서, 서류등에 대해 1
차적으로 개략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개략적인 점검실시 결과 결함선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화물선 안전구조(SC), 화
물선 안전설비(SE), 화물선 안전무선(SR), 국제만재흘수선(ILL), ILO, 해양오염 방
지협약(73/78 MARPOL), ISPS Code및 MLC 2006에 따라 전반적인 상세점검을
실시한다.
○ 주관청은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와 주관청이 취한 세부 조치사항이 명시된 서
류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한다.
○ 주관청은 항만국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선박이 부당한 출항정지 또는 지연
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관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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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의 식별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선박의 선체, 기계, 설비 또는 운항안전
요건이 관련협약의 기준에 실제적으로 미달이거나 또는 승무원 배승이 최소승무정
원 증서와 일치하지 않는 선박을 기준 미달로 간주한다.
• 협약에서 요구하는 주요설비 또는 장치의 미비
• 설비 또는 장치가 협약의 관련규정과 불일치
•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선박이나 설비의 실질적인 변형
• 운항 숙련도 미숙 또는 승무원의 필수적인 운항절차 미숙지
• 불충분한 승무원의 승무 또는 승무원의 자격
• 항해 허용시 이러한 명백한 요소들이 전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선박의 감항성을
저해하거나 선박 또는 승선 중인 인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또는 해양환경에
불합리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는 기준미달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4 항만국통제(PSC) 및 기국통제(FSC) 수검 준비
1) PSC/FSC 수검 예상항구 입항 전
○ 선장은 항만국/기국통제에 대비하여 선사에서 마련한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체점검
시행 및 미비사항 등은 사전에 시정조치하고, 육상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수검 요령
○ 선장은 항만국통제검사관/기국검사관 (이하 검사관) 승선 시 불필요하거나 사소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검에 임해야 한다.
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제협약과 PSC/FSC에 대한 지식이 많은 선장ㆍ기관장
및 책임사관이 입회한다.
② 선박에 대한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하므로 승무원의 복장, 특히,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의 착용을 이행하고, 선내 전반에 걸쳐 청결, 정리정돈 상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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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 PSC/FSC 검사관이 승선하여 임검을 요청한 경우라도 선박, 화물,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장은 임검시기를 변경 또는 조정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3) 미국, 유럽항 기항전 사전점검
○ 한국국적 선박은 미국, 유럽항 기항 전 사전점검 주기에 따라 한국선급 사전점검
및 선박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 선박의 안전도 평가 기준 및 사전점검 주기
① 매항차 해당지역 기항전 마지막 항구 또는 기항 첫 항구: 선박의 위험도(HRS),
회사의 안전관리수준(LOW), 선령(20년 이상), 위험선종(케미컬탱커, 가스선,
유조선, 벌크선, 로로선, 여객선), 특별점검대상선박(중점관리대상 선박 및 최근
3년간 출항정지 선박)
② 6개월 주기: 그 외 선박

5.5 PSC 결함(Deficiency)/억류(Detention) 발생시 대응절차
1) 검사관의 PSC 점검보고서(PSC Inspection Report) 확인
○ 선장은 PSC 검사 종료 후 검사관이 교부하는 PSC Inspection report의 내용을
확인하여 결함 및 억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SC Inspection report는
FORM A와 FORM B로 구분된다.
FORM A

항만당국에 의해 PSC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선장 및 타 항만당국에 알릴 목적
으로 작성되며 결함 및 선박억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FORM B

결함발생 또는 선박이 억류되었을 경우 교부되며, 결함/억류 상세내용 및 검사
관이 취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검사관이 취한 조치사항은 Action taken
codes와 함께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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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류(Detention) 여부 확인
○ 선박이 억류되었다 함은 Inspection report(FORM B)에 Detention code (30)
가 부여된 후 Code가 삭제 또는 다른 Code로 변경되지 않았거나, 검사관이 구두
로 억류사실을 통지한 후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억류를 해지한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선박이 억류된 후 억류항목에 대한 시정조치가 출항 전까
지 이루어져 실질적인 운항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Inspection report
상 Code의 삭제 또는 변경, 구두로 통지된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지통보가
없는 한 선박은 억류된 것(Detained)으로 간주된다.
○ 선장은 PSC 점검보고서 FORM A의 17. 억류 여부 및 FORM B에 Detention
Code (30)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Detention 여부 통지는 상기 서면 보고서 외에 구두로 통지될 수 있으며, 선장은
Detention 여부가 구두로 통지된 경우라도 서면으로 통지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Detention이 구두상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추후 Detention 사실이
서면으로 선주/운영자에게 통지된다.

3) Detention 발생시
○ Detention code 부여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PSC 검사관
이 선박을 떠나기 전에 해지를 위한 충분한 설명 및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중
히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결함내용의 성격상 Detention code 부여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본사에 보고하여 육상팀, 기국정부, 선급의 지원을 요청하여
야 한다. 단, 긴급 시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현지 대리점/사무소, 선
급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Detention code (30) 부여가 확정된 경우, 선박의 억류사실이 인터넷 상 전세계
PSC 정보교환시스템 (PSC Information exchange system)에 공개되며 해당 선
박은 향후 1년간 전 세계 항만에서 집중점검대상선박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임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1년 이내에 재차 억류될 경우에는 소속선사가 기준미달회사로 등
록되어 소속선사의 전 선박이 집중점검대상에 포함되므로 선장은 Detention code
(30)의 해지 또는 등급이 낮은 Code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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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ficiency 발생시
○ 현장 점검 중 발생한 시정 가능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 완료
한다. 육상지원 필요시에는 본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 시에는 현지 대리점/사
무소 등에 직접 요청하여 결함사항을 시정한다.
○ 선장은 PSC Inspection report상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적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문의하여 수긍할 만한 근거를 요
청하고 확정된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방법 및 기한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정조치 이행 및 결과를 검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PSC 수검결과 보고
○ 선장은 PSC 수검 후 PSC/FSC 수검결과보고서와 검사관이 교부한 Report(발행한
경우)를 회사에 E-mail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6)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 선장은 결함사항에 대한 검사관의 시정명령 및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PSC Inspection
report (FORM B)상에 부여되는 Action taken codes를 숙지하여야 한다.
○ PSC 수검 중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관이 부여한 Action taken codes
별 시정조치 기한을 준수하여 조치결과를 회사에 송부하면 회사는 시정/예방조치
결과 검토 후 검사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 PSC 정
보교환시스템에 시정조치 불이행 이력이 계속 남게 되므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7) Action taken codes에 따른 시정조치 방법
○ Action taken codes는 결함시정을 위해 선박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Deficiency action codes’와 특정임검과 관련하여 검사관이 취한
조치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PSC Inspection action codes’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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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번호

시정조치 방법

선박 억류항목
(Code 30)

본사 담당감독, 현지 대리점/사무소, 선급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지원 하
에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운항지연이 최소화 되
도록 한다.

출항 전까지
시정조치 요구
항목
(Code 17)

지적된 결함사항 중 출항 전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항목은 시정조치
후 해당 검사관에게 통보하여 재수검 받은 후 Inspection report에 시
정조치완료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즉시 시정조치
가능 항목

현장에서 시정조치 가능한 항목은 즉시 시정하여 검사관 입회하에 확인
하고 Inspection report상에 Code 10 혹은 Code 12가 기입되도록
한다.

기타 시정조치
요구 항목 (Code
15, 16, 18, 99)

선박 출항 후 다음 기항지에서, 또는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
함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후 검사증서 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
여 즉시 당해 검사관에게 시정조치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8) 기록 유지
○ 점검 후 교부된 PSC Inspection report는 선내에 보관해야 하며, 검사관에게 보
고한 PSC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는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차기 임검시
제시하여 종결처리 한다.

5.6 기타 검사
1) 검사의 종류
○ 각 항만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검사를 통해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
여 환경, 안전, 화물 등에 관한 국제규정 및 Local regulation의 준수여부를 검사
하기도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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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종류
Water Police에 의한
검사

내 용
해안보안과 환경보호관련 법의 수행을 위해 선박의 각종 증서
확인 및 Garbage record book, Oil record book 등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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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SCAQMD)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항선박에 대해 특정한 시간 내에 3분 이
상 또는 20% Opacity의 매연 배출 여부 검사

3

Ballast Water
Management관련
Inspection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및
Local regulation 검사

4

D/G Inspection

포장 위험화물에 대한 IMDG Code 및 Local regulation 규
정 준수 사항 검사 (IMDG Code book 참조)

5

Bulk carrier inspection

캐나다를 기항하는 선령 10년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체 및 각
종 Tank 검사 시행

6

DPC Condition survey

브라질 제항을 기항하는 선령 18년 이상의 모든 Bulk carrier
에 대한 브라질이 서명한 국제협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법정 증
서, Cargo hold 및 일부 Ballast water tank 등 검사

7

RIGHTSHIP Inspection

호주 제항을 기항하는 선령 14년 이상의 Bulk carrier에 대한
ISM Code, 선체, 기관, 항해계기, 선박서류 등 검사

2) 준비 사항
○ 선장은 입항 전 대리점을 통해 기항 항만에서 시행하는 검사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 및 승무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위반 사항 발생시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현장대응으
로 지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수검결과 보고
○ 선장은 임검 특기 사항, 주의 요청 사항 및 구두권고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수
검결과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사례 3-42 항만국통제 성공사례
1. 기본적인 상세
본선은 총톤수 30,000톤급의 Oil/Chemical tanker로써 미주 및 아시아를 주요 항
로로 하며, 주로 나프타 또는 메탄올을 운반하는 바, 미국 기항시 이뤄진 USCG 수검
경험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213

선장 실무 지침

선장을 제외한 사관은 인도 또는 필리핀 국적이며, 부원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서 전형적인 혼승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및 선원의 기술적
인 면에서 보통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유럽항로에서 용선자 변경에 따라 미주노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USCG의
COC를 첫 목적지인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입항시 받게 되어 이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본선은 이미 World wide 항로의 Tanker선으로써 각국의 항만국통제 및 OCIMF의
SIRE 및 CDI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바, 제3자 검사/점검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으나 USCG의 경우 선원의 훈련 상태 및 기술적인 숙지 상태를 확
인하고 또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에 선장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
문적인 기술과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2. 선내 비상대응력 향상을 위한 훈련
특히나 비상대응훈련(Abandon ship/Fire fighting/Oil spillage)은 평상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각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체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PSCO가 참관
하고 Simulation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USCG의 경우 이러한 대처능
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집합시간 및 상황 대처시간을 확인하여 미흡할시 흔히 말하
는 ‘Code 30’으로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1) 소화훈련(Fire fighting drill)
먼저 화재를 발견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화재의 규모
/종류/장소가 정확히 보고되어야만 초동대처 여부를 선장이 빨리 판단하고 대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의 크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에 때문에 사전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전파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본인의 경우 상급해상안전교육 책자와 FSS Code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 Small size: Drum통 단위의 화재
- Medium size: 일정 구역의 구획에 한정된 화재
- Large size: 한 구획을 넘어서는 화재
이를 근거로 하여 Small size의 화재는 선내 초동대처(현장에서 최초발견자에 의
한 소화작업)를 우선 실시하지만 Medium size는 초동대처가 무의미하기에 소화
부서 배치를 통해 진화작업을 수행한다.
소화부서 배치후 대응팀과 지원팀의 부서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채 소요
되지 않아야 하기에 부서배치와 함께 각자의 임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있도
록 훈련이 체득되어야 한다. 특히 Fire fighter의 경우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기
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Fire fighter를 사전에 지정하여 개인 장구를 최적화
시킨 뒤 비상시에는 지체없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훈련을 참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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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O가 외국의 경우 Breathing apparatus 등 개인위생문제도 있고 해서 한 사
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소화훈련의 경우 전선원의 체득여부가 여실히 결과로써 드러나기에 입항전 충
분한 시간을 가지고 거듭 훈련을 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
였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소화대응방법의 교육일 것이다. 화재 현장 주변의 냉각 및 방
화 Door의 적절한 이해, 그리고 주요 장소에 대한 비상배치시 동선확보는 실제 체
득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주 훈련을 하며 호흡을 맞추는 방
법이 최선이라 확신한다.
2) 퇴선훈련(Abandonship drill)
퇴선훈련은 무엇보다 5분 이내 두 명의 선원에 의한 신속한 Life boat launching
이 중요하다. 이 경우 Davit 및 Stopper 고착 등 정비불량과 2명의 호흡이 맞지
않아 하강시연 중 사고가 종종 발생된다. 실제 준비를 하며 1항사와 갑판장을 배치
하여 하강시킨 결과 정비 등의 문제없이 약 3분정도의 시간이면 알람 발생후 하강
까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비와 함께 Life boat의 Launching mechanism에 대한 사관/부원 구분없는 정
확한 이해와 숙지에 대한 선장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PSCO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하는 부분 중 하나로 Immersion suit와
Life jacket의 혼용 착용 및 착용 시점일 것이다. 이 경우 본인 역시 휴스턴에서의
항만국통제점검중 질의를 받았던 부분이었으나 이 경우 Manual을 확인하여 혼용
착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도 여의치 않는 경우 기국(본선은
Panama선적으로 Circular를 통해 확인) 회람을 통해 확인을 해두어야만 질문시에
는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 유출 방제훈련(Oil spillage)
본 훈련은 특히 Tanker에 승선하는 선장이라면 선종의 특성 즉 화물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하고나서 이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하는 훈련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기본
적인 대응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Cargo operation의 즉각적인 중단 자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갑판상에서의 유유출 방제시연은 항만국통제 검사관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며, 평상시 훈련상태의 취약점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화물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방제 역
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수검중 PSCO로 부터 Stryrene monomer유출시 이를 회수하여 다시
Cargo tank로 회수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고 온도반응에 따른
중합반응으로 인접 Tank의 Heating cargo 유무 확인 등을 설명하며 확인을 받았
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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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iquified gas carrier의 경우 이와 다른 저온 화물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실제 타선종의 수검시 저온액체의 경우 Brittle fracture와 Pool현상에 따라 액화
가스 유출시 Deck상 Scupper open을 하여 살수를 통해 최대한 선체에 고이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갑판상에 고여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만큼 선장으로서 선종, 특히 화물에 대한 유출대응을 정확히 알고 최소한 수검시
적하/양하될 화물에 대한 유출시 대응방법에 대해 머릿속에 Simulation을 미리 해
놓는다면 실제 훈련시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를 현장에 투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이외 항만국통제에 따른 점검을 수검받으며 실제 점검리스트를 이행하고 또한 체득에
가까운 반복적인 이행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선장으로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지금도 항만국통제 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와 심
사 등에 대동소이하게 적용이 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USCG COC Approval을 받은 후 소감은,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전
승무원이 동참하고 이해를 하였기에 달성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첫 승선을 하는
3항사의 전공서적과 같이 선장 역시 기본에 충실하고 이를 본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선원법」
「해사안전법」
ILO 해사노동협약
항만국/기국 수검절차, HMM Manual
A Guide to Ship Management,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2008.
Shipboard Working Handbook, STX Marine Serv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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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박의 감항성 판단

6.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박안전법」
-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60조(검사등업
무의 대행),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〇 「상법」
-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2장 운송과 용선, 제3장 해상위험
-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2) 국제 규정
〇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〇 Hague-Visby rule
〇 국제만재흘수선규정(ILLC)

6.2 감항성 일반
1) 감항성 의의
〇 감항성(Seaworthiness)은 선박이 해상에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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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 선체의 구조, 기관, 항해지원 설비, 통신장비, 인명구조나 소방 및 화재예방을
위한 장비와 시설 그리고 승무원의 능력이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기국의 기준
을 충족하고 유효성과 적합성을 권한있는 당국이나 권한이 위임된 선급협회로부터
확인되어야 한다.
〇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항능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선체능력(船體能力, Physical seaworthiness): 선체구조ㆍ기관ㆍ조타장치ㆍ배
수설비 등의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의 물적능력(物的能力). 통상 협의(俠義)의 감항성이라면 선체능력
을 말한다.
② 감화능력(堪貨能力, 화물능력, Cargoworthiness):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적재
시설을 갖추어 운송하기로 예정된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③ 항해능력(航海能力, Navigability):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는 선장 및 선원 등을 적정하게 갖추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인적능력과 선박의장을 비롯한 필요품이 공급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상당한 주의의무
〇 위와 같은 감항능력을 갖추기 위해 선장은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
해야 한다.
〇 만약 항해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은 감항성 유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
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출항 전 주의 깊게 검사함으로써 결함사항이 발견될 수 있었는가?
② 주의 깊은 선주라면 그러한 결함을 출항 전에 수리하였는가?
〇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승선선원의 확인, 보수와 수리 등 모든
작업 등 선내 전반을 점검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선급이나 보험회사 검사원과 같은 외부검사에 의존
해서는 아니 된다. 외부 검사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항상 같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〇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면 운송인이 감항성 유지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장은 감항성 유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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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항해일지, 작업일정표(Work schedule), 작업일지(Work book), 작업설명서
(Work specifications), 기술서(Accounts), 지침서(Standing instructions),
보고서(Reports) 등

2) 일반적 고려요소
〇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성을 잘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으로
서 선박이 항행 중에 항상 감항성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〇 감항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선체가 안전한 상태인가 여
부와 기관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법적인 선원수가 승선하고 있
어야 하며 식수와 주ㆍ부식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본선의 선체상태
가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선박은
Ice breaker 장치가 없으므로 계절적인 결빙해역을 그냥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어떤 선박이 어떠한 원인으로 외판에 손상이 발생하여 당해 항해를 감내할 수 있
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선급(Class)에서 결정하여 주며, 만약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급에서는 별도의 Certificate를 발행하게 되며 항행하는데 어떠한 조
건을 부과하기도 한다.

사례 3-43 Ice port 기항시 선체손상
[사례 1] 에스토니아 - 프로펠러 손상
본선이 에스토니아 탈린항에 기항하면서 부빙과 유빙에 의해 본선 프로펠러가 손상을
입었다. 선주는 용선자가 Unsafe port를 지명하였다는 이유로 용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기항 전에 본선에서 충분한 발라스팅을 통해 프로펠러를
수면 하에 잠기게 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임을 근거로 선주에게 패소 판정을
하였다.

[사례 2] 독일 – 선체 손상
본선이 엘비강을 따라(Ice breaker 이용이 가능함) 함부르크항으로 향하던 중 본선
이 얼음에 갇히게 되었다. 항해를 계속하거나 투묘하여 대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장은
도선사의 의견에 따라 속항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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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본선 선장이 Ice breaker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Properly act(적절한
행동)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함부르크는 Unsafe port로 인정되므로 용선
자는 선체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였다. (만약 함부르크항이 Unsafe port로 인정되
지 않았다면 선장이 Ice breaker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주가 패소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선장은 Ice port 입출항시 본선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Ice
breaker 요청, Ice pilot 수배 등)를 다 하여야 하며, 미리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다 하여야만 추후 사고 발생시 선주측의 책임을 회
피 내지 경감시킬 수가 있다.

[사례 3] 러시아 – 프로펠러 손상
본선이 석탄선적을 위해 러시아 Vanino항에 도착해 접안대기 중 결빙해역 내에서
Drifting과 Shifting을 하다가 접안ㆍ선적 후 출항하였으나, M/E Load 증가 및 RPM
이 상승되지 않아 감속후 부산항에 기항하여 프로펠러를 검사한 결과 Blade가
Bending된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 원인은 항내에서 유빙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었으
며, 결빙해역 입항 전에는 Heavy ballast condition을 유지하고 절대로 후진기관을 사
용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다면 Tug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〇 어떤 경우 중고선을 도입하게 되거나 장기간 계선 (Laid up)된 선박을 수리 등의
목적으로 어느 해역을 이동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선급으로부터 ‘임시
항행허가서’를 발급받아 당해 항해를 완성하기도 하지만 당해 항해가 종료되고 나
면 그 증서의 효력도 상실된다.
〇 선원들은 선원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법상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해야 하며, 선박법상의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상 감항성을 확보해야 하
며 해당기국의 국적증서를 발부받고, 선장 및 선원이 승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
수선의 선박이 조선소 등에서 의장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박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국적증서가 발부되기 이전 기간에는 해당 선박에는 선원으로 고입(관청의 고
용계약 체결의 확인)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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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체의 손상과 감항성
〇 어느 선박이든 항해중 또는 정박중 손상을 입게 되면, 당해 선박의 손상부위가 흘
수선 상부인지 또는 하부인지의 위치 확인이 중요하다. 선장은 대리점을 통하여
해당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지역을 관장하는 선급사무소와 연락하여 선급 검사관이
본선이 응급조치 또는 임시적인 수리만을 행하고 영구적 수리는 차기 Dry
docking시에 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감항성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 따
라서 해당 손상이 당해 항차를 완수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하여 ‘가항증명서’와 같은
증서 또는 선급검사증서에 해당부위에 대한 영구적 수리는 차기 Dry dock시에
한다는 부기를 하게 된다. 만약, 가까운 곳에 해당 선급사무소가 없다면, 본선에서
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손상부위가 수선 상부인지 여부와 수밀상태
를 만들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본선 자체적 또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수리를 행하여 그 손상부위를 수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수리내용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여 본사에 보내면 이후 회사는 선급과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〇 선박이 운항중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당해 항해가 Time chartered operation
인지에 Owner΄s operation인지 여부에 따라서 수리의 책임이 선주인지 용선자
인지 달라질 수 있다. 항해중이나 입ㆍ출항 중이거나 불문하고 정기용선 기간에 입
은 손상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의 용선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손상사실
을 용선자와 선주에게 공히 통지하여야 한다. Owner operation 하에서 Voyage
charter일 경우에는 당연히 선주측의 부담과 책임이 된다.
〇 기관 등의 고장이나 손상으로 감항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
사항이므로 수리의 수배와 부품의 보급은 선주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지게 된다.

6.4 감항성과 만재흘수선 규정
〇 모든 선박은 선급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추어 외판의 두께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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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도록 건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해 해역
에서 발생하는 기상 조건과 연관하여 항행가능한 만재흘수선 규정의 대역(Zone)
이 정해지게 된다.
〇 따라서 감항성 확보와 관련하여 모든 선박은 반드시 해당선박이 항행하는 모든 구
간에서 ‘국제만재흘수선’ 규정에 따르는 해당지역과 해당기간에 대한 ‘만재흘수선’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 3-44 파나마운하 최대 흘수 초과 선적
본선은 미국 New Orleans에서 콩을 선적하면서 1항사는 Trimming cargo 약
2,000톤을 남기고 선적완료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 선장은 육상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잔여화물 2,493톤을 1번과 5번창에 선적하고 선미트림 20cm가 되도록 1항사에게 지
시하였으나, 파나마운하 통과 허용흘수 12.04m를 초과한 선수 12.26m, 중앙 12.09m,
선미 11.98m가 되었다.
선적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Loader operator가 본선에 계속적인 Draft check를 요
청하였으나, 본선 1항사의 착오로 2,493톤이 아닌 3,214톤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일어
난 사고였다.
선장은 청수와 연료를 이송하여 간신히 운하통항이 허용되었으나, 만약 통항이 불허
되었을 경우 화물 이송비용과 운항지연에 따른 Off-hire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뻔 하
였던 니어미스였다.

사례 3-45 기관고장후 부품이 없어 선박의 감항성 상실
본선은 G/T 14,000톤급 화물선으로 1979. 6. 중에 국내 여러 항구에서 중동향 잡
화를 싣고 국내항 연안 항행중에 V-type Main Eng. (Piel-stick) 부품중 Reduction
gear의 Geislinger coupling 장치에 손상(24개중 5~6개가 손상됨)이 있는 것을 확인
하여 부품을 청구하였는데, 청구된 Maker 부품을 최종 적재항인 울산항에서 출항할 때
까지 수급 받지 못한 사실을 본선 기관장은 그 내용을 공무부에만 보고를 하고 선장에
게는 상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출항하였다.
본선이 중동지역에서 양하를 마치고 나서 Return voyage의 적재항인 아프리카 동해
안의 Maputo항을 향하여 항해하는 도중 1979년 9월 *일 아침에, 기관장이 선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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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기를 당해 Coupling이 완전히 절손되어 주기관은 작동되어도 Propeller와의 연
결축이 부숴져서 Screw propeller는 전혀 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결국 본선은 감항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약 2일 간 표류하다가 긴급구조요청으
로 Ocean tug에 예항되어 부근의 Africa Kenya의 Mombasa항에 입항하게 되었고,
Maker 부품 대기차 약 40일 동안 내항 정박지에서 정박하는 동안 긴급 주문된 부품을
항공편으로 보급받아 본선에 선적하고 약 2톤 무게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비상수단을 강
구하여 설치하면서 당해 항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만약 기관장이 사전에 선장에게 보
고하고 선장이 울산항 등 국내항구에서 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항공편이
아프리카 케냐보다 편리하여 본선의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6.5 연료유와 주부식 확보
1) 연료유의 확보
〇 항해구간 중에 연료가 부족하여 기관을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항성이 없고,
연료유는 항행기간에 비례하여 항상 일정수준의 Sea margin을 두어야 하며
Margin량은 운항 중 특별한 상황에 의한 항로상의 Deviation도 고려하여야 한
다.
〇 특히 황천을 피하기 위하여 Deviation을 하거나 태풍 등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선
을 위하여 늘어난 거리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되는 연료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전
운항일정에서 약 30% 정도의 Margin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짧은 거리에서는 30%의 Margin이 적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〇 선박회사에 따라서는 연료유의 Sample 분석결과 기관손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물
질 등이 함유된 연료유를 보급받은 전력이 있는 항구는 꺼려하기도 하므로 연료유
보급항만이 보편적이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차기 보급항까지의 거리를 감안한
Bunker margin이 요구되기도 하며, 선박에 따라서는 Unpumpable quantity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 Margin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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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ㆍ부식과 식수의 확보
〇 항해기간중의 주ㆍ부식 보유량도 감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본선에 조수
기가 설치, 가동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식수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통상 인간은 식량이 없어도 약 한달 정도는 생존할 수 있으나 음료수
가 없는 경우에는 7일을 넘길 수 없다고 한다.

사례 3-46 기관실 보일러수의 부족으로 육상 급수차편으로 긴급 청수 수배
본선이 1985. 9. 경, 한국을 출항하여 태평양 항해중 조수기가 고장나 본선에 보유하
고 있던 청수가 거의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양하항의 첫 기항지에서 청수가 수급될 것
으로 알고 입항하였지만, 첫 기항지인 멕시코의 북쪽 Ensanada 항은 사막에 위치하여
부두에 청수보급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두에도 없었다.
이후 두 번째 기항지인 미국 L.A항에 입항하였으나 본선이 접안한 부두에는 청수 보
급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육상의 청수 Pipe line으로서는 청수를 보급받지 못하
게 되자 본선 기관장은 기관실 보일러에 보충하는 물도 부족하게 되면 기관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장은 L.A에 살고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육상용 청수 급수차를 직접 수배하여 약
40톤 정도 물을 보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항만업자로부터 충분한 청수를 보급
받았다.
선내에서 청수가 부족하면 식수 뿐만 아니라 기관실 보일러에 공급되는 물도 부족하
게 되어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본선의 감항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뻔 하였다.

사례 3-47 정박 중 청수 손실 사고
2만 DWT 화물선이 그리스 P항구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하면서 4일이 경과한 어느
날 아침에 선장이 세면을 위해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기관실에 확인을
시키니 입항후 200톤을 보급한 청수탱크가 빈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행히 해당 항만이
청수보급이 가능하여 추가로 250톤을 수급후 출항하였다.
왜 청수가 없어졌는지를 조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며, 전날 밤 상
륙하였다가 귀선한 필리핀 기관원이 자기 당직시간인데 늦게 들어와 필리핀 기관사가
기관부원에게 엄하게 질책을 하다보니 해당 기관원이 보복행동을 하지 않았나 짐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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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다.
선장은 이 사건이 전 선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장이 지불권한을 가진 선내수당
금을 지급하지 않는 강한 조치를 취하자 그 다음부터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6.6 선박 규모별 감내할 수 있는 파고높이
〇 거의 모든 선박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상상태를 감내할 수 있도록 건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상상태와 관련하여 본선이 감내할 수 있는 파고의 높이는 선
장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선종에 따라 또는 본선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장은 본선이 감내할 수 있는 기상
상태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이 발생한 해역을 충분히 이격
하여 본선이 감내할 수 있는 해상상태의 해역 안에서 항행하고, 감내할 수 없는 수
역은 피하여 항행하도록 하여 본선의 감항성을 확보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〇 선박의 크기규모 및 선종별 감내 가능한 파고 (경험상)
- 원유선 VLCC 급

: 7 ~ 8 m 파고의 선수방향 파도

- 원유선 G/T 8만톤급

: 6 ~ 7 m 파고의 선수방향 파도

- CNTR G/T 7만톤급

: 5 ~ 6 m 파고의 선수방향 파도

- CNTR G/T 5만톤급

: 4 ~ 5 m 파고의 선수방향 파도

- PCC G/T 6만톤급

: 5 ~ 6 m 파고의 선수방향 파도

사례 3-48 악천후로 인한 화물 손상
[사례 1] 고박자재 불량으로 인한 차량 손상
자동차선이 Durban을 출항 후 기상악화로 인하여 WNI(Weathernews Inc.)와 협
의 후 약 60여 시간 Drifting을 시행 후, WNI의 권고에 따라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Heavy pitching 및 Rolling으로 20시경 경사각 30~35도까지 Rolling으로 인하여 즉
시 재 Drifting을 실시하였다.
다음날 10노트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를 재개한 후 화물창의 고박상태를 점검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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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No.5 deck에 선적된 버스 1대가 고박자재 절단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주변 버스
2대에 추돌 및 배터리룸 입구가 파손되었고, 다른 Deck에 선적된 SUV의 차량고박용
Pin이 파손되어 차량 1대가 이동하면서 앞에 선적된 차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확인결과 황천으로 인한 고박자재 불량으로 인한 파손 및 주차브레이크 미체결,
고박용 고정핀의 재질불량으로 판명되었다.

[사례 2] 과대 Rolling으로 컨테이너 추락
닝보구간 항해 중이던 컨테이너선이 상하이항 출항 후 기상악화로 인해 더 이상 닝보
로 항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침로 090도에서 220도 변침하여 Sheltering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다수의 선박 및 장애물로 인해 충돌 및 좌주 위
험을 느껴 Open sea로 재 변경하였다. 이후 항해 중 40도 이상의 Rolling으로 인해
컨테이너 2개가 선내로 추락하고 Monorail crane lashing이 절단되어 바다로 추락하
였으며, 18BAY에 선적된 컨테이너 2개도 추가로 해상에 추락하였다.

사례 3-49 고속선 및 선체 길이가 긴 선박에서 heave-to의 위험성
컨테이너선(G/T 4만7천, 4,400 TEU. LOA/275m, B/37m)이 1994. 1. 경, 미국
시애틀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할 때 OSR(Ocean route)의 권장항로와 본선이 계
획한 항로가 거의 일치하여 대권항로로 Unimak passage를 통과하여 Bering sea를
지나던 중, Ocean route에서 Attu Island 부근에서 원래 항로에서 침로를 약간 변경
하도록 추천하였으며, 이 항로를 따라 몇 시간 동안만 약간 큰 선수 파도를 받는 수역을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해상 상태가 양호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2항사 당직인 14시경에 침로를 변경하기로 하고 변침을 시작하였는데, 곧 바
로 거의 선수방향에서 오는 큰 파도가 본선 선수를 강타하여 대량의 Green seas가 선
수 Fore castle deck로 덮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때 기관실에서 전화가 오기를 “선
장님, 지금 갑판에 Deck air를 사용하고 있습니까?”라고 하기에, 선장은 Fore mast에
설치되어 있는 Air pipe line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침로를 원래대
로 복귀시킨 후 확인을 해보니 갑판적 컨테이너 16개가 End wall이 찌그러지고 Fore
mast가 파도에 크게 휘어져서 Air pipe도 손상을 입었다.
당시 파고가 약 5~7m 정도가 되었는데 당해 선박이 거의 선수 방향으로서는 항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도 높이였다고 생각되었으며, 이후로는 Heave to 방식의 황
천 조선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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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감항성 확보를 위한 선체 상태조사
〇 선체의 현황상태 파악은 외관상 쉽게 보이는 손상이나 결함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하고 있는 초기 손상을 찾아내는 것이 본선 자체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선장은 매일 규칙적으로 선내순찰을 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
으며, 이에 부가하여 매 항차가 끝나고 나면 본선의 취약한 부위를 포함하여 선체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〇 일반화물선, 원목선, 광탄선 등에서는 Hold 내부의 외판상태와 Frame 상태에 대
한 Visual inspection을 통하여 선체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장과 책
임사관은 Cargo hold가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행하여
야 할 것이다.
〇 컨테이너선 등에서는 종강도에 매우 취약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체가 항
상 Hogging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종강도의 인장력에 취약한 부위인 Main deck와
갑판상 있는 Man hole 주변에 Crack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
요가 있으며, 2nd deck passage 통로안의 선수측 Deck에 Buckling 현상이 없
는지 매 항차 완료시점 및 황천을 당한 이후에는 즉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〇 자동차 전용선에서도 상갑판(Upper deck) 하부에 있는 Deck의 외판부분 또는
Frame 부근에 손상이 없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Car deck 내부에 Wet
현상이 있는 경우 그 맛을 보아서 짠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Crack이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참고 문헌
「선박안전법」
「상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Hague-Visby rule
국제만재흘수선규정(I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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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박안전법」
-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40조(산적화물
의 운송), 제41조(위험물의 운송)
〇 「상법」
-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6조(운송
인의 면책사유), 제797조(책임의 한도),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제804조(운송물의 일부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07조(수
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
자의 책임)

2) 국제 규정
〇 Code of Safe Practice for the Safe Loading and Unloading of Bulk
Carriers 1998
〇 IMO Code of Safe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
〇 Ship to Ship Transfer Guide (OCIMF/ICS)
〇 SOLAS/MARPOL/IBC/IGC/BCH
〇 International Safety Guide for Oil Tankers and Terminals
〇 The International Marine Dangerous Goods (IMD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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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IMO Code of Safe Practice for Ships carrying Timber Deck Cargoes
(Res. A.715(17)).
〇 IMO MSC Circular 812, Amendments to the Guidelines for Securing
Arrangements for the Transport of Road Vehicles on Ro-Ro ships (IMO
Resolution A.581(14))
〇 Code of Safe Practice for Cargo Stowage and Securing (IMO Resolution
A.714(17)).

7.2 화물 운송에서 선장의 책임과 권한
1)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일반
〇 해상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타인의 재화를 운송하도록
위임받은 것으로 화주의 재화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송인은 그 손실에 대해 책
임을 진다는 계약이다.
〇 운송인의 의무를 정하는 계약형식은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이며 특정 항차라도 여러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
〇 따라서 선장은 특정 항해에 적용될 계약조항을 숙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 계
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역의 규정과 관행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불가결하
다. 계약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선주나 용선자로부터 용선계약서나 운항 요약서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2) 화물관리의 중요성
〇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감항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책임에 부가하여
운송인에게 화물 인수시부터 인도될 때까지 화물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
고 있다.
〇 만약 화물 인도시에 멸실, 손상이 되었다면 운송인은 그러한 멸실, 손상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운송인은 위탁받은 상태와 같은 양호한 상태의 화물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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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〇 선장은 화물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특별취급에 대한 정보나 지시는 송화주로부터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추
후 분쟁 발생시 유리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〇 선장은 화물취급 작업과 관련된 계약의 제 조항과 지역별, 관세 및 관행에 대해서
도 숙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〇 선장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적절하고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화물취급 작업의 모든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거증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항성(Seaworthiness) 유지
〇 제6절의 감항성 판단을 참고한다.

4) 운송계약서 관리
〇 선하증권(B/L)은 화물의 양과 외형적인 상태에 대한 기록이므로, 선장은 자신의 책
임 관할 내에 화물이 전달되면 화물의 양과 상태를 확인하고 선하증권상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〇 운송계약서(B/L 또는 C/P)의 서명은 책임을 의미하므로 선장은 기재내용의 진위
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선장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운송계약
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선장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은 서명을 거부하거나
반드시 적요(Remark)를 기재하도록 한다.

C.I.F 가격과 F.O.B 가격 비교
학창시절에 상거래가 성립하여 화물이 이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배웠던 상품가격에 대한 용어중의 하나가 C.I.F 가격과 F.O.B 가격이다. 단순히 화물
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C.I.F 조건이 좋고, 화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F.O.B 조건이 좋
다고 하였지만 왜 그런지를 잘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어떠한 상품이 ‘A’지역(나라)에서 ‘B’지역(나라)로 이동(수입/수출)하는 경우에는 주
로 해당상품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을 때 상거래가 맺어지면서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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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나라)에서 ‘B’지역(나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의 경우 그 가격은 상품의 ‘원가(Cost) + 보험료(Insurance) + 운임
(Freight)’이 합산되어야만 다른 수입국(지역)들과의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되며, 이 때
사용되는 가격이 C.I.F 가격이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에는 상품을 F.O.B(Free on
board) 즉 선측까지만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수출국(지역)들과의 가격비교가 가능
하므로 수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가격이 된다.

7.3 화물창 및 장비 관리
1) 선창 상태
〇 선장은 1항사가 수립한 선창청소계획을 검토하고, 화물 적재 전에 청소, 건조, 냄
새제거, 전항차 잔류화물이나 곤충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선창 내 구조물에 이상
이 없는지 점검한다.
〇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〇 중요한 결함사항을 수리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선장은 회사와 상의하여 선급의 사
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〇 가능하다면 선장은 화주나 용선자로부터 화물창이 화물적재에 적합한 상태임을 증
명하는 서류를 확보하도록 한다.

사례 3-50 Hold cleaning 실패로 인한 Off-hire 손실
본선은 5년 장기 정기용선되었는데, Hold condition 불량으로 중국에서 임시도크를
하여 홀드 정비를 실시한 후 용선자에게 인도되었다. 첫 항차는 호주에서 곡물을 선적하
기 위하여 4. 12. 목적항에 도착하여 투묘 후 13:00에 Hold survey를 받았으나 Hold
내 파이프 및 연결 앵글 쪽에 전항차 화물잔량(석탄)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본선은 재클리닝을 하여 22:00에 용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다음날 Surveyor 수배 불
가로 14일 접안한 후 11:30에 Hold survey pass 되었다. 그 결과 4/12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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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11:30 동안 Off-hire되어 약 18,000USD 손실이 발생하였다.
만약 임시 도크와 홀드 정비기간 동안 홀드상태를 확인하거나 보름이 넘는 항해기간
동안 홀드 내부를 확인하였다면 홀드 부적합 상태를 사전에 발견하였을 것이고, 특히 선
장으로서는 용선 후 첫 선적지가 호주의 곡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다 더 세심한 주의
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하였다.

사례 3-51 화물창의 높이(Hatch coaming)와 업무상 과실
본선(G/T 25,000톤급)은 극동지역과 미국서부 항로를 운항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는 해운경기 불황에 대비하여 원가절감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서부 여러 항만에
서는 선주와 하역업자간에 맺은 ‘In lieu of time’(합의된 업무 외에 하역인부의 일을
선원들이 행한 시간에 대한 Penalty)이라는 계약사항이 있는데 하역업자의 고유의 일들
을 부두에 접안 중에 선원들이 행할 경우 많은 Penalty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
를 들면 접안 중에는 Hatch pontoon 개폐, Cargo winch 사용, Provision crane의
사용, Hold cleaning, 화물관련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자 회사는 하역시간의
단축과 하역비 절감을 위하여 부두에 접안전 이나 부두출항 후에 Hatch pontoon을 본
선 선원들이 열고 출항 후에 닫도록 공문을 각 선박에 보냈다.
L.A항에서 Oakland항까지는 항해기간이 짧은 관계로 선장/1항사가 열어두고 입항하
기로 하였던 바, 차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당직 타수가 도선사 사다리를 설치후 반대현
측에 있던 Life ring을 옮기기 위해 Hatch coaming 옆을 걷다가 Cargo hold에 떨어
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한국에 입항하였을 때 이 사건이 1항사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정식으로 기소되었
다(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경고판으로 안내문을 설치해야 함에도 1항사
가 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혐의).
그러나 선장은 ILO 규정에 화물창의 Hatch coaming 높이가 선원들이나 하역인부
가 실족하지 않는 최소한도의 높이에 대한 규정 76cm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Hatch pontoon이 열려져 있더라도 본선 관리자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선박의 거주 설비에도 여러
곳에서 이러한 ILO 규정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거주구역 천정의 높이
와 출입구 문턱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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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증(Fumigation)
〇 선박의 어느 부분에서 감염이 발견되면 선장은 IMO 기준(선박에서의 살충제 사용
권고)과 회사의 SMS에 따라 안전하게 훈증한다.
〇 선장은 훈증 시행여부, 훈증 방식 및 운송 중 훈증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〇 훈증한 선박이 가스프리가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선내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선창 개구부와 파이프
〇 화물 클레임의 대부분은 해치커버나 출입구의 수밀상태 불량으로 침수되어 발생하
므로 선장은 SMS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보수, 유지를 하여야 한다.
〇 화물창 내 측심관이나 공기관의 누설여부를 체크하고, 개방된 맨홀 커버는 폐쇄후
압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사례 3-52 Hatch cover 수밀불량으로 화물 손해
[사례 1] Hot coil rust
광양항에서 Hot coil 27,503톤을 적재하고 미국 피츠버그항으로 항해 중이던 벌크선
박이 북태평양에서 풍력계급 8~9 악천후에 조우하면서 화물 및 선체속구 손상 최소화
를 위해 악천후 조선법인 Heave to를 시행하였으나, 다수의 해수가 갑판위로 올라와
No.1 Hold hatch cover 사이로 해수가 유입되어 일부 Coil에 녹이 발생하고 Lashing
band 파단으로 Coil이 이동하였다.

[사례 2] 석탄 Wet damage
캐나다 로버츠뱅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포항으로 항해 중이던 광탄선이 북태평양에
서 풍력계급 7 이상의 악천후를 조우한 후 한국에 도착하여 포항항에서 하역작업 중
No.1 Hold 중앙부에 다량의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재로 인한 낮은 건현
상태에서 악천후 조우 및 Hatch cover packing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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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역기기와 속구
〇 선장은 선박의 하역기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 있고, 주기적으로 보수ㆍ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〇 하역기기 증서들은 차항 전 기간 동안 유효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〇 본선 하역기기를 육상 작업인부가 사용할 경우, 선장은 해당 인부들이 본선 장비에
익숙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〇 선장과 당직사관은 하역기기의 운전과 육상 인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육상 작업인부의 하역기기, 운전시간, 운전 중 사고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
을 유지하여야 한다.
〇 본선에서 하역속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선장은 사용 전에 하역속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도 속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〇 육상 하역인부가 본선 하역장비를 사용 중에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 즉시 서면 항
의서를 작성하여 육상 하역책임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 사실을 선주나 용선자에
게 통보한다.

사례 3-53 Hold 정비 불량으로 인한 작업 지연
본선은 호주 Thevenard항에 정박하여 곡물을 선적하기 위해 Hold inspection을 시
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격하였다.
① 해치커버 아래, 앞, 뒤 부위에 Rust scale
② 화물창 내 사다리, Protector 주의의 Rust scale 및 페인트 탈락
③ 화물창 내 Manhole cover에 Rust scale
④ Tank top에 Loose scale(No.2~5 hold)
본선은 자체 정비를 마치고 다음날 재 Hold inspection을 받아 통과하였다.
본선은 연속적으로 빠듯한 운항일정으로 본선 자체 정비시간 및 인력부족으로 화물창
정비가 불량한 결과였으며, 이로 인해 약 22시간의 운항손실(작업지연)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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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54 본선 하역기기 손상으로 용선 중단
본선은 정기용선되어 2010. 11. 칠레 Caldera에서 하역작업 중 No.2 크레인의
Hoisting wire 문제로 하역사 측에서 Crane inspection이 있었고 부적격으로 판정하
여 선적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수리 후 다시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동일한 크레인에서 2
차 문제점이 발생하여 합계 약 USD28,000 상당의 Off-hire가 발생하였다.
만약 본선의 하역기기 정비소홀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선장은 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Off-hire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장시점에서 본선의 상황과 작업상세(작업
중이거나 S/B 중인 Gang 수 포함)에 대해 명확한 Time sheet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
리점과 협의하여 육상 크레인을 수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5) 화물의 적부(Stowing)와 고박(Securing)
〇 안전하게 화물을 적부하고 고박하는 것은 ① 선박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②
사고를 예방하며, ③ 화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〇 통상 하역작업은 육상 인부들에 의해 수행되나, 누가 하역비를 부담하든 궁극적인
책임은 본선에 있으므로, 선장은 적부 및 고박을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〇 용선자로부터 받은 하역계획이 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장
은 용선자에게 안전한 하역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〇 해상운송 화물은 각자 적재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지침은 없다. 그러므로 선장
은 해당 화물의 적부요건 외에도 관련 규정(IMO, 기국, 항만국 등)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적부하고 고박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은 관련 일지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〇 선장은 1항사로 하여금 화물의 적부 전에 본선의 ‘화물고박지침서’ (Cargo
securing manual)에 따라 화물을 고박하도록 한다.

사례 3-55 갑판적 화물의 고박 불량으로 인한 본선 화물사고
1993. 9. 경, 본선(G/T 47,000급, LOA/275m 4,400 TEU)이 Hong Kong에서
적ㆍ양하를 마치고 Kao-Shiung항을 향하여 출항 예정이었는데, 기상예보상 서진하는
T.D 급 열대성 저기압이 홍콩 약 200마일 바깥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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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선이 공선상태라 GM이 너무 크므로 대각도 Rolling이 예상되어 1항사에게 On
deck 상에 Stack loading 상태로 4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일부 컨테이너를 2단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하고, 1단적 컨테이너는 Twist-lock이 수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빠트리
지 않도록 잘 점검토록 한 후 Hongkong항을 출항하였다.
Kao-Shiung pilot station으로 진행하는 중에 긴 파장의 Swell이 밀려오면서 본선
이 동조 Rolling을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Hatch pontoon 위에 4단으로 적재되어 있
던 컨테이너 2개가 Pontoon 위로 넘어지면서 Pontoon에 파공이 생기고 당해 컨테이
너는 크게 부서지는 손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 4단적 적재화물 맨 아래쪽 화물이 냉동컨테이너였는데 이
화물에 대한 Locking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선체가 Rolling을 할 때 더 크게 흔들리
게 되고 최하층부의 컨테이너가 찌그러지면서 그 위의 컨테이너 전부가 무너지게 되었다.
결국 2/3/4단은 Auto twist lock으로 되어 잠그져 있었지만 맨 아래 1단에 있는 컨
테이너에 대한 Locking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6) 통풍(Ventilation)
〇 선박은 항해 중에 화물창에 발생하는 땀(더운 지방에서 추운 지방으로 항해할 때)
과 화물에 생기는 땀(추운 지방에서 따뜻한 지방으로 항해할 때)으로 인해 화물 손
상이 종종 발생한다.
〇 화물에 생기는 땀의 원인은 공기 중에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의 양(습도)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지게 되며 온도가 낮아지면 적어지는데 화물이나 선체일부 표면의
온도가 화물창 안에 있는 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게 되면 이슬이 맺혀 땀이 생기
게 된다.
〇 해당구역 공기의 노점온도(이슬점)는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슬점 측정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화물창 안에
있는 선체(Hatch cover, Pontoon 안쪽면)나 화물표면의 온도가 화물창내 공기의
노점온도 보다 낮게 되면 선체(Hatch cover, Pontoon 안쪽면)나 화물의 표면에
땀이 맺히게 된다.
〇 따라서 외부의 온도변화가 많은 해역(남북항로)을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특히 선체
나 화물 등에 땀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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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은 적재할 특정 유형의 화물에 대한 적절한 통풍요건이 적시된 지침을 화주에
게 요구하고, 관련 정보를 전문책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〇 선장은 화물창을 환기할 경우 정확한 온도와 통풍한 기록을 유지하고, 화물 공간을
검사하였을 경우 시행날짜를 기록해 두어 후일 회사가 클레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화물 적ㆍ양하 관리
1) 적ㆍ양하 작업계획서 검토
〇 선장은 1등항해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적ㆍ양하 작업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
토하고, 본선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도록 조치한다.

사례 3-56 평형수 배출지연에 따른 하역 중단
일본에서 철강재를 적재하고 미국 걸프지역에서 양하한 후 탐파에서 철광석을 적재하
던 벌크선(27,000DWT)이 화물적재와 동시에 평형수를 배출하면서 1항사가 0시에 당
직인 필리핀 3항사에게 5번 탱크가 비면 1번 탱크 평형수를 배출하도록 지시하였다. 1
항사가 8시에 기상해보니 트림이 1m by the head였고, 3항사는 5번 평형수 탱크가
아직 사운딩 5cm가 남았다고 1번 탱크를 양하하지 않고 있었다.
선장과 1항사는 하역 최종단계에서 평형수가 남으면 안되므로 할 수없이 하역작업을
4시간 중단하고 평형수 배출을 완료하였다.
사운딩 5cm이면 거의 빈 탱크나 마찬가지이지만 필리핀 3항사는 ‘0’cm가 되어야
빈 탱크로 판단하고 그 전에 멈추면 명령위반으로 생각하였다.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1항사가 선원들에게 작업계획 설명을 충분히 하고, 평형
수 양과 배출개념 교육이 필요하며, 평형수 배출명령과 완료예정시각을 알려주고, 진행
상황을 Double check하도록 하며, 위험이 많은 야간 정박당직을 3항사에게 맡기는 것
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237

선장 실무 지침

2) 하역작업 감독
〇 선장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선창의 상태, 적재 상태, 고박 상태, 위험물
을 적재시 위험물 명세서 확인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
〇 선장은 화물 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에 대해 고박장치의 안전취급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화물을 운송할 경우 그 위험성/위해성 및 이에 따른 예방대
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하역용 컴퓨터의 주기적인 테스트
〇 선장은 본선의 하역용 컴퓨터(Loading compute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선급에서 제공한 승인된 테스트조건으로 주기적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사례 3-57 영국인 선장과 1등항해사의 잘못된 행동
G/T 16,000Tons의 다목적 화물선(15년된 중고선)을 일본의 Moji항에서 영국인들
로부터 인수하였는데 본선 양도 절차가 지연되자 영국인 선장과 1등항해사가 귀국이 늦
어졌다는 이유로 선미 흘수 Calibration table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하선
하였다. 인수 후 본선에서 Draft survey 오류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형선을
6개월 후 Singapore항에서 인계받고 나서야 이 Table이 존재한 것을 알았다.
이 Table은 신조당시 조선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본선에서 청사진을 보고 만든
Table이었다. 거의 모든 선박은 Lpp line 상에 Draft mark가 그려져 있는데 이 배는
선미 Rudder 상부 Lpp상에 흘수가 Marking 되어오다가 Rudder post 부터는 Post
가 아닌 Screw aperture에 그려져 있어 Trim이 Even keel이 아닐 때는 보정을 해줘
야만 정확한 흘수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조선산업의 발달로 조선소에서의 이런 과실은 없으리라 예상되나, 본선
흘수에 의한 화물량 계산이 상이할 경우 선사와 선급과 협의하여 Table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38

7. 화물의 보호 및 관리

7.5 용선계약 하에서 화물 관리
1) 감항능력의 확보
〇 감항성 유지의무는 본선 선장에게 있으므로, 선장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선주나
선체용선자 누구이든 본선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으면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항
해용선자나 정기용선자는 선박 점유권이 없으므로 선박의 감항성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용선계약과 선장의 책임
〇 선장은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용선계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용
선자의 지시사항이 용선계약에서 선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벗어날 경우 선장은 용
선자에게 선주와 직접 협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〇 용선계약서에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Employment
clause(사용약관)를 삽입하였더라도 이는 선장이 화물의 적ㆍ양하 장소나 화물의
종류나 수량에 대해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항해에 관한 지시는 포
함되지 않는다.

3) 수정 조항에 대한 주의
〇 선장은 용선계약서에서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이 용선자에서 선사로 이전될 수 있
는 수정사항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〇 선장은 용선계약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다.

4) 용선자가 제공하는 던니지와 시프팅보드
〇 용선자가 던니지나 시프팅보드를 제공하는 경우, 선장은 그것이 화물 선적에 적절
한 강도와 규격인지, 그리고 오손이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화물적부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자재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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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의 검수, 선적 및 고박
〇 용선계약상 화물의 검수를 본선에서 하여야 할 경우 본선 선원이 부족하다면 선장
은 육상 검수회사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〇 선적작업은 통상 육상 인부에 의해 수행되나, 적부방식이 본선의 안전에 부적절하
다고 판단될 경우 선장은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〇 또한 화물의 고박은 육상 인부에 의해 수행되지만 고박작업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장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〇 본선 선원에 의해 화물고박이 시행될 경우 선장은 고박 범위, 고박 방법, 사용된
자재 등에 대한 상세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항해 중에 고박상태를 점검하거나 추
가조치를 취한 기록(사진 포함)도 남겨야 한다.

사례 3-58 하역인부 실수로 본선설비 손상 대처 미흡
원목선이 인도에서 Log 하역작업 중 하역인부의 실수로 인해 본선 현문사다리가 손
상을 입었다. 본선 1항사는 즉시 Damage report를 발행하고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하
역회사 측에서 출항이 임박할 때까지 서명을 거부하였다.
나중에 하역회사는 본선에서 ‘No Damage report’에 서명을 해 주면 자신들도
‘Damage report’에 서명을 하겠다고 하여 1항사는 회사와 상의없이 서명을 하였다.
나중에 회사가 하역회사에 수리비(약 2만불)를 구상 청구하였으나, 하역회사는 본선 1
항사가 서명한 ‘No Damage report’를 근거로 무책임을 주장하였다.
현지의 강압적이고 비협조적인 분위기는 이해하나, 선장과 1항사는 본선에서 자의적
으로 서명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고 회
사에서 정식으로 Claim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통풍과 온도계측
〇 선장은 항해 중에 통풍을 실시한 기록과 악천후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 등을 일지
에 기록하여야 한다.
〇 용선계약서에 본선 선원들이 냉동컨테이너의 온도를 규칙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확인 결과, 온도변화 관찰, 냉각 중단기간, 취해진 수정조치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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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59 기계식 통풍장치 불충분으로 인한 환기 불량
1978년 당시 한국에 여름 장마로 인하여 고추농사가 흉작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아시
아 몇몇 나라에서 고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 본선(G/T
15,000톤 급 Bulk 화물선)은 항해용선 계약으로 인도 남부에서 고추를 수입하는 데 배
정되어 인도 남부 튜티코린항에서 고춧가루 포대와 고추가 그대로 담겨진 포대를 선적
할 계획이었다.
본선은 일반 Bulk 선박이므로 선내통풍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 기계식 통풍장
치 4대, 2) 자루(Bag) 포대로 되어있는 화물을 화물창에 적재하는 경우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Wooden rack 장치를 만들어서 통풍로 확보, 3) 화물자체는 습도 함유율이
8% 이내가 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11월의 인도남부 지역에는 우기계절이므로 화물 자체의 습도가 높아서 습도
를 8% 이내로 확보될 수 없었으며, 약 5일 정도의 하역작업으로 선적작업을 마무리하
고 출항하였다. 출항 후에는 낮시간 동안에는 기계식 통풍을 행하면서 항해 중 대만 부
근을 지나던 중 기온이 점점 떨어지니까 Hold 내의 Hatch pontoon 밑에 맺어진 땀이
뚝뚝 떨어졌다. 선장은 1항사가 통풍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의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물
창 전체의 공기가 노점온도보다 너무 높아서 땀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작은 규모의
Portable 기계식 통풍장치로서도 환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1항사
는 바깥 기상상태는 좋았으므로 4개 화물창 Pontoon을 전부 개방하여 환기를 시킴으
로써 홀드 내 화물의 Sweat damage를 방지할 수 있었다.
통상적인 기계식 통풍장치의 용량은 화물창을 1시간에 6회 이상 공기를 환기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본선 Cargo hold의 Access hole size에 맞는 Portable ventilator로
서는 통풍이 아주 부족하여 노점온도가 높고, 습기를 많이 함유한 공기를 빨리 배출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현실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Pontoon을 열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판명되었다.

사례 3-60 연료 탱크 Heating으로 인한 Cargo wet damage
정기용선된 본선은 미국 New Orleans에서 옥수수를 만재하고 일본 Kobe항으로 항
해 중에 7번 화물창의 Slack hold vacant space상에 공기가 응축되어 물방울이 화물
표면에 떨어지고, 화물자체의 수분과다로 홀드내 공기층에 수분이 증발하여 습도가 상
승한데다, 7번창 아래 No.5 FO Tank heating으로 화물의 수분증발이 촉진되어 566
톤의 화물이 땀에 젖게 되었다(Heat damage 약 50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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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과 인접한 7번 화물창에 Slack loading을 하여 추운 지역으로 항행시 홀드 내
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선장은 용선자 측에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고, 홀드 아
래쪽 FO tank heating으로 땀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회사 지침상 곡물을 운송할 때는 창내 통풍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추
운 지역으로 항해할 때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통풍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7.6 화물손상과 과부족 사고
1) 선적 중
〇 운송인은 화물을 선적 당시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보관하여
야 한다.

(1) 선적 전에 발견된 손상
〇 화물이 손상된 상태로 선적되어 진다면 선적을 중지하고 회사 및 P&I 클럽에 연
락하고 Mate΄s receipt와 선하증권에 화물의 상태를 명기한다.
〇 개별화물로서 선적되는 화물, 즉 중고 자동차, Case화물, 중량화물 등을 선적하
는 경우 화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Mate΄s receipt에
Remark를 부기해야 한다.

(2) 우중작업 손상
〇 우천시에는 선적작업을 중지하고 해치커버를 닫아야 한다. 우천시 하역은 어느
측이 요청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므로 만약 화주측에서 요청하였다
면 다음과 같은 적요를 Mate΄s receipt에 기재하여야 한다.
“Rainy work by shipper΄s request, no responsible for wet damage of
cargoes.”

(3) 하역인부들에 의한 손상
〇 하역인부들이 화물을 거칠게 다루어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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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만약 손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우천시에는 선적작
업을 중지하고 해치커버를 닫아야 한다.

(4) 화물창 소제불량에 의한 손상
〇 화물창 소제불량에 의하여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선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1등
항해사는 화물창 또는 탱크를 청결하게 소제하고 화물을 적하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한 선적 전 적재장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적부 부적절에 의한 손상
〇 화물이 부적절하게 또는 선내의 잘못된 위치에 적부되었기 때문에 항해 중에 손
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선주의 책임이다.
〇 따라서 선적전에 적부방법을 점검하고 적재시에도 적부상태를 감독하고 부적절하
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적부방법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사례 3-61 위험물 선창 내 부적절한 적재로 인한 목적지 외에서의 양륙
본선은 한국에서 출발하여 일본, 미국 서부 그리고 파나마를 통과하여 미국 동부 및
유럽을 운항하는 2700TEU급 컨테이너선이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크리스토발에
서 적양하 하는 작업 중 선창 내에서 자극적인 역한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1항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선창 밑단
에 선적한 컨테이너에서 액체가 흐르고 연기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
적화목록을 확인해보니 목적지가 유럽의 독일이었고 내용물은 염산류의 물질이었으며
현장을 확인하면서 살짝 접촉된 1항사의 피부도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즉시 하역인부
의 작업이 중지되었고 긴급 대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회사 및 대리점을 통해 관계당
국에 보고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IMDG Code상 위험화물로 분류되어져야 하는 독극성 물질이었고 이
는 규정상 갑판적 및 격리 등 규정에 따라 적재하여야 하지만 화주의 불성실한 신고로
일반화물로 취급되어 선창 내에 적재되었으며, 또한 컨테이너 내부의 고박 및 적재가 제
대로 되지 않아 항해 중에 파손되어 독극성 액체가 새어나온 것이었다.
이후 위험물 처리반이 급파되어 선창 내에 있는 해당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화물을 처
리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이 재개되었으며 적양하 작업을 완료하고 출항하였다.
다행히 인명 사상은 없었으나 사고 처리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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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 중
〇 항해 중에 화물손상은 습기 또는 화물의 이동으로 자주 발생한다.

(1) 화물고박
〇 출항 전 또는 항해 중 화물고박상태를 일일 업무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항해일
지에 기록하고, 느슨해진 고박상태를 재정비하였다면 그 사실도 항해일지에 기록
해두어야 한다.

(2) 통풍
〇 통풍상태 및 적정 운송온도에 대해 용선자와 협의하고 습기제거를 위해 규칙적으
로 통풍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 둔다.

3) 양하 중
〇 양하항에 도착하여 손상된 화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에게 통지
• 즉시 P&I 사무소에 연락하여 Surveyor의 입회검사를 의뢰한다.
• 손상의 정도, 손상의 성질이 규명될 때까지 화물의 하역을 중지한다.
• 부족이나 오염이 제기되는 경우 P&I 사무소에 연락하여 Surveyor가 샘플링 또
는 부족분을 계산하도록 의뢰한다.

7.7 선하증권 관리
1) 선하증권의 의의
〇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 간에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이 그 화물
을 영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으로 화물의 양과 선적 당시 외관
상 상태를 증명하는 극히 중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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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확인
〇 선장은 발행된 선하증권에 화물에 대한 기술이 부정확하다면 운송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모든 기재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하여야 한다.
〇 전형적으로 잘못 기재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항구/날짜의 부정확
• 화물수량의 부정확
• 화물명세의 부정확
• 화물상태의 부정확
〇 선장은 선하증권상의 명세를 Tally sheet, Mate΄s receipt, Boat note, Draft
surveys와 비교 점검하여 손상 또는 부족 인도된 화물, 또는 기타 상이점의 명세
를 증권상에 기록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에 검정인을 요청한다.
〇 선장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책임
을 져야 하므로 선적시 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선하증권에 적요로 기
재하여야 한다.

적요 형태
피하여야 할 표기 방식
- 양호한 상태로 선적됨 (Clean on board)
- 외관상 양호한 상태임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바람직한 표기 방식
- 화물의 손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
- 외견상 주문한 상품 상태임 (Apparent order and condition)
화물의 무게가 불명확한 경우
- 화물의 무게와 양은 알 수 없음 (Weight and quantity unknown)
- 개수는 수락하나 내용은 모르겠음 (Said to weigh)

3)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LOI)
〇 화주가 본선에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나 사전/사후 선하증권(Ante/Postdated
B/L)의 발행을 요구할 때 보상장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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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그러나 L/I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P&I 보험으로부터도 보
상을 받지 못하므로, 선장은 화주가 선박의 출항지연이나 다른 수단으로 위협하더
라도 L/I의 서명을 거부하고, 즉시 회사나 지역 대리점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사례 3-62 우중 작업 시 LOI 효능
신조한 선박이 A사에 정기용선되어 첫 항차로 미국 Long View에서 곡물을 선적하
게 되었다. 적재중 비가 와서 선적작업을 중단하였으나 화주가 작업계속을 요청해 1항
사는 화주 측으로부터 Letter of Indemnity(LOI)를 받고 작업을 재개하고 LOI를 선주
에게 전달하였다.
출항후 선주는 화주로부터 받은 LOI를 근거로 용선자 A에게 LOI를 요청하였으나 용
선자는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LOI 작성을 거부하였다.
선주측에서는 화주의 LOI가 아닌 용선계약 당사자인 용선자 측 LOI가 유효하기 때문
에, 선장은 우천작업에 따른 책임을 규명할 LOI를 받을 때는 선주 외에도 용선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선하증권의 서명
○ 선장은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내용도 선하증권에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선하증권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 전에 적절한 문구로 수정
해야 한다.
○ 선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선하증권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적날짜가 틀린 선하증권
• 손상된 화물 또는 외관상 양호하지 않는 화물에 대하여 Clean B/L로 서명하는 일
• 선적되지 않은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것
○ 선장이 선하증권상에 적요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화물의 명세를 조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5) 선하증권에 의한 화물인도
〇 선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화물인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 화물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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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의 동의 없이 선취화물보증장(Letter of Guarantee) 을
받고 화물을 양하하는 것
• 만일 선하증권에 아래 문구와 같이 배서되어 있을 경우 양하항에서 화물처리를
위한 절차에 송하인/용선자의 지시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송하인/용선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화물이 적절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선하증권
원본 1부를 본선에 확보한다. (One original B/L retained on board against
which delivery of cargo may properly be made on instructions received
from shippers/charters.)

6) 통보
〇 선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선주나 선박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송하인이 선하증권상에 단서는 다는 것을 반대할 경우
• 대리점이 Mate΄s receipt를 검토하지 않고 또는 Mate΄s receipt 상의 단서를
선하증권상에 부기하지도 않고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한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 양하항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화물의 상태 및 수량 또는 선하증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화물의 하역과 관련하여 평소의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고 일탈하는 경우

7.8 화물 손해 발생시 본선 준비서류
1) 본선에서 확보하여야 할 증거서류
○ 선박과 선원 관련 제반 증서
○ 본선의 점검 정비보고서, 수리 계획서, 정비 일지, 지출비용 명세
○ 운송 관련 서류(선하증권, 용선계약서 등)
○ 해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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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판/기관 일지
○ 화물관련 서류(Stowage plan, M/R, N/R, 적하목록, 검수검량보고서, Time
sheet 등)
○ 항해관련 증거(사용 해도, 송수신 통신문, Course recorder, 기상정보 등)
○ 사진, 비디오테이프
○ 화물계산 컴퓨터 자료
○ 기타 화물손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증거

2) 선장 보고서(Master΄s report)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선장의 개인 명세
○ 선박의 명세
○ 적하항으로 기항하기 이전 항차에 대한 상세
○ 적하작업에 대한 상세
○ 선적 절차
○ 고박, 적부, 트리밍에 대한 상세
○ 적재항차에 대한 상세
○ 양하작업에 대한 상세
○ 화물이 손실, 부족, 손상에 대한 상세

사례 3-6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력
1983년 7만톤 벌크선이 밀을 만재하고 미국 서부에서 인도로 항해하던 중 태평양에
서 풍력계급 8, 9, 10, 11의 거대한 파도에 2~3일간 조우하여 피항하던 중 선체가 손
상입고 해치커버를 통해 침수가 되어 화물 8,000톤이 손상을 입었다. 1차 책임이 있는
용선자는 선주에게 감항성 불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선주는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을 주장하였다.
선장은 본선이 황천에 조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갑판일지와 황천기간 동안 촬영한
20분짜리 비디오 필름을 제시하였고, 선주는 본선이 항차 시작 한 달전에 입거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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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코밍 수리내역과 선급이 입회한 수압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양하지에서는 감
정원으로 하여금 해치커버 검사를 하여 모든 해치커버가 황천에 의한 손상을 입었다는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중재인은 선장이 제출한 비디오 필름만으로는 당시 해상의 높은 파고와 스웰의 크기
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었지만 잘 기록된 갑판일지와 비디오 필름에 감명을 받았으며,
본선 선장의 정직한 구두증언과 촬영한 비디오 필름이 선박의 정비상태와 특히 해치커
버가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재인은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가 본선이 적하항 출항 전에 감항성의 유지에 최
선을 다했고, 해치커버를 적절하게 고박하지 못했다는 믿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주에게 면책을 인정하였다.

7.9 이로(Deviation)
〇 운송인은 달리 계약이 없다면 화물을 목적항까지 곧장 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항해하는 동안 불필요한 지연은 이로로 간주된다.
〇 다음 3가지 이로는 예외로 인정된다.
• 실제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운송인은 화물의 보호를 위해 이로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화물의 안전이 요구될 경우 이로가 운송인의 의무가 될 수 있다.
• 운송인은 인명구조의 목적으로 이로할 수 있으나 조난현장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운송계약상 ‘이로의 자유’ 조항이 있는 경우 이로가 인정된다.
〇 선박이 계약된 항로, 직항로 또는 관습적인 항로에서 이로한 경우 또는 항해 중 지
연된 경우 선주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연에 대한 정확하고 상
세한 사유의 기록을 유지하고 항해일지, 선박과 육상과의 교신내용, Course
recorder 기록, 해도와 같은 서류를 문서화하여 선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9

선장 실무 지침

❙참고 자료
「상법」
「선박안전법」
「화물고박지침」
Guidance to Masters, Ronald Wὄhrn, Gard, 2nd edition, 2006.
Shipboard Working Handbook, STX Marine Service, 2013.
「船長の職責と指揮統率」, 일본해기협회 편, 성산당서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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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ㆍ기부속ㆍ윤활유 및 연료유

8 수급관리

8.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〇 「선박안전법」
-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 유지),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증), 제32조(항해
용 간행물의 비치),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〇 「선원법」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와 「선원법 시행규칙」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2) 국제 규정
〇 SOLAS 협약

8.2 선용품 및 기부속 관리 필요성
1) 원활한 선박 운항 달성
〇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소수의 선원들이 해결하여야 하므로,
선박은 해상에서 수리하는 데 필요한 예비품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〇 이를 위해 본선은 항상 선박 운항에 필요한 각종 예비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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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3-64 Spare part가 없어 선박 출항 지연
본선은 Dry dock 기간 중에 선체 수면 하부작업을 마무리한 후 Launching 후
Dock 안벽으로 이동하여 잔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기관부는 발전기를 포함한 System을 복구하여, 출항 준비하는 과정에 Aux.
boiler water level auto. control 용 Level sensor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수동으
로 조작하여 Main engine warming을 포함한 L.O, HFO 청정기 운전 등으로 출항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출항할 경우 장기 항해기간 중 기관 당직자가 24시간 Boiler 앞에서
Water level을 수동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Spare sensor를 공급받고 출항하기
로 하였다. 본 Spare sensor는 고가인데다 설치 후 교정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조자
측 직원이 직접 Hand carry로 공수하여 설치 완료함에 따라 출항시간이 3일 지연되었
다.
본선이 Dry dock 중 System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상 현상을 발견하였기에 출항
은 지연되었으나 이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2) 예상치 않은 장비고장 방지
〇 정기적인 계획정비를 위해서는 부품의 대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수량의
예비품과 기부속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〇 만약 예비품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예비품을 확보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항지에 도착하는 데도 몇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의 정상적인 운항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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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선용품과 예비품 관리 절차
1) 책임과 권한(예)
〇 선장은 본선의 기부속, 선용품, 예비품의 최종 관리 책임자이다.
〇 기관장은 본선의 기부속 재고를 관리하고 육상 부서에 청구한다.
〇 1등항해사는 갑판기기, 구명설비, 취사장비와 통신장비의 예비품을 관리한다.
〇 1등기관사는 기관과 전기관련 예비품을 관리한다.
〇 의료관리자는 건강관련 예비품을 관리한다.
〇 ‘선내작업위원회’(Shipboard work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선박의 선용품과 예비품의 사용과 재고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선용품 관리 절차
〇 지나친 낭비나 불필요한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재고가 유지되도록
한다.
〇 선용품은 주기적으로 모아서 청구하고, 긴급한 청구 외에는 추가 주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전에 잘 검토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정기적인 선용품 청구시기를 상반
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〇 선용품 청구는 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청구한다. 선용품은 통상 목적항 도달
3주 전에 이메일로 청구하고 3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재전송하고 확인을 받는
다. 그러나 이 일정은 항해거리나 회사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다.
〇 선용품은 IMPA에서 발생한 ‘Marine store guide’나 회사가 지정한 선용품 공급
업체의 책자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의 코드 번호, 요청 수량, 이유와 기타 관련 정
보를 기재한다.
〇 육상의 감독자는 본선의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본선에 선용품 공급업자
명, 예상 적재일 및 장소를 통보한다.
〇 선용품의 배송 일정은 육상/본선 관계자들과 협의한다. 만약 신청 예비품도 구매
가 가능할 경우 이들을 동시에 선박에 배송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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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속 예비품 관리 절차
〇 선박 기부속 예비품은 건조시 조선소에서 작성한 완성도(Finished plan)에 기재된
항목, 품질, 기준, 적정 수량 등과 같아야 한다.
〇 만약 선박의 장비나 기계를 개선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완성
도에 추가하여야 한다.
〇 본선 선장은 선박에서 유지 보수의 난이도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품의 기준
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장과 상의한 후 육상의 담당 감독관과 변경
내용을 협의한다. 만약 추가 수량 확보 비용이 예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이 예
상될 경우 선장은 그 사실을 선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예비품을 신청할 때는 완성계획도 번호, 페이지 번호, 도면 번호, 장비 제조업체
이름, 유형,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완성계획도에 세부 도면이 없는 예
비품 또는 부품을 신청할 때는 특수한 형태, 스케치, 실제 측정된 치수 및 재료 유
형에 대한 설명을 첨가한다.
〇 예비품 신청시 현재 보유중인 부품 중 신품과 사용가능한 재고품 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부품 사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품은 수리할 수 없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품이 선내에 보관되거나 양륙할 대상인지 결정하게
한다.
〇 예비품의 요청은 선박의 유형과 항로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항차 단위 또는 3~4개
월의 간격을 두고 신청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육상 감독관에게 즉시
요청토록 한다.
〇 육상의 감독자는 본선의 예비품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본선에 예비품 공
급업체명, 예상 적재일 및 장소를 통보한다.

사례 3-65 예비품을 잘못 신청하여 Off-hire 발생
장기항해 중 본선 발전기의 중요 Spare 중 하나인 Governor가 손상되어 회사에 상
황을 설명한 후 차항 Singapore에 입항 즉시 고장난 Governor를 수리하고자 하였으
나, 다음 항차가 유럽으로 확정되어 싱가포르 귀항이 어렵게 되어 새로운 Spare를 선적
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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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급된 새로운 Spare Type이 본선 발전기에 맞지 않았다. 2기사가 Spare
part 청구시 Type이 다른 시리얼 번호를 기재하였던 것이다. LPG를 양하하기 위해서
는 본선의 전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하나 한 대의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두 대의 발전기로 양하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17시간 ‘Off-hire’가 발생하였다.
본선에서 Spare part 청구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의 Cross check가
필요하다.

4) 선용품 및 예비품의 인도 및 검사
〇 선박에서 선용품이나 예비품을 수령하면 선장과 기관장은 송장(Invoice)에 기재된
품목의 수량, 규격, 외관, 품질 등에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한다.
〇 인도시점은 담당 감독자, 공급업체, 수송업체와 대리점과 협의하고, 만약 외항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통선을 수배하여야 한다.
〇 물품이 선적되면 즉시 주문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검사과정에서 사양이 불
일치하거나 품질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품목은 현장에서 반송처리한다. 불량
품이나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송장에 기재된 품명에 줄을 그어 취소하고 수정
된 품목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서명한 송장을 공급자에게 반환한다. 기관장은 이러
한 사실을 담당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〇 부적합 신고를 받은 담당 감독관은 원인을 조사하고 공급업체에게 개선을 지도한
후, 후속조치를 본선, 공급업체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8.4 선용품 및 예비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
〇 본선 선용품 및 기부속 예비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는 다음 쪽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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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선용품 및 기부속 예비품의 주문과 납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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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연료유의 수급
1) 연료유 청구
〇 선장은 Sailing instruction에 따라 기관장과 상의하여 연료수급 예정항구 구간까
지의 예상 운항일수에 대한 총 소모량에 예비 연료량을 가산하여 연료량을 산정하
여 청구한다.

예비 연료량 적용 기준(예)
기

준

예비 연료량

20일 미만 항해

1일 소모량의 3일분 가산

20일 이상 ~ 50일 미만 항해

1일 소모량의 5일분 가산

동계기간(10/16~4/15) 북태평양 북방항로

20일 미만시에도 5일분 가산

USWC-Panama-USEC 및 US Gulf지역간 항해

1일 소모량의 2일분 가산

2) 연료유 수급 준비
〇 선박의 연료유 수급은 기관장의 책임하에 수행되나 선장은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
든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연료유 수급시에는 항상 감시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〇 선장은 수급할 양, 연료유의 분배, 시작시간, 책임사관, 예상완료시간 등 전반적인
연료유 수급작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자와의 교신방법도 알아야 한다.

3) 연료유 수급계획 수립
〇 선장은 본선에서 연료유를 수급하기 전에 연료유 수급시스템 배관도 숙지, 연료유
의 배분계획, 수급탱크의 측심표 이용, 책임사관의 재확인과 같은 수급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〇 원칙적으로 새로 수급하는 연료유는 재고 연료유와 혼합적재를 금지하나, 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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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주가 연료유의 혼합 적재를 요청할 때는 선장은 Confirm letter를 수신 후
혼합선적을 하여야 한다.
〇 탱크별 최대 수급량은 원칙적으로 탱크 용량의 85% 이하로 제한한다.

4) 교신 준비
〇 선장은 연료유 수급작업 시작 전에 본선과 연료공급자 간에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
는 교신수단(통상 VHF, 트랜시버 등)이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 쌍
방간 교신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된 비상정지신호(Air horn 등)가 있
어야 한다.

5) 연료유 수급
〇 연료유 수급준비가 완료되면 연료수급책임자 책임하에 본선과 연료공급자간에 연
료를 수급하게 된다.
〇 선장은 연료유 수급동안 당직자의 배치, 수급량 조율, 점검표 작성, 계류줄의 조절,
수급압력 조절, 연료량 계량, 당직자의 인수인계, 비상장비의 비치 등이 제대로 이
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〇 선장은 연료수급 작업자에게 다른 업무를 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에
게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연료유 수급은 주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샘플 채취
〇 샘플채취는 연료유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연료수급 절차 중 가장 중요
한 부분이다.
〇 선장은 연료유 샘플위치(통상 매니폴드), 샘플 수(통상 3곳), 샘플량(최소 400ml),
밀봉, 비중과 수분측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〇 본선은 반드시 샘플 분석결과를 확인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카푸치노(Cappuccino) 벙커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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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은 카푸치노 벙커를 수급받았다고 의심이 들 경우 선주(용선자)에게 사실확인
을 위한 판단시간을 요구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연료수급 책임자에게 바지측 탱크나 본선 연료유 탱크에서 거품이 발생하
는지, 그리고 수급 중이나 수급완료 후 벙커 온도, 사운딩 스케일, 소음/진동 등을
통해 카푸치노 벙커 여부를 확인시킨다.

사례 3-66 기준미달 연료사용으로 인한 주기관 손상
정기용선된 본선(Bulker, 117,950DWT, 주기관 B&W 9K 8 4EF)이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용선자의 수배로 연료유를 수급하였고, 본선 선원들이 비중, 점도, 적합
성, 수분 그리고 유동점 시험 같은 통상적인 연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허용치 이내
였다.
미국 노포크에서 모든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링 및 연료펌프가 과도하게 마모되어
연료유를 검사한 결과 침전물과 Catalytic fine contamination이 규정치 이상이었다.
본선은 주기관 최대출력을 50% 이내로 하면서 정유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해
결국 F.O 대신 D.O로 항해하였고 오염된 연료유 512톤은 육상으로 양륙하였다.
선주는 오염된 연료를 수배한 용선자에게 D.O 사용, 기관정비 예비품 사용, 대기에
따른 Off-hire 손실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용선자는 용선계약서에 180CST 연료유라는
명세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었고 기관에 대한 상세 내용도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
았으므로 배상을 거부하였다.
향후 용선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에 연료유와 기관의 자세한 명세를 명시하여야 불이
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8.6 윤활유의 수급
1) 윤활유의 수급 및 관리
〇 윤활유는 선용품과 기부속 예비품 공급과 같이 선주의 책임으로 본선에 공급하여
야 하므로, 선박회사는 선박의 운항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윤활유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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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고 본선에 공급하여야 한다.
〇 윤활유의 선내 보급절차는 다음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윤활유 선내 보급절차

2) 선박에서 유의사항
〇 동일한 호스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산적 윤활유를 공급하는 경우, 호스 내의 남
아 있는 잔유와 다른 윤활유가 혼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윤활유는 가장
혼합이 문제가 되는 유종부터 적재를 시작하여야 한다.
우선순위는 터빈 오일, 주기관 시스템 오일, 발전기시스템 오일, 실린더 오일 순이다.
〇 본선에서 윤활유 적재 전에 계약자가 제공한 납품송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매요
청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 유류보급절차에 따라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 본선과 바지선 사이에 적절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이송과정 중 비상정지
(Emergency stop)절차를 본선과 바지선이 상호 합의해 두어야 한다.
〇 유류를 공급 중에는 갑판 위에 스커퍼를 막고 당직을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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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사에서 유의사항
〇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거의 모든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 중 윤활유
의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 운송선박은 본선의 운항일정에 맞추어
선박이 보유하여야 할 윤활유의 양(재고량)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고,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이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〇 본선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윤활유의 적정 기준량은 선종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
박은 주기적으로(통상 매월 말) 윤활유 재고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〇 윤활유를 다른 유종의 윤활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기관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윤활유의 종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윤활유 종류의 변경 가능성을 결정하
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혼합시험을 거쳐야 한다. 합성오일(Synthetic oil)의 혼합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〇 윤활유 공급업체 선정 시, 안정적인 장기공급 가능성과 선박의 주요 기항지에서 보
충을 하는 데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3-67 Pocket bunker 발각과 책임 분규
본선은 A선사에 정기용선된 후 다시 B선사에 정기용선되었다. B선사는 본선 운항중
앞전 벙커링시 본선 보유 벙커량이 기존에 보고된 Noon report상의 벙커량과 다름을
인지하고, 인도에서 하역작업 중 불시에 Detective surveyor를 수배하여 본선 벙커량
을 측정한 결과, 본선이 보유하고 있던 Pocket bunker 70톤이 발각되었다.
일단 본선에서는 Pocket bunker 70톤의 존재를 부인하고, 차항인 인도의
Mangalore에서 정기용선자 A사와 B사가 Joint bunker survey를 실시하였는데, 본선
은 연료탱크 구조의 특이성과 사운딩 테이블과의 불일치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약
40~60톤 정도의 Pocket bunker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정기용선계약시는 용선자가 선주에게 벙커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벙커링시 최
하위 정기용선자가 벙커량에 책임이 있으므로 본선에서는 정확한 보급량을 측정하여야
하고, 만약 벙커링회사와 본선간에 수급량 차이(부족)가 발생하면 선장(기관장)은 최하
위 용선자에게 부족량이 발생시점에서 그 사실을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기관
장)은 Daily report와 입출항 report상에 기재되는 벙커량은 최대한 정확한 본선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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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68 Short Bunker의 책임
본선은 A, B, C선사에 순차적으로 체인 정기용선되어 운항중, 홍콩에서 벙커링시 본
선 계측으로 약 44톤이 부족하였다. 동 부족량에 대해 본선과 벙커링 바지선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장은 Protest letter를 발행하여 벙커링 바지선장과 Surveyor로부터 서명
을 받고 출항하였다.
선장은 C 용선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다고 하나 용선자는 출항후 4시간이 지나 출
항보고시에 벙커 Short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용선자는 본선에서 Surveyor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점, 벙커량 부족사실을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고 출항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삼고 부족량 44톤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고 용선료에서 삭감하였다.
본선 선장은 Short bunker 사실을 Protest letter로 발행하여 서명을 받는 등 정상적
인 조치를 하였으나, 보급량에 대해 Dispute가 발생 즉시 용선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으
로써 용선자가 손실을 본선에 전가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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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관련 규정
1) 국내 규정
〇 「선박안전법」
-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
(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제15조(선박검
사 후 선박의 상태 유지),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
간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34조(하역설비
의 확인 등),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
검사), 제71조(특별검사), 제72조(재검사 등)
〇 선급 및 강선규칙

2) 국제 규정
〇 SOLAS 협약
〇 MARPOL 협약
〇 ILL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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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선박검사
1) 선박검사의 의의
〇 선박은 위험한 해상을 항해하므로 안전을 위한 감항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화주 등)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〇 그러나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빈번한 상거래에서 일일이 사용자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국제적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협약화시키고, 각국은 자국 선박에게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검사를 법제화하고 있다.

2) 선박검사의 종류
(1) 신조선의 선급 및 설비 등록검사
〇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조단계에서 도면심사부터 해상 시운전에 이르
기까지 제조 중 등록검사가 실시된다.
○ 제조 중 등록검사를 완료한 후 규칙에 적합한 선박에게는 선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급 및 설비부호가 부여되며, 해당 선급기관의 입급선으로서 선급증서와
설비증서가 발행된다.

그림 3-7. 제조중 등록검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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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약 검사
○ SOLAS 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당해 선박이 국
제협약의 제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서로서 국제협약 검사증서를 비
치하고 있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그 나라에 선적을 두는 선박에 대하여 관련 국제협약 및 선적국의 국
내 규칙에 기초하여 검사 또는 심사를 실시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 국제협약 검사는 정부 검사관 또는 심사관이 직접 검사 또는 심사를 수행하여 증
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협정에 따라 선급기관에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도 있다.

(3) 운항선의 선급 및 설비 등록유지를 위한 검사
○ 해당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게 ‘강선규칙’ 등의 기술규칙에서 정한 정기검사 및 임
시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간 유효한 선급증서가 발행된다.

그림 3-8. 선급 유지검사의 종류와 일정

(4) 계속 검사
○ 계속 검사(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선급등록 및 검사’의 추가사항)는 정기 검사
시 시행하는 기관 장치에 대하여 5년 동안 매년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
식에 따라 검사하되 매년 20%의 비율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검사가 완료되도록
한다.
○ 기관 계속 검사를 적용하는 선박은 정기 검사 및 중간 검사시 개방하여 내부검사
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외관상태 및 작동 검사를 하여 검사원이 양호하다고 인
정할 경우 개방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기관장은 선내 개방검사로 대체 수검 가능한 항목은 선내 개방검사보고서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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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검사의 확인을 받는다. 기관계속검사를 수검하였을 때에는
입회 검사원으로 부터 Survey report를 수령하여 수검항목의 정확한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Survey report를 발급하지 않을 때는 CMS 수검확인서를 작
성하여 검사원에게 확인을 받음으로써 검사 완료항목이 선급의 검사기록에 누락
됨이 없도록 한다.
○ KR의 경우 정해진 요건(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선급등록 및 검사’)의 충족을 요
구하고 있으며, LR, ABS, DNV 등의 선급에서는 자격의 승인을 요구하므로 동
선급의 입급선박 기관장은 자격유무를 사전에 확인한다.

9.3 선박 수검절차
1) 수검 계획
○ 선장은 선박동정과 증서 및 검사항목별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Due date 이전의 충
분한 여유기간 내에 수검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여 검사원 수배를 요청하도록 한다.
(통상 매 6개월 간격 통보, 단, 증서 및 검사보고서상 별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즉시 통보, 단기증서 또는 가(假)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
월 전까지 통보한다.)
○ 선장은 선사 감독으로부터 검사 집행계획을 받으면 사전에 검사종류에 따른 제반
수검준비를 완료하고 입항한다.
○ 선장은 수검 준비과정 혹은 수검진행 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자체 시정조치를
하여 수검을 완료하고, 육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지원을 요청하
여 해당검사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만일, 수검중 지적된 부
적합사항이 즉시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는 해당사항을 차기 정기적인 검사시까지
연기될 수 있도록 검사원과 협의한다.

2) 검사 신청
○ 검사신청은 담당 감독이 검사신청서를 수검 예정일 약 1주 전에 해당 정부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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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선급본부 또는 지부에 회사에서 제출하며, 국외에서 수검할 경우는 수검 항
구의 대리점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검사원의 승ㆍ하선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
조를 요청한다.

3) 검사 협조
○ 선급의 등록 검사 또는 선급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장과 회사는 검사준비를 해야 한다.
○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사항에 따라 선장 또는 대리인이 검사에 입회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4)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ESP 대상선박: Enhanced survey program)
○ 회사는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선급 검사원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서(검사준비,
검사보조시설 및 검사장비 등 포함)를 작성해야 한다.
○ 선장은 검사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탱크 및 밀폐
구역 가스 제거, 탱크내 잔유물 제거, 충분한 조명시설 등)
○ 선장은 전반적인 현상 검사시 검사원이 안전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탱크 등 구조
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항해중 또는 정박시에 검사를 시행할 경우 선장은 검사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통신장비, 폭발성 가스 측정기, 산소 농도 측정기, 호흡구, 구명줄 및 호각 등)
○ 보트 또는 구명뗏목에 의한 탱크 검사는 일기예보와 해상 상태에 따라 검사원이 안
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선장은 검사원이 검사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고 유지
한다.

사례 3-69 소화펌프 작동불량으로 출항정지 위기
네 곳의 인도 항구를 입ㆍ출항하고 마지막 항구인 뉴망갈로니아에 입항하기 전에 이
항구에서는 항상 PSC 검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선에서 열심히 준비하였다.
입항 후 PSC를 수검을 잘 받아 가벼운 지적만으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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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화펌프 Test에서 펌프 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출항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열심히 PSC 준비를 한 본선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검사관이 명일 아침 08시
까지 복구하고 재검사를 하자는 배려가 있어 본선은 밤샘을 하여 펌프를 수리하였다. 진
공펌프를 분해 정비하는 과정에 진공펌프 Spare가 부족하였으나, 마침 기관실 해수펌프
의 진공펌프가 동일한 Type임을 확인하고 해당 펌프의 부품을 발취하여 비상소화펌프
에 부착한 후 작동시킨 결과 양호한 결과를 얻어 무사히 출항할 수 있었다.
매주 시행하는 소화펌프 운전 Test 시 세밀한 관찰이 부족하였으며, 정비에 필요한
소모성 Spare part 등을 확보 못한 관리 부실이 큰 교훈으로 남았다.

9.4 선박 정비
1) 책임과 권한
○ 본선은 선체, 기기의 정비와 보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선체와 각종
기기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선박의 보선관리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다. 따라서 기관장은 보선업무 집행시 선장
과 협의하여 인력동원, 선박의 운항상태 등 제반 여건들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보선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본선의 보선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선체, 기기의 정비ㆍ보
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현황과 운전상태를 파악하여 정해진 양식에 기록하여 회
사에게 통보하고, 각종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장은 특수ㆍ중대업무/오염방지/인명안전에 관련된 항목의 집행은 우선적으로 시
행한다.

보선업무 관련 주요 기록서(Sample)
보고서 명칭
Master’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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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계ㆍ인수서

기관장 교대시

PMS시행계획서

매월1일 기준

PMS Overdue report

매월 말

항차정비계획

항차 시작전 정해진 시기

정박중 작업 결과보고

선박별, 주요 항구

주간작업계획서

매주

수리신청서

발생시

입거수리신청서

입거 3개월전

Repair & Maintenanced record

수리완료시 또는 자재청구시

Report of defect

발생시

R.O.D A/S report

발생시

Inventory card

수량 변동시, Update

일반선용품 Inventory list

6, 12월

중고 기부속 목록

수량 변동시

시정요청사항 조치결과

발생시

2) 정비항목별 조치
○ 선장의 책임하에 승무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체정비는 PMS 시행계획에 따른 계
획정비와 주기적 점검 및 PSC 대비점검 등에 의해 운항 중 확인된 결함사항에 대
해 정비한다.
○ 선장은 육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리신청서를 통하여 회사에게 지원정비를 요청한
다. 육상 지원정비라 하더라도 선장은 해당설비의 책임사관이 현장에서 감독을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박의 기기 중 그 기능의 상실 시 중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항목(Critical equipment/machinery)의 예방정비 및 수리작업은 기관장의 관리
감독하에 담당자가 시행한다.

3) 예방정비(Planned maintenance system; PMS)
○ 예방정비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환경보호의 효과적인 달성과 선체와 설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점검과 정비를 말하며, 선체 및 주요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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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내외 법규와 협약 및 Class rule의 요구사항, Maker 권고 사항 또는 경험
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고장이나 사고가 나기 전에 기기의 내구기간 또는 안전운
전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체계를 말한다.
○ 기관장은 사내에 수립된 PMS Guidance에 의거하여 정비ㆍ점검의 Due date 를
관리하는 PMS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정비를 시행한다.
○ LNGC 및 Tanker의 선장은 Critical equipment로 분류된 기기의 PMS 시행을
위해 작업시작 전(예를 들어 최소 2일 전)에 회사와 상의 후 이행해야 한다.
○ Critical equipment 또는 시스템에 대한 합의된 Shut down 기간을 지키지 못하
여 연장 또는 대체작업시는 회사에 협의해야 한다.
○ Due date가 연기된 항목에 대해서는 연기된 Due date를 항차정비계획에 기재하
여 관리하고 연기된 Due date 이내에 반드시 계획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 기관장은 PMS 시행계획의 정비항목 및 정비 Interval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정비
주기를 Condition base로 변경할 항목 또는 Due date를 연기할 항목에 대해서
는 회사에 요청한다.
○ 주요기기에 대한 점검과 계측 결과기록은 Maker instruction 등을 참조하여 계측
결과를 기록하고 별도의 회사 양식지 또는 기록 형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선
박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기록한다.
○ 예방정비 및 사고/고장수리에 대한 정비내용의 상세는 Repair & Maintenance
record에 기록하여 검증 후 History로써 유지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점검 이행
○ 선장은 선체각부 및 Tank 점검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항사(단, LNGC 및
Tanker는 수항사) 책임 하에 점검을 수행하며, 5년마다 전체적인 점검이 될 수 있
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한다. 단, 자동차선과 같이 청수를 선적하는 Permanent
ballast tank의 점검주기는 매 입거수리시를 기준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Hold 및 Tank 내부 Pipe line은 해당부위 선체점검시 동시에 수행하여 Pipe 누
설 점검 및 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점검 중 발견된 문제점은 보선관리책임자의 기
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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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0 F.O. 탱크 에어벤트 파이프의 파공으로 Hold ballast 오염
Panamax 급인 본선이 미국 Corpus Christi항에서 Bauxite 양하 작업 중 부두 측
의 Air draft 15m를 맞추기 위하여 4번 홀드에 약 9,000톤의 평형수를 주입하던 중,
Hold를 관통하는 F.O. 탱크 에어벤트 파이프의 파공된 부위로 Hold에 주입하던 평형
수가 유입되었다. 유입된 평형수로 밀려 올라간 F.O.가 에어벤트를 통해 갑판상으로
Overflow 되었으며, 일부 상당량의 F.O.는 파공부위를 통해 Hold 내로 유입되어 평형
수를 오염시켰다.
이 사고로 에어벤트 헤드에서 F.O.가 우현 갑판으로 유출되었으나 오염방제 비상배치부
서를 발령하여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였고, Hold에 기름이 유출되어 USCG, 항만당국
및 P&I Club에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방제업자 및 Barge를 수배하여 오
염사고 발생 12일만에 오염된 평형수 약 9,000톤 전량을 육지로 이송하고 Hold
cleaning을 한 후 차항지로 이동하였다.
노후선은 주기적으로 선체검사를 통해 결함부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박 중에 Hold에
평형수를 충수/배수할 때는 Hatch cover를 열어두고 감시자를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5) 기록 유지 및 보고
○ 선장은 선체점검 결과를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선장은 선체점검 결과를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회사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그러
나 Crack, Pitting, Buckling 및 Corrosion 등 이상 발견시는 해당 도면에 표기
하여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9.5 사고 발생시 정비조치
1) 중대 해양사고 발생시
○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 충돌, 화재, 침몰로 인한 인명사고, 중요장비의 손
상이나 고장으로 항해불능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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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선장은 회사의 ISM Code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회사의 관리담당자에게 먼
저 보고한다.
○ 선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선박이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
으면 인근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초기 비상대응 조치가 완료되면 자체 또는 외부 구난회사의 도움을 받아 복구를 위
한 정비를 실시한다.
○ 입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에서 임시수리를 실시하고 선급으로부터 임시
검사증서를 획득 후 수리장소로 이동한다.

2) 접안 중 외판 손상사고
○ 부두에 접근하는 속도가 빠른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외판이 움푹 들어가는 손상이
발생한다.
○ 외판 굴곡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선급은 경미할 경우 선원들로 하여금 보강을 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선체 외판 교체를 요구하게 된다.
○ 만약 접안중 과도한 충격으로 또는 평행접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Fender 상태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외판에 파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항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파공부가 Water line 상부에 발생하고 Ballast tank 내부인 경우에는 감항성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
○ 파공부위가 수선면 하부이고 감항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반드시 선급
Surveyor를 수배하고 검사관의 지적에 따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당해부두에서
화기작업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임시 용접 수리를 행할 수도 있으나 항만에 따
라서는 별도 장소에서 수리작업을 행하는 곳도 있다.
○ 선박과 부두와의 접촉사고는 P&I 보험에서 구상할 수 있으므로 P&I surveyor를
수배해야 하며, Note of protest(Sea protest)를 작성하여 Notary public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으로부터 Endorse를 받아두어야 한다.

3)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사고
○ 하역작업 중 하역인부의 과실에 의해 선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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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즉시 하역회사 책임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하역회사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게 된다.
○ 만약 사고 발생 당사자가 수리능력이 없거나 수리업체가 없을 경우 선주와 용선자
가 협의하여 본선에서 수리한 후, 선급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4) 악천후로 인한 선체 손상
○ 악천후를 미리 예측하고 기기, 통풍댐퍼, 폭로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비의
고박 등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갑판에 해수가 올라올 때 해치커버 틈사이로 침수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거나
방수테이프를 붙인다.

5) 선저접촉으로 인한 선저 손상
○ 선저손상으로 화물창 또는 선저 평형수 탱크에 침수가 되면 선박은 가장 가까운 수
리가능 장소에 투묘하고 침수를 멈추게 하는 비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수리 정박지를 정할 때 잠수부가 수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수의 탁함 정
도, 해류의 세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 3-71 부유물로 추정되는 물체와 프로펠러 충돌 사고
본선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2만톤급 국제여객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서해항로는
어망이 지천으로 설치되어서 늘 조심하는 항로이며 특히 봄철은 더욱 심하였고 레이더
상으로도 탐지되기도 하지만 경계를 철저히 하여도 어망 등에 걸릴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어망에 주의하며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갑자기 선미 쪽에
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진동이 발생하였고, 다들 놀라 선미 쪽을 보았는데 눈에 띄
는 물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레이더 상으로도 탐지되지 않았다. 기관실은 우현 엔
진에 무리가 가서 정지하였고 우현 프로펠러가 어떤 충격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다행히 본선은 2개의 엔진을 가진 CPP 타입이라 좌현 엔진 하나로 감속하였고 그
사실을 회사로 통보하였으며, 한국으로 와 수리차 조선소에 입거하였다.
입거 후 확인해보니 우현 프로펠러 블레이드 하나가 반 정도 칼로 절단되듯이 반듯하
게 잘려 나갔으며 다른 블레이드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사고 원인으로 여러 정황상 우현 프로펠러와 수면하 미확인 물체 간의 충돌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나 당시 현장에서는 레이더나 시각적으로 어떤 충돌물체를 확인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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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추정컨대 수면하 미확인 물체가 이른바 ‘싱커’라고 불리는 무거운 중량의 원목이
수면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조류 따라 움직이다가 프로펠러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블레이드(재질상 문제포함)가 절단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부유물이 많은 국내 연안을 항
해할 때 항해당직자들은 보다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해상부유물로 인한 프로펠러나 스턴튜브의 손상
○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되면 진동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대칭되는 날개를 절단하기
도 한다.
○ 스턴튜브가 손상되면 기름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예비 Lip seal의 사용과 윤활유
압력조정을 하여야 한다.

7) 기관 고장
○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의 비정상적인 마모로 기관의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게
되면 감속하거나 실린더의 작동을 차단한 후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항구로 이동해
주기관 실린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수급된 연료유가 표준이하일 경우 정제 및 여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
러운 연료유가 다른 연료유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탱크에 적재되어야 한다.
○ 주기관의 긴급한 수리를 위해 적절한 예비품을 적재해야 한다.
○ 기관고장이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았더라도 선장과 기관장은 원인을 철저히 조사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6 입거
1) 입거 수리 목적
○ 일반 화물선은 일반적으로 선저오염이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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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저 방오도료(A/F)를 다시 칠하기 위해 약 2~3년 간격으로 5년에 두 번
입거를 하게 된다.
○ 통상 선박에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도크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2) 입거 계획
○ 일반적으로 본선의 입거 사양제출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제출한다.
○ 선장은 입거수리신청서 작성시 수리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감독이 작업범위,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및 소요자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 입거 수리시 수검해야 할 사항은 입거수리 신청서에 수검사항 목록을 첨부한다.
○ 입거수리 신청서에는 교환해야 할 부품의 재고유무를 명확히 기재한다.
○ 수리 작업에 필요한 소요부품은 반드시 사전 확보토록 하며, 부품이 없을 경우는
청구서를 제출하여 입거시기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선장은 입거 전 Docking에 필요한 도면이나 기타 자료를 준비하여 조선소 요청시
제공한다.

3) 부서별 입거 수리 집행
부서

선장

Deck part

시행 사항
•
•
•
•
•
•
•
•
•

선장은 각 승무원의 직무에 맞춰 입거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입거중 당직표 작성게시
육상의 주요 업무 연락처 게시
승무원 비상연락망 작성게시
각 창고 정리정돈 및 Locking
입거중 선내 작업계획서 작성
입거중 일일작업 보고서 작성/제출
입거중 사용된 자재 List 작성/제출
입거중 Tank manhole cover 개방/복구 Check list 최종 확인

• 조선소에서 요구하는 Draft로 조정한다.
• Dry docking후 개방, 혹은 수리해야 할 Tank의 Bottom plug 위치 확인
• Hold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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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입거수리 개소에 대한 Marking 철저 및 현장작업자에게 현장확인 실시
Anchor chain locker의 잔수 및 Mud 확인
갑판상 Scupper 폐쇄
동절기에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각종 냉각수 및 소화전 Pipe의 Drain out
S/E 비품 정리정돈
입거시 사용할 자재 확인 및 정리정돈
항해, 통신 및 사무용계기의 전원 차단
Hull bottom에 취부된 항해용 계기 Sensor 상태 점검 및 외판 Painting
damage 받지 않도록 보호작업
• Tank manhole 개방 및 폐쇄 Check list 작성 및 활용

Engine part

통신/조리부서

•
•
•
•
•
•
•
•
•
•
•
•

육전연결 Box의 점검확인
냉각수 필요기기의 냉각수 연결부 위치 확인
입거시 작업에 사용할 각종 특수공구 및 게이지 준비
Propeller nut용 Spanner 보관상태 확인 (If necessary)
Stern tube L.O drain out 준비
입거시 수리개소 Marking 철저 및 현장작업자에게 현장확인 실시
Ballast 계통수리는 Tank의 Deballasting 완료후 실시토록 준비
입거전 기관실 Bilge 완전배출 또는 입거중 Yard에 육송토록 준비 및 화
기작업에 대비하여 Tank top plate, Purifier room oil 제거
입거시 사용할 자재확인 및 정리정돈
ICCP 전원차단
Electric motor의 절연저하 방지
기관실내 Tank 매일 1회 이상 계측 및 기록 유지(입거전 양식 작성)

•
•
•
•
•

사무용품 및 주방기구 정리정돈
선박 냉장고 취급 및 Dock중 사용할 주부식 관리철저
통신기기 전원 차단 및 통신실 Locking
주방시설 및 주방기기의 수리
P/C의 전원 Off 상태 유지

5) 점검 및 수검 사항
○ 선장은 기관장 및 실무책임자와 함께 1일 Meeting에 참석하여 작업계획을 협의하
고 책임사관을 입회시켜야 하며, 선체 구조 및 안전에 관련한 중대 수리작업은 수
리진행내역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 선장은 자체작업과 조선소 작업을 구분하여 입거 진행표를 작성하고 당일의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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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예상되는 항목은 즉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 각 분야/기기별 점검사항은 회사의 공무감독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6) 작업공기 준수
○ 작업 공기 단축은 입거료(안벽료) 절감외에 Hire base 절감이 있으므로 공기 단축
에 최선을 다한다.
○ 입거 작업중 일일 미팅시간을 지정하여 선장/감독 및 실무책임자/조선소의 담당자
가 작업 사항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수리가 되도록 한다.

7) 안전대책
○ 선장은 입거중 인명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조선소측
귀책사유로 인한 과실이외는 선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므로 선장은 입거중 안전
관련하여 조선소의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분야

대책 사항

인명 안전대책

• 선장은 공무감독과 협의하여 승무원의 인명 사고에 주의한다.
• 선장은 조선소 수리중 승무원의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 선장은 안전 수칙에 대해 입거 수리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입거중에도 수
시로 주의를 환기 시킨다.
• 선장은 매일 작업사항 Review meeting시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별도
List up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선장은 작업진행표에 작업계획시간 및 작업자를 기재하고 필요시 절차를 명
기하여 작업 시작전 모든 승무원에게 당일 계획작업의 주의 환기 교육을 시
행한다.
• 선장은 인명사고 발생시 조선소 안전원에게 연락하여 조선소 응급실에서 치
료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말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토록하고 회사
에 보고 및 상병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한다.

선박 안전대책

• 선장은 공무감독과 협의하여 선박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작업 부위는 항상 깨끗이 유지되도록 조선소 작업자를 감독한다.
• 유독성/폭발성 Gas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Gas free를 철저히 하고 필히
Gas free cert.를 Yard로 부터 발급 받는다.
• 연료유 탱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의 작업시에는 조선소 안전요원을 배
치시키고 당직자는 매시간 순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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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에 화재를 대비한 대책을 요청하고 선내의 소화장비를 항시 사용 가
능한 상태로 유지 시키도록 선장에게 요청한다.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타 작업과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집행하고 가
능하면 조선소 안전원을 배치한다.
• 작업중 화재 발생의 경우 조선소 담당자(안전원)의 협조를 받아 조기 진화
토록 한다. CO2 분사나 Foam 방출이 필요한 경우 조선소측 책임자와 협
의 및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구역을 밀폐 후 시행한다.

8) 출항전 점검 확인
○ 선박의 선체/기기 상태의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도크에서 빠져나와
출항할 때이다. 예를 들어, 기기의 보호를 위해 차단시켜 놓은 전원들, Tank점검
을 위해 Manhole을 개방하였다가 폐쇄하지 않거나 잠금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이다. 변화관리 측면에서 점검표에 의해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선장은 주수 전에 반드시 선저부를 확인하여 Paint 건조상태 Bottom plug의 이
상 유무, Hull anode 부착 상태, Sea chest cover 상태, 선외 Valve 상태,
EM-Log, 기타 선체 개구부를 최종 확인한다.
○ 선장은 선내의 Tank manhole 개폐 여부, 주수 관련 Pipe 작업 사항 등을 점검하
고 Stern tube seal tank의 Oil level과 Oil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Cargo tank와 Cargo piping system내의 이물질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최종검사
시 책임사관과 함께 직접 확인한다.
○ 선장은 Refloating 전에 Ballasting plan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적절히 Ballast가
적재되었음을 확인하며, 냉각수계통의 Pipe line과 Valve등을 확인한다.
○ 선장은 시운전 출항 전 각 수리부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기기에 대해서는 사전
Test를 시행하되 Test시에는 담당사관을 입회시켜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출항 전
까지 모든 기기의 S/B 상태를 유지시켜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 선장은 선박 출항 일시에 대하여 대리점에 사전 연락하여 Pilot 수배 및 출항수속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입거 낙성서의 선박 책임자 및 감독의 확인 서명은 비용과 직결되므로 작업 완료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 또는 특기 사항을 기재하여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278

9. 선박검사, 보선업무 및 입거 계획

한다.
○ 수리 중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A/S 수리에 대비하여 조선소측의 확인을 받는다.

사례 3-72 입거 전 점검 소홀로 긴급 부품 제작 소동
매 입거 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Stern tube seal(Propeller shaft로부터 해수 유
입 방지용)을 분해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교환하여야 한다. 이 때 Seal과 접촉하는
Chrome liner(Propeller shaft에 Bush 형태로 취부되어 있음)도 함께 정밀 계측하고
검사를 실행하며 필요하다면 위치를 이동하거나 마모가 심하면 신환을 하여야 한다.
이 Chrome liner의 사용 시간, 신환 이력 등을 면밀 검토하여 Dry dock 전에 사전
에 Spare를 확보하였어야 했는데, 통상 Chrome liner가 고가이고 10년 이상 사용하
는 부품이다 보니 점검사항에서 빠졌었다. 신환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부품을 사전에 준
비하였어야 하나, 개방 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긴급히 Dry dock 기간 중에 현지에
서 주문 제작하여 무사히 신환 후 출항하였다.
이로 인해 Dry dock 공기가 지연되고 긴급제작에 따른 비용 과다 지출 등으로 어려
움을 겪었다. 입거 준비에 세심함이 필요한 교훈이었다.

❙참고 자료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보선 업무, HMM Manual
A Guide to Ship Management,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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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박 사고시 증거 수집

10.1 일반지침
1) 증거수집의 중요성
〇 선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선주의 성공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선박이 제공한 사
고 발생 당시의 완벽한 증거자료 수집과 그 가용성 여부에 달려있다.
〇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하고도 명확하며 논리정연하게 제출된다면 재판관이나 중재
인은 선주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것이고 더불어 그 선박이 훌륭히 운영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〇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손상된 화물, 재산의 소유주 또는 터미널 운영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적
인 접근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〇 증거자료의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장이 선박으로부터 요
구되는 증거자료의 유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증거자료가 왜 필요한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선장의 의무
〇 선주 또는 보험업자들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해 승선토록 지시받은 변호사, 감정인
또는 기타 자문역들에게 선장과 관련 직원은 중요한 조력자가 된다.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자료를 멸실되지 않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선주의 이익을 위해서 선
장에게 부여된 주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〇 선박 운항 중 많은 사소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가 모두 클레임으로 발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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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되므로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〇 클레임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거증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본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잠재된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여주는 결과가 되므로 선장과 관련 사관
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10.2 증거자료
1) 항해일지(Log book)
〇 항해일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Official log, Deck mate΄s log, Eng. log,

Radio log, Rough log, Sick bay log 등이 있는데 이 중 갑판항해일지, 기관항
해일지, Deck mate΄s log가 중요하다.
〇 모든 일지는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〇 Movement book, Bell book 또는 다른 형태의 Rough log 또한 중요한 증거자
료가 되므로 깨끗하고 정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〇 특히 항해일지는 첫머리에 작성방법, 기록해야할 중요한 사항들, 수정방법 등 일지
기재에 관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선장은 사관들이 항해일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작성에 유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〇 일지는 잉크로 정서되어야 하고, 수정펜으로 지워서는 아니 된다. 많이 지워지고
너저분한 기록은 판사나 중재인이게 선박의 관리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어 불
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2) 일기장(Diary notebook)
〇 선장과 사관은 선상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상기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일
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증거가치를 가진다.
〇 특히 선장 또는 사관이 법원이나 중재인에 소환되어 증거제시를 요구받는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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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〇 일기가 증거로 채택되어 모두에게 공개되므로 선장은 노트의 기재는 객관성과 사
실성에 입각한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개인적인 사견을 기록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견은 법적소송에서 상대측에 이용되는 경우 선주를 당황하
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지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회사측의 입장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3) 사진과 비디오
〇 사진과 비디오는 실질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곡물이 트럭에서 흘
러내리는 것을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는 화물부족에 대한 소송에서 화물이 부족하
게 된 귀책사유가 어느 측에 있는지 유력하고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다.
〇 특히 황천상태, 적절치 못한 방충상태(Fender), 화물의 고박상태 또는 선박의 일
반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
〇 마찬가지로 스케치와 그림도 어떤 사고를 묘사하는데 대단한 가치를 가지므로 이
러한 자료들이 선장의 보고서에 첨부된다면 작성된 날짜, 시간, 장소 및 선장의 서
명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해난보고서(Sea protest)
〇 선장은 소송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에 본선이 연루되었을 경우 언제나 해난보고서
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해난보고서는 명확한 증거
의 가치를 가진다.
〇 중재와 소송은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은 관련 자료를 제시(Disclose)하고 제출
(Produce)하여야 한다. 제시는 현존 자료를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고, 제출은 조사
를 위해 가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〇 선장의 진술서(Master΄s report)은 소송의 소송진행에 따라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소송관련당사자들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〇 보고서는 사고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에 한정되어야 한다. 가능한 선장은 사
고발생 경위에 대한 사견을 기재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상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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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 견해는 적절한 시기에 제시되어야 하지, 보고
서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〇 선주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항해보고서상에 사고와 관련된 협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가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〇 아래와 같은 해난보고서가 선장 또는 선주의 입장을 자책하거나 형사소송에 노출
시키게 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
서 유죄의 위험이 ‘현실적이고 우려됨’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자책서류(Self
incriminate document)

영국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선장의 직업상의 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선장의 보고서는 사고에 뒤이어 선장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거나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
해 선주의 변호사들에게 보내진 것이라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관례적으로 삽입된다. “진행 중이거나 소송의 위협이 있거나 또는 예상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회사변호사의 참고만을 위해 작성한 대외비 보고
서임”
이러한 보고서는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본이 P&I 클럽 또는 선주에게 송부되었을
경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
1) 소송이 예견되는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서류가 작성되어야 한다.
2) 서류가 작성된 단 하나의 목적은 변호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선장은 해난보고서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제출할 목
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2)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러한 것을 예상하여 작성하여 두는 편이 좋다. 특혜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사고 당
시에 작성된 보고서는 소송에서 논거가 되는 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그래서 소
송시 상대방에 의해서 증거로 사용되는 위험이 있지만 그 증거가치는 그러한 위험성을 능
가하는 것이다.

5) 법률가와 다른 상담자의 개입
〇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들의 변호사나 자문인을 승선시키려고 한다. 선장은 이들의 승
선을 허락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가?” “누구의 대리인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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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가능한 선주나 현지 대리점의 서면 승인을 구하도록 요구한다.
〇 선장은 사관과 선원들이 선주 또는 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질문하는 어느 누
구와도 사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10.3 증거수집 시의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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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취해야 할 조치

취하지 않아야 할 조치

① 선주나 선박관리자한테 알린다.
② P&I 클럽의 현지 사무소에 알린다.
③ 상해, 손상 또는 오염에 대한 모든 주
장들을 조사한다.
④ 결함이 있는 장비를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서류를 수집한
다. 증거자료는 명확하게 꼬리표를 달
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⑤ 사건과 관련된 사진 또는 비디오를 촬
영한다.
⑥ 사고목격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고 들
은 것을 기록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스켓치를 그리도록 하고 가능
한 사고 직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서면진술서나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회사나 P&I 클럽의 조언을 구한다.
⑧ 인명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후보고서를
작성하고 Log Book에 기록한다.
⑨ 모든 보고서는 개인적 견해 또는 풍문
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① 검정인 또는 변호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선주나 P&I 클럽을 위한
다고 증명하기 전에 이들의 승선 및 선
원 면담을 허용하지 말 것
② 선주를 위해 일하는 검정인 또는 변호사
와 동행하지 않는 한 상대방 측을 위하
여 일하는 검정인 또는 변호사의 승선을
허용하는 것
③ 상대방 측 검정인 또는 변호사에게 서면
자료 또는 물적 증거물을 넘겨주는 것(만
일 의심스러운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어
떤 증거자료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④ 누가 또는 무슨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견해를 사고보고서에 언급하는 것
⑤ 선원들이 외부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허용하는 것
⑥ 구두상 또는 서면상으로 책임을 인정하
는 것
⑦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면서
어떠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
⑧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 생각하는 것
⑨ 당국을 비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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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충돌과 물적손해
1) 충돌 이전의 거증자료
〇 충돌이 왜 일어났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본선의 기록자료 등이다. 그러므로
항해일지는 항상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측심기록도 많은 참고가 된다.
〇 해도와 항해일지는 충돌사건의 조사에서 특별한 관계를 갖는 두 개의 증거항목이다.
〇 많은 충돌사고가 혼잡한 수역에서 발생하므로 선장은 항로상(on passage) 위치확
인이 통상적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도선사가 승선하여 조선
중이더라도 해도상에 위치가 표시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〇 항해자료 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는 사고발생시 최근 24시간의 각종자
료를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록이 덮어지지 않도록 강제
로 중지시켜 저장시켜야 한다.

2) 충돌 후의 조치
〇 가능한 한 선장은 충돌직후 충돌의 내역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 기록 및 보관해
야 한다.
〇 선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근래 아래 내용
들은 VDR에 의해 거의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다.)
• 사고 당시의 본선의 위치, 정확한 충돌시각, 충돌시의 선수방향, 충돌각도, 충돌
전 침로와 속력의 변경, 그 외 사고를 목격한 선원들의 진술서, 충돌 전 항로와
속력의 변경
• 충돌 전 최소한 60분 동안의 자세한 항로 및 위치를 알 수 있는 해도 사본
• AIS, GPS plotter, Course recorder, Engine log, Echo sounder로부터 시
간이 기록된 인쇄물
• 선교 노트북, 레이더, 자이로, 무선과 일기도, 선교복무지침, 야간지시록
• 항해계획(Passage plan)
• Made fast 또는 in attendance한 예선의 위치와 선명, 예선 도착 및 이선시각
• 본선, 상대선 및 부두의 손상에 대한 사진 또는 비디오 자료
〇 선장은 부근에 있던 선박의 선명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그 선박 운항자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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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선박 당직사관의 이름을 알아놓도록 한다.
〇 선장은 선교의 쓰레기통에 폐기된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한다. 이곳에는 왜, 어떻게
충돌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열쇠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〇 질문을 받았을 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권한이 없
는 검정인이나 변호사가 승선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선장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〇 선장은 선원들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어느 누구도 사건에 대해 외부인과 논의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3) 도선중 충돌시의 조치
〇 도선사와 교환된 정보와 함께 도선사의 명함을 확보한다.
〇 사고 당시 당직자, 선교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
〇 도선사의 진술서도 선박을 떠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해 둔다.
〇 속도계의 수치를 기록하고 사고 당시 조류상태도 기록해둔다. 조석, 조류의 추정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석표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4) 정박 중인 선박
〇 선장은 본선이 가해 선박이든 아니든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계류한 선박 또는 인접한 선박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서 주기관을 테스트했는지
여부
• 정박 중인 선박이 정박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비효율적인지 여부
• 조류의 방향과 유속의 추정치
• 육상 목격자의 신원(소속 및 성명)
• 본선과 상대선의 손상사진
• VDR 자료
〇 만일 손상이 지나가는 다른 선박이 일으킨 파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시
근처 또는 통과한 모든 선박의 목록을 작성한다. 가능하다면 이들 선박의 침로, 속
력 및 본선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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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물과 부유물에 대한 손상
〇 선박이 고정물(항구의 시설, 잔교, 부표 또는 크레인 등)이나 부유물과 직접 충돌하
였거나 스쳐 지나가면서 손해를 일으키면 선주가 방어하기에 매우 어려운 막대한
클레임이 유발된다.
〇 통상 고정물이나 부유물에 대한 손상은 출입항시에 발생한다. 입항시 선장은 부두의
시설과 접촉여부를 세밀히 확인하고 손상이 발견되면 이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사진이나 비디오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즉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〇 만일 출항시 발생하였다면 무시하지 말고 손상의 범위를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〇 증거수집을 위해 선장은 당시 상황의 증거자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〇 다음의 증거자료를 포함한 사고보고서를 준비한다.
① 사고 일시 및 상세한 위치
② 사고 당시의 환경요소(예를 들면 주야, 기상, 시정, 해상상태, 파랑 방향, 조석
및 조류 등)
③ 선박조종의 세부사항(예를 들면 입항 또는 출항, 예인선 사용, 도선사 승선 등)
④ 선원, 도선사, 예인선 선원, 육상 작업원 또는 사고목격자의 성명과 소속, 이 경
우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것
⑤ 손상된 물체의 상세(사진이나 도면 등)

10.5 좌초(Aground) 및 좌주(Stranding)
1) 개요
〇 수로를 통항 중, 접이안 중 또는 연안항해 중 선체의 비정상적인 진동, 흔들림 또
는 동요, 급작스런 충격 및 경사, 주기관 회전수의 급격한 감소 등이 발생되면 선
장은 우선적으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좌
초/좌주 또는 손상의 발견 시 선체손상 최소화는 물론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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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조치를 취한다.
〇 좌초사고는 주로 Hull and Machinery(H&M) 보험과 관련되며, 꼭 P&I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해손이나 구조비와 연관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P&I
보험과도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H&M 보험사뿐만 아니라 P&I 보험사의 지역 책
임자와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좌초 후의 조치
〇 선체손상여부 및 좌초범위를 최단시간 내에 확인하고, 좌초범위의 확대를 방지하
기 위한 초동조치(인명구조작업, 기름유출방지 및 방수작업)를 즉각 시행한다.
〇 좌초/좌주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〇 선장은 가장 신속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식별한 좌초/좌주 정보를 회사에 보고한다.
〇 선장은 좌초/좌주 후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와 손상정도를 상세히 파악하여 이초 가능여부 및 그 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〇 좌초 즉시 무리한 기관사용으로 손상을 더욱 확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초
와 관련하여 회사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이초를 위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〇 좁은 수로 또는 연안 항해 중 좌주/좌초하여 연안 항만당국에 보고하는 경우 선박
의 일반정보와 해난에 관련한 사실에 한정하여 보고한다. 보고의무에 따른 내용의
결정은 회사의 조언을 들은 후 보고한다.
〇 이초를 할 경우 선장은 선박 손상의 확대 방지와 이초의 타당성을 주의 깊게 평가
하고 본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무리한 이초 시도는 선체에 추가적인
손상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〇 선장은 구조업체가 지원한 경우 작업진행 사항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3) 증빙 자료 확보
〇 좌초/좌주 사고와 관련된 일반 정보
• 좌초일시(LT 및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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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초 위치
• 좌초된 해저 상세 설명
• 좌초 시 침로(해도상의 침로, 실제 항진 침로 등)
• 좌초 시의 속도, 프로펠러 회전수 또는 피치
• 좌초 시 타각상태
• 좌초 직전 침로 및/또는 속력을 변경 기록, 변경 시각
• 기관실에 주어진 명령을 포함한 모든 통신
• 선박과 연안국(교통관제센터) 간에 교환된 모든 통신
• 도선사가 조선한 경우, 도선사와 선박 사관(조타수를 포함) 사이의 모든 통신
• 도선사가 조선하는 경우, 도선사와 예선 또는 교통관제센터 사이의 통신
• 좌초 전에 측정되고 기록된 해안까지의 나침방위 및/또는 레이더 방위와 거리
• 좌초 전후의 모든 조타 장치 또는 엔진 운용 상황
• 좌초 시점의 일반적인 기상 조건
• 좌초 시의 우세한 조석 및 조류
• 좌초 시 흘수
• 선체 주위의 수심
• 좌초 전후 모든 탱크의 측심 기록
• 좌초시 화물 적부상태와 이후의 변화
〇 좌초 시 사용 중이던 항해 및 통신 장비 기록
〇 본선의 각종 Log와 사용된 해도(조작하거나 삭제하지 말 것), 항해장비들의 출력
물, 기상자료(일기예보 등), 승무원의 근무/휴식시간에 대한 기록

사례 3-73 항해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좌초
화물선 A호(GT 1,580)가 평택당진항에서 철재 2,80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80m, 선미 흘수 6.20m 상태에서 양하지인 광양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선장은 당해
항차 항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평택당진항에서 광양항까지의 기존 침로
선이 옹도 통항분리대의 중앙을 따라 가대암 등표 서쪽 인근의 암초 또는 간출암 위를
지난 후 흑도 위를 지나도록 지피에스 플로터에 입력되어 있었다.
한편 안전관리회사 C는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항해계획 수립여부 및 지피에
스 플로터에 저장된 침로선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선장으로부터 지피에스 플로터의 침로선의 설명을 듣지 않았고, 야간 지시록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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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2항사는 당직근무 중에 선박 위치를 확인하여 해도에 표
시도 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에 입력된 침로선이 옹도 통항분리대 중앙에 위치한 간
출암 위를 지나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 11시 방향에 있는 미상의
물체를 목격하고 우현전타 하였으나 간출암에 좌초되었다.
동 사고는 선장이 출항전 항해계획을 수립하거나 항해사들에게 숙지시키지 않았고,
당직항해사는 항해당직근무 중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박안전관리
회사는 본선의 선박운항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
하였다.

10.6 화재(Fire) 및 폭발(Explosion)
1) 개요
〇 화재 발생 시 P&I 및 H&M 보험 양측에서 손해가 담보된다. 따라서 먼저 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P&I 및/또는 H&M 보험사의 그 지역 책임자와 협의한다. 화재가
선박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H&M 보험사와 접촉해야 하고, 화물이나 인명
사상인 경우 P&I 보험사와 접촉해야 한다.
〇 화재가 발생하면 전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어떤 유형의 화재일지라
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잘 훈련된 선원이 화
재를 억제하고, 진화하며, 인명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을 구할 수 있다.

2) 선박의 화재 사고 유형
〇 선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고형태 별로 회사가 정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
라 초동조치 및 사고 후 처리를 한다.
• 거주구역 화재(주방 포함)
• 기관실 화재 및 2차 화재
• 유조선의 화물구역
• 유조선의 펌프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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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재
• Car deck 화재
• LNG 화물구역 화재
• 갑판 상 화재
• 인근 선박에서 화재
• 폭발

3) 화재/폭발 사고 후의 조치
〇 비상계획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〇 화재구역의 인명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〇 소화, 확산방지, 감항성 확인 및 기타 필수조치를 한다.
〇 사고의 유형, 장소, 선종 특성을 고려한 진화작업을 한다.
〇 고정식 소화장치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한다.
〇 관련 절차 및 점검표를 활용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한다.
〇 어느 정도 진화에 성공하면 손상 정도를 확인한다.
〇 감항성 및 이로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때 회사와 긴밀히 협의한다.
〇 회사가 수리업체를 적기에 수배할 수 있도록 손상 정도를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한다.
〇 화재 및/또는 폭발로 선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퇴선조치한다.

4) 보고
(1) 항내 또는 정박 중
〇 선박이 항내 또는 정박하고 있을 때 자력 소화가 불가능할 경우 선장은 다음에 연
락을 취해야 한다.
• 현지 소방대(항만당국을 경유하여)
• P&I 및/또는 H&M 보험사의 지역 특파원
• 회사
〇 선박이 미국 항내에 있을 때에는 미국 당국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대응업

291

선장 실무 지침

체’(Qualified Indivisual: Q.I.)에 통보한다.

(2) 항해 중
〇 선박이 항행 중이지만 연안 근처인 경우 적절한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대응
하고 해양구조센터 및/또는 해안경비대에 통보해야 한다.

5) 증거수집
• 화재시각(선박 LT, UTC)
• 화재 당시 선박의 위치
• 항행 중인 경우 선박의 침로와 속력
• 화재 당시의 기상 및 시정(기상기록을 유지)
• 조류 또는 해류의 방향과 세기
• 화재가 발견된 시각 및 위치
• 화재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 직급 및 직책
• 화재를 발견한 사람의 진술서(예: 화재현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을 보았는지 여부
및 무엇을 보았는지 여부)
• 선박 화재대응팀의 이름, 직급 및 직책
• 화재 진압을 위해 시작된 조치
•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방법
• 상황 스케치
• 사진, Video
• 관련자 진술서
• CO2가 방출된 경우 사용된 양
• 화재로 손상 입은 물건, 품목, 구역
• 육상지원 도착 시간
• 육상지원 조치
• 육상 기반 소방대응팀의 이름, 직급 및 직책
• 화재 중 부상자의 이름과 직급
• 육상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및 의료지원 시기
• 부상자를 육지로 인도된 시기와 장소
• VDR Back up 및 VDR 메모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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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오염사고
1) 유류 유출사고시의 조치
〇 기본적으로 본선 부근 해역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해양오염이 있거나 의
심스러운 경우 최적의 조치는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〇 유출된 기름의 제거작업과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즉각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 및 P&I 클럽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P&I
클럽은 지역 당국에 통보할 것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선장을 보조할 것이다.
〇 선장은 본선 주위에 액체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면 즉시 모든 펌프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배관 및 호스의 밸브를 차단해야한다.
〇 가능하면 오염의 근원과 원인을 파악한다.
〇 유처리제, 유세정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당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〇 만일 오염이 선박장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면 결함부분은 필히 꼬리표를
붙이고 시험을 위해 본선에 보관해야 한다.

2) 유류 오염사고시 선박에서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〇 유류이송장비(Scupper plug, Drip tray)를 사용한 일지 기록
〇 연료수급 작업의 담당사관, 부원의 성명, 적양하율 및 계측량에 대한 기관일지 기록
〇 승인된 적재율이 포함된 연료공급자의 지침 또는 Delivery note 사본
〇 Sprayer와 흡수제 같은 오염제거제의 보관기록
〇 선박으로부터 배출되어진 기름의 샘플
〇 기름유출 범위를 나타내는 사진과 비디오
〇 부근 선박들의 동태
〇 오염물질의 양의 기록
〇 유류관리대장
〇 만일 선박장비의 파손이 원인이 되어 오염이 발생하였다면 그 파손부분을 보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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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4 고압 유압유 분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중동 항 LPG 선적을 위하여 Outer pilot가 승선하여 약 1시간 정도 입항 도선 중이
었다.
본선에서 입항 준비차 Hose handling crane 사용을 위하여 FWD HYD.
PACK(Hose handling crane과 FWD Winch windlass 공용 system)을 기동하여
10여분 사용 중 갑자기 HYD. Flexible hose가 파열되어 고압(140kg/㎠)의 Oil이 분
수와 같이 Crane과 Upper deck에 분사되었으며, 일부 유출된 Oil이 Deck scupper
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
긴급하게 System을 멈추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전 선원이 동원되어 Deck
scupper plugging, Oil 수거 등 신속하게 방제 작업 실시하였다.
선교에서 도선 중에 이 상황을 관찰한 Pilot는 본선 선원들이 조직적으로, 최단시간에
유출유를 수거하고 추가로 선외 오염방지 작업 진행과정을 목도하고는 ‘BEST OF
BEST’라는 위로와 함께 항만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파열된 호스는 보유 중인 Spare로 교체하였고, 본선은 무사히 접안하여 하역 작업을
완료 후 출항하였다.

10.8 사망 또는 상해 사고
1) 선원의 부상
〇 선원이 부상을 당하면 선장은 부상의 원인과 그 세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선장
은 본선에서 조치한 내용, 육상에서의 치료방법, 치료를 누가 하였는지, 정확한 치
료시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〇 부상이 선박장비의 하자로 발생하였다면 선장은 장비의 손상부분을 후일의 조사를
위해 보관해두어야 한다. 심하게 장비가 손상되었다면 선주에게 감정인을 붙여 점
검하도록 요청한다.

2) 선원 이외의 자(하역인부, 수리공 등)의 부상
〇 하역인부 또는 선원이 아닌 인명이 사상되는 경우 배상청구는 사고 후 수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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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한 뒤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선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부상자의 소속과 승선한 이유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상황이 부상자가 소속된 단체의 원래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〇 사고가 나면 선장은 회사의 표준서식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박에서 조치한 치
료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증거자료의 확보
〇 표준사고보고서와 선장의 사고보고서를 함께 준비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① 사고 주변 환경의 상세
② 사고 당시의 상태와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③ 부상자의 소속단체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제3자의 명백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④ 선원을 포함한 사고목격자의 성명과 소속, 이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것
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이나 도면

4) 조치사항
〇 선상이나 선박 주변에서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빈번하므로 부상 또는 부상을 당했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상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회사 및 지역 P&I 클
럽에 통보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회사의 표준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다.
• 선주 또는 선박관리회사에 보고한다.
• 회사에서 지명한 변호사 등이 아니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
• 사고의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을 적어놓는다.
• 사고목격자들의 목격자진술을 확보해 둔다.
• 만약 선박의 장비나 구조물이 인명사상에 관련된 경우 그 장비를 조사하고 사고
가 발생한 장소를 촬영하고 그 자료를 꼬리표를 붙여 기록 유지한다. 또한 당해
장비의 유지보수기록과 관련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구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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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공동해손
1) 개념
〇 공동의 항해모험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공동안전을 위하여
의도적 또는 합리적으로 선체나 적하를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행
위를 공동해손행위라고 하며, 그에 의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 한다(상법 제
865조 내지 제867조).
〇 이러한 공동해손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를 공동위험단
체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데에 근거가 있다.
〇 공동해손은 H&M 보험사와 화물 보험사가 관련되나 종국에는 P&I 보험사와도 담
보된다.
〇 공동해손의 이해당사자는 선주, 화주, 용선자이다.
〇 공동해손은 보통 선주가 선포한다. 공동해손 선포는 화물이 인도되기 전에 해야 한다.

2) 선장의 역할
〇 공동해손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공동해손 정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선장의 증거자료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
• 선장은 선원의 상무 및 합리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취한 모든 행동과 희생에 대
하여 상세하게 시간순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기록은 여러 관련자들이 취한 조치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하고 희생 및 지출 비
용 등은 그들의 이름과 단체명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한다.
• 여기에는 토론의 세부사항, 합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 가능하면 사진 기록도 포함해야 한다.
〇 공동해손에서 해난구조가 포함되면 선장은 구조자가 취한 조치와 사용된 장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〇 대부분의 공동해손의 경우 정산시에 사용되는 주요 증거는 각종 검정보고서에서
얻어지므로 선장은 정확한 전말을 검정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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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 보호

11.1 대기오염배출규제
〇 배기가스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s) 또는 황 배기가스규제해역
(SECA, Sulfur emission control areas)은 1997년 MARPOL 프로토콜의 부속
서 VI에 정의된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통제가 시
행되는 해역이다. 질산화물 배출 한계값을 가진 ECA는 Nitrogen oxide emission
control areas (NECAs)으로 명명되고 있다.
〇 배기가스규제에는 특히 SOx (Sulphur oxides), NOx (Nitrogen oxides), 오존
파괴물질 (ODS, Ozone depleting substance)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포함되며 규정은 2005. 5.에 시행되었다. 부속
서 VI에는 SOx 및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또는 NOx에 관한 배출과
연료 품질 요건에 관한 2종류의 규정을 포함하는데, 글로벌 요구 사항 및 배기가
스규제해역에서의 보다 엄격한 규제를 포함한다.

11.1.1 황산화물배출규제
〇 IMO는 선박 대기오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16. 10. 개최된
MEPC 70차 회의에서 2020. 1. 1.부터 배출규제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을 운항하
는 전 세계 모든 적용대상 선박에 대하여 황함유량 0.5%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〇 IMO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선주들에
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선급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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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세정장치(Exhaust gas cleaning systems, EGCS)의 투자비 회수 기간
을 감안할 때 상기 규정을 만족하는 저유황유의 사용이나 LNG의 사용보다는
EGCS를 설치하여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〇 선주는 보유 선박의 선종, 선령, 운항특성 및 향후 유가의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EGCS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선주들이 EGCS의
설치를 하고 있다.

1) IMO 협약 규정

그림 3-9. IMO의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

〇 IMO MARPOL Annex VI, 제14규칙은 황산화물과 미립자에 대한 규정을 언급
하고 있으며 상기 그림과 같이 연료유 황함유량은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s)과 그 밖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ECA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에는 2015. 1. 1.부터 0.1% m/m의 황함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를 사용하
고 있다. ECA 이외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2020. 1. 1.부터는 0.5%
m/m의 황함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다.

2) 지역별 규제 동향
(1) 우리나라
〇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항만 및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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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지정 시행하고 있다.
〇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2019. 12. 26.
제정ㆍ발령하여 2020. 9.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5대 대형항만을 황
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 연료유 사용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표 3-1. 황산화물 배출규제 대상해역

대상 해역

부산항,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ㆍ당진항, 여수ㆍ광양항(하동항 포함), 울산항
각 항계 및 인근해역

적용 시기

1단계(정박ㆍ계류 시) 2020년 9월 1일 이후
2단계(해역 진입 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준수 기준

대상 해역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
* 규제 이행을 위해 0.1% 이하의 저유황유 또는 탈황설비 사용

〇 조치사항 사항(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① 적용대상 선박 및 적용시기에 따라 해당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함. 단,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4.3(4.3
SO2(ppm)/CO2(%, V/V))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함.
② 해당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항해 및 정박/계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함
•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배기가스정화장치 운전모드(0.5%→0.1%) 변경시간
및 위치, Scheme A의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파라미터 체크결과(이상
유무), Scheme B의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황산화물 배출량(4.3
SO2(ppm)/CO2(%, V/V) 이하 여부) 등
③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 시간, 위치(장소)
• 연료유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유의 양(황함유량 0.1%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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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유의 황함유량(가장 최근에 수급한 연료유공급서 상의 황 함유량)
④ 상기에 따른 기관일지는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선박에 보관하
여야 함
⑤ 배출규제해역의 황함유량 기준에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연료유 전환방법을 포함하
는 절차서를 비치하여야 함

(2) 유럽연합
〇 유럽연합은 EU Sulfur Directive 1999/32/EC (개정 : Directives 2005/33/EC
및 2009/30/EC)에 따라 2010. 1. 1. 이후 유럽 항에 접안하는 모든 선박에 대
하여 연료유 황함유량을 0.1%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〇 2020. 1. 1.부터 적용되는 IMO의 강화된 Global sulphur 규정에 발맞추어 EU
는 Directive 2012/33/EU를 발행하였으며 동일한 적용일자 이후 EU SECA 이
외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0.5% m/m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 EU는 Directive (EU) 2016/802를 발행하여 1999년 이후 발행된 EU
Sulfur Directive를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였다.
〇 지금까지 아래 EU 멤버 국가들은 EGCS로부터 나오는 세정수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 독일

: 내륙의 강 및 Kiel canal과 같은 특정 항구

- 벨기에

: 연안 3마일 이내

- 리투아니아 : 항내 수역
- 라트비아

: 영해 및 항구

〇 세정수 배출 금지 대상이 되는 해역이나 항구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당국에 사전
연락할 것을 권고한다.

(3) 미국
〇 미국 정부는 Title 40 of CFR Part 1043을 발행하여 IMO의 MARPOL Annex
VI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이 IMO의 규정
과 일치하나 미국 연안 3마일 이내에 적용하는 VGP(U.S. EPA Vessel general
permit) 요건은 IMO의 EGCS guideline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미국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즉, 세정수 요건 중 pH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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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Res. MEPC.259(68)에서는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여 계류 중 세정수 선외
배출구로부터 4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pH가 6.5이상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VGP 요건은 선외 배출구로부터 측정한 pH 값
이 6.0 보다 낮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 pH의 대체 측정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〇 미국 커네티컷 주에서는 세정수의 해역 내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와이의 경
우에는 세정수 배출은 허용하고 있으나 세정수 처리장치에 관한 상세 정보의 보
고를 요구하고 있다.
〇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수역 및 캘리포니아 기선으로부터 24마일이내
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2014. 1. 1.부터 0.1% 이하의 황을 함유한
정제유 사용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EGCS 등 대체설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〇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EGCS를 사용하거나 저유황 잔사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한다.
〇 선주는 EGCS 제품 선정 시 해당 선박의 항로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거나 미국
입항 시 EGCS를 사용하지 않고 저유황유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지역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방법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중국
〇 중국 정부는 중국 ECA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2019. 1. 1.부터 황 함유
량 0.5% m/m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거나 EGCS등 대체설비를 사용하도록 요구
한다.

사례 3-75 중국 배출통제구역에서 부적절한 연료사용
ECA(배출통제구역) 규정에 따라 2019. 1. 1.부터 EGCS(배기 가스 스크러빙 시스
템)을 장치하지 않은 선박이 중국 ECA에 들어가려면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 연안 ECA: 유황함량이 0.5%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 사용
- 내수로 ECA: 유황함량이 0.1% 이하인 저 유황 연료유 사용
본선이 중국 닝보항 입항 전에 CJK 정박지에서 대기중 5. 7.부터 5. 27.까지 51.3
톤의 LSMGO(0.1% 이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닝보항과 CJK 정
박지는 내수로가 아닌 연안 ECA에 속하므로 정박지 대기중에는 Bunker change 없이
저렴한 VLSFO(0.5% 이하)를 사용하여도 되었으나 본선에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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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비싼 LSMGO를 사용하였다.
선장은 ECA 지역에 입항할 때는 회사와 지역 대리점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기관부 책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5) 홍콩
〇 홍콩 정부는 2015. 7. 1. 이후 홍콩 관할 수역 내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하여 황
함유량 0.5% m/m를 넘지 않는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GCS의
사용은 허가하고 있으나 홍콩 관할 수역 도착 14일 전에 저유황유 사용 규정의
적용 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6) 대만
〇 2019. 1. 1.부터 국제항해를 하는 대만 국적선은 황함유량 0.5% m/m를 넘지
않는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례 3-76 MGO 연료비 절감 노력으로 인한 오해 발생
미국 Huston항 입ㆍ출항을 위하여는 ECA 적용을 받아 200마일 진입 전 초 저유항
유로 Bunker change를 하고, 출항 후 200마일을 벗어나서야 고유황유로 Bunker
change를 하여야 한다. 이때 본선의 위치, 선속, 일시, 연료 잔량, 사용량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상세하게 ENG. log book 및 별도 Log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입항하여 USCG 검사관으로부터 상세 점검 과정에 지난 2~3항차 MGO 소모
량에 비해 금번 소모량이 과소하게 기록되어 곤욕을 치루었다. 기관장이 값비싼 MGO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ECA 적용구간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금 항차의 Data가 전 항차
Huston 기항 시 Data보다 적게 기재되어 ECA 지역에서 고유황유를 사용한 것으로 의
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 않음을 부족한 영어로 이해시키느라 노력하는 기관장에게 고
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본선의 고의적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덕분에 무사히 검사
후 출항하였다.
기관장의 연료비 절감노력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본선은 지난 항
차의 연료사용과 유사한 평균적 수치를 유지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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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 개념 및 특징
(1) 일반사항
〇 EGCS란 다량의 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배기가스 배출관에 배
기가스정제(EGC) 시스템을 설치하여 최종 배출되는 SOx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
법이다. EGC 시스템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배관에
Scrubber를 설치하여 SOx를 제거하는 것이다.
〇 통상 Scrubber란 파형으로 된 판자를 여러 겹 쌓아서 그 사이로 대기 오염물질
이 섞인 가스 등을 통과시키고 판자 사이에 오염물질 흡수제를 공급함으로써 가
스 속의 오염물질을 흡수, 제거 및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〇 선박에 적용되는 SOx scrubber system은 해수나 청수, 또는 다른 고체 물질을
이용하여 배기가스로부터 나오는 SOx를 제거하고, PM(Particulate matter)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SOx Scrubber system은 SOx를 제거하는
방법 및 SOx 흡수제(제거제)에 따라 그림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10. Scrubber의 처리방법별 구분

(2) IMO의 EGCS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IMO Res. MEPC.259(68) 주요 내용)
〇 적용대상은 선내 소각기를 제외하고 선상에 설치된 연료유 연소장치에 장착하기
위한 EGCS이다.
〇 연료유 황함유량(% m/m)의 만족 여부는 아황산가스(SO2)(ppm)/이산화탄소
(CO2) (% v/v) 비율 측정 후 이에 상응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값을 다음 비교표
에서 확인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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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황함유량(% m/m)과 SO2(ppm)/CO2 (% v/v) 비율

연료유 황 함유량 (% m/m)

SO₂(ppm)/CO₂(% v/v) 비율

4.50

195.0

3.50

151.7

1.50

65.0

1.00

43.3

0.50

21.7

0.10

4.3

4)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정박중 육상전원공급 장치
〇 일반적인 선박은 항만 접안시 선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보조발전기를
가동하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저급연료를 사용하며 이로인해 황산화물, 질
소산화물, 먼지,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실
정이다. AMP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 또는 선적후 출항하기 전까지 선박
냉난방등 선내 전력을 육상에서 공급하는 미래형 친환경 항만설비이다.
〇 선박의 항만 정박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전기로 대체해 공급
함으로써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8%가량 대폭 감소시킬수 있는 시설인
고압육상전원공급 설비인데 이는 육상 발전소에서 출발한 전기가 변전소와 변압기
를 거쳐 육상전원공급상자(Shore power outlet)에 도달하면 케이블 Reel을 통해
서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〇 미국의 컨테이너 선석중 일부는 AMP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부산 남항 컨 1~3번석의 현대부두와 부산 북항 컨 10~13번석의 한진부두에서
AMP를 설치해서 육상전원공급 장치의 시험 운영하였다.

11.1.2 질소산화물
1) 적용 대상
〇 2000. 1. 1. 이후 건조되고 130kW 이상의 디젤엔진이 탑재된 선박 혹은 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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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이루어진 출력 130kW 이상의 디젤엔진이 탑재된 선박에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〇 엔진에서 측정된 배출량이 최초증명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그리고 요구
되는 다른 검사 시에 제한 값 이내에 있는 것이 증명되면 그 엔진은 제13규칙의
제한치를 준수하여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〇 적용 제외: 비상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선박용 디젤 엔진, 비상시에만 사용할 목
적의 어떤 장치나 기구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 또는 비상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구명정에 설치된 기관

2) 적용 시기 및 수준
〇 선박의 건조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규정 수준들이 있다. 이러한 레벨은 3단계로 세
분화된다.
표 3-3 질소산화물 레벨

Nitrogen oxide (NOx) emissions control – Regulation 13
Tier I

Tier II

Tier III
(NECA)*

2000.01.01

2011.01.01

2016.01.01

130이하

17

14.4

3.4

130~1999

12.1

9.7

2.4

2000이상

9.8

7.7

2.0

RPM
건조일 이후

* 단위: Total weighted cycle emission limit(g/kWh)
* Tier III은 NECA(NOx Emission Control Area) 지역에서만 적용됨

3) 선박 이행 사항
〇 선박건조중 Engine 설치시 규정에 따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인정되면
EIAPP증서(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가 발
급된다.
〇 따라서 다음의 내용들만 선박에서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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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PP 증서와 승인된 NOx Technical file 선내 비치 (Engine control room)
• 질소산화물 배출에 영향을 주는 각종 Setting 및 Component(구성 부품)의 변
경 사항을 엔진 특성관리 기록부 (Record book of engine parameters)에 기
록 유지
- Setting 치의 변경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
- Technical file상 승인되고 동일 IMO ID를 가진 구성 부품으로 교환작업 실
시 및 기록
• 기부속 검수 시 IMO ID No. 확인
- Technical file상에 등록된 각 Component 들의 IMO ID와 일치 여부 및
Marking 유무 확인

11.2 선박 평형수 관리
1) 국내규정
〇 선박평형수관리법(법률 제8788)

2) 국제규정
〇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이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3) 일반
〇 선박평형수관리법은 협약과 세부기술 기준인 지침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
고 있다.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
평형수의 처리․교환․주입․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선박평형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제1항).
〇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에 있어서 동 계획서에 따라 평형수를 처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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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〇 또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
직원을 지정하고 계획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3항).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평형수 관리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에 대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동 교육을 교육지정기관
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 절차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영에 관한 사항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사례 3-77 BWTS 결함으로 인한 운항지연 사고
본선은 2014. 11. 건조선박으로 건조당시에 BWTS(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이 설치된 선박이었다. 2017. 7. 1. 미국 St. Croix에서 양하 작업을 마친 후,
1차 선적항인 Freeport (TX)에 도착하여 선적 작업 중 USCG가 승선하여 PSC
Inspection을 수검하는 과정에서 BWTS가 자동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아 지적을 당했다.
당시 본선은 BWMP 상 D-1, D-2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내 연안 항해
로 인하여 육지와 거리 200마일 미만에서 평형수 교환을 하기 위해 BWTS를 구동 준
비 중이었는데, USCG 검사관은 육지와의 거리 200마일 이상의 해역에서 평형수 교환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내 배출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할 수없이 Freeport(TX)항에서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고 선적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본선은 2017. 7. 2. Freeport(TX) 출항 후 육지와의 거리 200마일 이상의 해
역으로 이동하여 평형수를 교환하였고(Off-hire 약 2일 발생), 2017. 7. 7. 2차 선적
항인 Houston에서 USCG가 승선하여 PSC Inspection 재수검을 하면서 BWTS 수
리 방안 수립을 지적받았다. 2017. 7. 13.~14. 차항지인 Freeport (Bahama) 입항 중
Service engineer가 승선하여 BWTS의 결함에 대하여 수리조치 완료하였으며 선급으
로부터 확인증서를 받았다.
사고의 원인은 본선 선원들이 BWTS 기기에 대해 숙지교육이나 친숙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고, 초기 BWTS Model의 불안한 안정성 및 과도한 Safety interlock system
으로 사소한 오류에도 BWTS가 자동모드에서 구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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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마도 이러한 초기 시스템 정착 불안정이 외부검사 수검 시에 상황에 불리하게 작
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에는 충분한 교육과 검증을 거쳐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하
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기불량 발견 시 신속한 응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선박이행절차
〇 국내법은 국제법을 비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BWM 2020의 부속서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표 3-4. BWM 2020 부속서(A-C)
부속서
(Section)

A

B

C

규칙(Regulation)

비고

1. 정의

용어의 정의를 포함.

2. 일반 적용

부속서에 의한 평형수 배출

3. 적용 예외

선박안전, 오염사고의 방지 경우, 동일한
해역에서 주입하고 배출하는 경우

4. 면 제

위해성 평가를 검증받은 선박

5. 동등한 준수

선박길이 50m이하 및 평형수 8톤 이하의 연구,
수색, 구조용 선박의 지침 준수

1. 평형수 관리계획서

행동요령, 보고절차 및 책임자

2. 평형수 기록부

기록 및 선내 보관(5년)

3. 선박의 평형수 관리

선조선(2009년 이후) 및 현존선
(2009년 이전)에 적용

4. 평형수 교환

수심 200m, 200해리 또는 50해리
이상 해역 항만국 지정

5. 선박의 침전물 관리

평형수 탱크의 침전물 제거 및 시료
채취 가능한 선박의 설계

6. 사관 및 부원의 직무

관리계획의 이행

1. 추가조치

당사국은 보다 강화된 시행조치 가능

2. 특정 해역에서 평형수
주입과 관련한 경고 및
관련된 기국의 조치

유해조류, 병원균 및 분뇨 등의 주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보 및 조치

3. 정보의 교환

C-1 및 C-2 관련 정보 국가 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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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형수관리계획서(B-1)
〇 주관청이 승인한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를 선내에 비치하고 이행해야 한다. 선박
평형수 관리계획서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선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계획서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 평형수 관리에 관련된 선박과 부원들의 안전에 관한 상세 절차
• 평형수 관리요건 및 추가적으로 평형수 관리 실시를 위한 상세와 행동요령
• 항해 중 및 항내에서의 침전물의 배출 절차
• 선외로 평형수 배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와 협의 절차
•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책임사관 지정
• 선박의 보고사항 포함

(2) 평형수기록부(B-2)
〇 선박평형수기록부의 비치 및 관리: 각 선박은 선내에 전자기록의 형태로 작성되
거나 별도의 기록부 또는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스템으로는 ISM Code에 의해서 선내에 구축된 안전
관리체제(Safety management system)을 들 수 있다. 이 기록부는 부속서 부록
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록부는 선내에 최소 2년
동안 비치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 3년 동안 회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〇 선박평형수기록부의 작성: 협약의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배출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상황, 면제 상황 및 육상수용시설로의 배출, 기타 사고 또는 협약상 규제 받
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떠한 배출이 이루어 졌을 때에도 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록
되어야 한다. 반드시 배출 상황 및 사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각 기록내용은 작업
의 책임사관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하며, 완료된 각 페이지는 본선의 선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〇 항만국통제: 협약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관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어떠
한 선박이라도 당해 선박이 항구나 해상터미널에 있는 동안에 본선에 승선하여
선박평형수기록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기록부의 어떠한 내용도 복사할 수 있다.
항만국통제는 선박의 부당한 지연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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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형수의 교환(B-4)
〇 평형수의 교환을 시행하는 선박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최소 200마일
이상 떨어지고, 최소 수심 200m 이상인 해역에서 IMO에 의해 개발된 평형수 교
환 지침서(G-6)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〇 선박이 이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
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서 적어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지고
최소 수심 200m 이상인 해역에서 G-6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형수 교환을 시행하
여야 한다.
〇 이러한 기준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항만국은 인접국들과 협의를 통해
G-6를 고려해서 평형수 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〇 평형수 교환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선장이 판단하여 기상악화, 선박자체의 악화로 인해 선박, 선원 또는 여객의
안전과 복원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교환
을 강행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 평형수 교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선박평형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침전물 관리(B-5)
〇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평
형수를 적재하고 운반하는 장소로부터 침전물을 제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특
히, 협약 규칙 B-3규칙 제3항부터 제5항(신조선에 한함)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
에는 침전물의 관리를 최소하기 위해서 침전물의 유입방지, 잔류억제 및 침전물
제거를 용이하게 설계해야 하며, 침전물의 제거 및 샘플링을 위한 안전한 접근 통
로를 갖추도록 IMO에서 개발한 선박의 침전물 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구조기준에
관한 지침서(G-12)를 고려하여 설계 및 건조하여야 한다. 현존선의 경우도 개조
또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동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선원의 직무(B-6)
〇 선박직원과 부원은 선박평형수 관리의 이행에 있어서 그들의 임무에 익숙하여야
하며,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6) 평형수 교환 기준(D-1)
〇 BWTS(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에 의하지 않고 해수를 교환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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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환방법은 배출 후 주입방식(Sequential method), 넘침흐름방식(Flow
throw method), 희석방식(Dilution method) 등이 있다.
〇 선박평형수 교환은 평형수 탱크의 용적을 기준으로 적어도 95%를 교환하여야 한
다. 펌프를 통한 배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각 평형수탱크 용
적의 3배 이상을 배출한 경우에 평형수 교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
다. 그러나 선박에서 95%를 교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3번 이하의 펌핑
(Pumping) 배출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
표 3-5. BWM 2020 부속서(D-E)
부속서
(Section)

D

E

부속서의
추록

규칙(Regulation)

비고

1. 평형수 교환 기준

95% 교환, 탱크 3배의 용량 인정

2. 평형수 배출 기준

생물크기별, 지표생물별 농도기준

3. 평형수 관리시스템의 승인 요건

활성물질 사용에 기국의 승인 취득

4. 실험용 평형수 처리 기술

처리기술 독려

5. 기구에 의한 기준의 검토

발효 후 3년 이내 기술을 고려하여
협약기준 검토

1. 검사

선박평형수 관리증서 유지

2. 증서의 교부 또는 이서

당사국의 발급한 증서 인정

3. 타 당사국에 의한 증서의 교부
또는 이서

동일한 효력 인정

4. 증서의 양식

국제 언어로 작성

5. 증서의 유효기간과 효력

5년 유효, 갱신가능

Ⅰ.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
증서의 양식

증서 서식 제공

Ⅱ. 평형수 기록부의 양식

기록부의 양식 제공

(7) 선박평형수 배출 기준(D-2)
〇 일반적으로 BWTS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D-2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IMO기
준은 아래 <표 3-4>와 같으며, 미국 기항이 예상되는 선박들의 경우 USCG의 기
준을 충족하는 BWTS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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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IMO 선박평형수 배출 기준
대

상

배출 기준

최소 크기 10㎛ ≤ 50㎛

수생 생물의 개체수 10개/1㎖ 미만

최소 크기 50㎛ 이상

수생 생물의 개체수 10개/1㎡ 미만

독성비브리오, 콜레라균(O1, O139)

1cfu(colony forming unit : 군체 형성
단위)/100㎖ 미만 또는 1cfu/
동물성플랑크톤 시료 1g(습중량) 미만

대장균(Escherichia coli)

250 cfu/100㎖ 미만

장구균

100 cfu/100㎖ 미만

(8) 검사(E-1)
〇 부양식 플랫폼, 부양식 저장설비 및 부양식 제품 저장 및 하역을 위한 설비를 제
외한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협약에 규정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〇 최초 정기검사(Initial survey): 선박이 항행에 사용되기 전 제E-2규칙 또는 제
E-3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증서가 교부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선박평형
수 관리계획서, 선박의 구조, 설비, 장치, 부착물, 배치 및 자재 또는 공정이 적용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〇 정기검사(Renewal survey): 발급된 국제평형수관리증서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시행된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선박의 구조, 설비, 장치,
부착물, 배치 및 재료 또는 협약의 적용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〇 중간검사(Intermediate survey): 국제평형수관리증서의 2번째 연차일 전후 3개
월 이내, 또는 3번째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중간검사를 행한다. 평형수 설비,
관련 장치 및 공정이 부속서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확
인한다.
〇 연차검사(Annual survey): 중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매 연차일 전후 3개월 이
내에 실시한다.
〇 추가검사(Additional survey): 선박의 구조, 설비, 장치, 부착물 배치 및 재료에
대한 변경, 신환 또는 중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
체적으로 실시한다. 검사 내용은 기존 설비의 변경과 관련해서 협약의 요건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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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지침서
〇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지침서(Guideline)를 채택하여 협약당사국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협약 이행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
문에 관련 명칭과 개략들을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〇 G-1~G-14까지 각각은 해당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11은 평형수 교
환 설계 및 구조기준 지침서(Guidelines for Ballast Water Exchange Design
and Construction Standard)/Res.MEPC.149(55)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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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보안 업무

1 선박 보안 업무

1.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제9조(선박보안평가),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선박
보안경보장치 등),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내부보안심사),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〇 해적피해 예방ㆍ대응 지침서, 해양수산부, 2014.

2) 국제 규정
〇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장
〇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코드(ISPS Code)
〇 IMO 해상사이버위험관리지침(IMO's MSC-FAL.1/Circ.3, July 5, 2017)

1.2 보안과 관련한 선장의 책임과 권한
〇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코드(ISPS Code)는 보안과 관련하여 선장의 책임과 권
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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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즉, 선장은 그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선박의 안전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어떠한 결
정을 취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회사나 용선자 등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으며, 필요
시 화물적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〇 또한 본선에서 안전과 보안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선장은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하
며, 선장이 일시적인 보안 조치를 하였다면 주관청과 운항 중이거나 입항 예정인
항만의 당사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3 해적 및 무장강도 대응
1) 해적 및 무장강도 출몰 지역
〇 동남아시아(말라카/싱가포르 해역), 남미 동부해안, 카리브해 일부 지역(리오/산토
스항 등), 아프리카 서부(나이지리아, 배냉 등 기니만 해역) 및 동부 해안(소말리아
등)이 주된 출몰지이다.
〇 해적들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선장은 선박이 어느 해역을 항해하든 간
에 항상 해적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2) 해적 및 무장강도의 탈취 목표
〇 선박, 선원, 여객, 화물 기타 선내 재산이 주된 목표이나, 본선에 승선하면 주로 선
박의 금고와 내용물, 선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무선통신장비, 카메라와 쌍안경,
노트북이나 전자오락장비와 같은 고가품을 노리게 된다.
〇 때로는 특정 컨테이너를 목표로 하기도 하고, 선박 자체나 화물 전체를 목표로 선
박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4-1

선용금 강도

이탈리아의 용선자에게 1년간 T/C를 나가 마지막 항차인 프랑스의 Fos항에 입항 후
선장인수 인계를 마치고 난 그날 밤에 강도 3명이 선장 침실에 침입하여 선장의 손목을
묶고 입을 막은 후 금고를 열게 하여 비상약 모르핀과 선용금을 탈취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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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입항 즉시 선용금을 수령하여 미리 선원들에게 외지수당 등을 지급하고 400
여불(미화)과 T/C로 한국항을 떠날 때 30만원(한화) 정도밖에 보유치 않아 피해액은 크
지 않았다.
또 태국의 Bangkok항에 입항, 선용금을 수령하여 주부식비와 직원 외지수당을 지급
하고 잔액을 금고에 넣고 잠그지 않고 잠시 갑판에 나간 사이에 좀도둑이 선장방에 침
입하여 선용금을 잃어버린 사고도 있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에서는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금고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고에
는 최소한의 현금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해적 및 무장강도 대응 방안
〇 본선이 고위험지역으로 항해를 할 경우 본선은 선박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SSP)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〇 본선의 SSP는 선사별로 거의 대동소이하며, 보안단계별 조치 중 가장 낮은 보안 1
단계에서의 몇 가지 주요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박지 투묘 중 또는 접안 중일 때
〇 모든 갱웨이와 출입구는 엄격히 통제하고, 승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 모든 방선자에 대하여 현문에서 신원확인 및 소지품 외부검사를 시행하고 방선
자 리스트에 기재한다.
- 외부 방문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승선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씩 순서대로 진행하고, 출입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대기 등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〇 페어리더와 호스파이프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물을 설치한다.
〇 비상시 대피와 안전을 고려하면서 선박운항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든 상부 갑판
의 창고와 거주구 출입문은 잠근다.
〇 야간에 모든 상부 갑판조명을 점등한다.
〇 필요시 선수와 선미를 포함한 선박 측면에도 추가 조명장치를 설치한다.
〇 선외로 설치한 모든 사다리와 로프는 선내로 격납한다.
〇 선측이나 부두에서 닿지 않는 곳의 계류용 로프에 대형 래트거더를 설치한다.
〇 야간에는 최소 2명 이상의 당직자가 밝은 랜턴을 휴대하고 당직사관과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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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순찰을 강화한다.

사례 4-2

정박 중 컨테이너 내부 화물 탈취당한 사건

한국과 동남아를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으로 홍콩 외항에 잠시 정박 중
이었다. 야간이라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히고 선교에서 정박 당직을 시행하고 있는 중 갑
판상에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당직 타수에게 갑판 순찰을 시킨 결과,
장칼을 든 강도들이 갑판상에서 컨테이너 내부를 털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선장은 전 선원들을 소집하여 무기가 될 만한 것들로 무장하고 기적과 사이렌을
울리며 큰소리와 함께 갑판상으로 돌격하니 강도들은 당황하고 놀라 바닷속으로 급히
몸을 던져 헤엄쳐 도망갔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강도들은 앵커체인을 잡고 Hawser pipe를 통해 본선
으로 침입하였고 갑판상 몇몇 컨테이너를 열어 전자 제품만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다. 본
선은 항만당국에 신고하고 회사에 관련 사진들과 함께 도난사실을 보고하였다.

(2) 항해 중일 때
〇 가능하면 주간에 고위험해역을 통과한다.
〇 가능한 최대 속력으로 항해한다.
〇 레이더와 시각경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소등되어 있는 작은 선박은 멀
리 피한다.
〇 야간에는 선박의 정상적인 경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측과 선미 갑판
에 추가적으로 조명한다.
〇 야간에는 최소 2명 이상의 당직자가 밝은 랜턴을 휴대하고 당직사관과 직접 소통
하면서 선내순시를 강화한다.

4) 공격을 받았을 때의 조치
〇 선박이 해적이나 무장강도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선장은 즉시 선사와 관련 아
래 보안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두바이에 소재한 영국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
• 영국에 소재한 아덴만 선박그룹통항제도(MC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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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
르에 소재한 국제해사국
(IMB)
〇 해적이나 무장강도가 선박
이나 선원을 납치하는 이
유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데 있
으므로, 해적들이 부득이
하게 본선을 점유한 경우,
선원들이 무리하게 해적에
대응하는 행동은 자제하여

그림 4-1. 인도양 High Risk Area

야 한다.

사례 4-3

나이지리아에서 터키 컨테이너선 피랍

터키 선주,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모차르트호(L 222m, B 30m, D 10.4m)가
라고스에서 케이프타운으로 항해중 2021. 1. 23. 06:15(UTC) 나이지리아 기니만 해
역(Sao Tome섬에서 100마일 거리 위치)에서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
고 15명이 납치되었다.
국제해사국(IMB)은 무장해적들이 매우 치밀하고 군수품인 폭발물을 사용하여 선박의
선원 피난처인 시타델을 뚫고 침범한다는 점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를 의미한다고 하
였다.

사례 4-4

한국 선원의 해적 피랍

[사례 1] 대형유조선 삼호 드림호 피랍
본선은 한국국적의 대형 유조선으로 2010. 4. 4. 한국인 5명, 필리핀인 19명 등 24
명이 승선하여 항해 중 인도양 한복판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어 소말리아 중북
부 항구도시 호비요 연안에 정박하고 몸값 2천만달러를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950
만불로 합의하고 11. 26. 피랍 216일만에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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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드림호의 피랍지점은 일반적으로 해적피습의 예상을 벗어난 지역으로, 해적선의
접근을 레이더로 관찰하였으나 본선의 속력이 13.5노트에 불과하고 해적선은 20.6노트
가 되어 피할 수가 없어 지그재그 항해와 갑판의 소화노즐로 수분사를 하면서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접근하여 30여분 후에 피랍되었다.
본선에 승선한 해적들은 선교에 흰 선을 그어 한 쪽으로 속옷만 입힌 선원들을 모아
놓고 감시하며, 화장실에 갈 때도 동행 감시하였으며, 야간에 소등을 하지 않고 불을 켜
놓고 지내게 하여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선주측과 협상을 벌였다.
납치에서 석방된 선원들은 국내에 귀국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선원들에게는
피랍후 석방될 때까지 217일 동안의 월급, 석방 후 4개월 동안 상병수당 및 금융기관으
로부터 특별위로금(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받았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선원-선주간에 합의 지불하고 P&I구상을 선주가 하는 것이나
(Pay-to-be Paid rule) 금액이 클 경우는 선사가 합의한 금액을 P&I에서 승인하게 되
면 P&I에서 직접 선원들에게 지불한다.

[사례 2] 케미컬선 제미니호 피랍
2011. 4. 30.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항으로 이동하던 싱가폴 선적 Global Ship
Management사의 케미컬탱커 제미니호는 일반적으로 해적피습이 예상되는 지역인 아
프리카 동부 잔지바섬에서 60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피랍되었다. 선원 25명 중 한
국 선원은 4명이었는데, 해적들은 한국선원만 육지로 하선시켜 정글에서 10여차례 거주
지를 이동하면서 선주측과 협상하여 피랍 582일만에 석방금 450만불(추정)을 지불하고
석방되었다.
해적선의 접근을 알고 본선에서 절단한 무어링 로프를 바다에 투하하고,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며 20~30분 가량 저항하였으나, 해적들은 소총과 RPG를 2발을 발사하면서
승선하였다.
해적들은 초기 피항/저항을 한 선원에게 일부 폭력이 있었으나 그후는 선원들에게 폭
력행위가 없었고, 선박에서는 선적되어 있던 식량으로 연명을 하였으나, 식량이 부족하
면 육지에서 보급을 받았다.
선주는 석방된 선원들에게 피랍기간동안 월급의 2배를 지급하여 위로하였고, 선사에
서는 피랍 선원들에게 다시 재승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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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밀수 방지
1) 상선은 밀수에 취약하다.
〇 상선은 화물 속에 밀수품을 은닉하거나 선박에 공간이 많다는 점에서 밀수에 취약
한 수송수단이다.
〇 불법적인 마약 등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선원들이 마약 밀매업자들의 공범자
로 유인될 위험성이 있다.
〇 선원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항만에서 처우가 열악한 선박의 선원들이 수익확
보 수단으로 밀수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〇 최근 마약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항하는 항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밀수업자들
이 마약 청정국가의 항구를 경유하여 순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2) 외부인에 의한 밀수 방지대책
〇 밀수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 입항하기 전에, 선박의 가려진 갑판 부분을 비출 수
있는 추가 조명을 설치하고, 가능하면 밀수업자들이 밀수품을 은닉하는데 이용하
기 용이한 라다트렁크(Rudder trunk), 선외 개방구, 노출된 추진기실 등에 물리적
인 장벽을 설치한다.
〇 선박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선박구역별 검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여 검색한다.
〇 정박 중에는 선박의 모든 제한구역을 잠그거나 밀봉한다.
〇 밀수 위험이 높은 항구에서나 밀수와 관련한 특정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선장은
통상적인 절차 외에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〇 선내수색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각 선원별로 특정 임무를 부여한다.
〇 선박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SSP)에 따라 항만에 정박 중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승선을 금지하여야 한다.
〇 미국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내 추가점검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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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에 의한 밀수 방지대책
〇 선내에서 밀수, 약물사용 및 소지에 대한 위험과 밀수범들이 선원을 공범으로 삼으
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 교육한다.
〇 ‘밀수 방지’ 표지판을 식당 등 선박에서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〇 밀수를 할 경우 자신의 직업생활과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상기시
킨다.
〇 필요한 경우 선장은 선내 밀수품 수색 중에 선원 개인의 소지품도 검사할 수 있다.

4) 밀수품 발견시의 조치
〇 의심 물건이 발견될 경우 선장은 해당 물건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즉시 회사,
현지 당국, P&I 보험사 및 대리점에 통보한다.
〇 마약 등은 흡입 또는 피부 접촉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된다.
〇 마약 등이 발견된 위치를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고, 해당지역은 그대로 두고
봉쇄 후 출입을 제한한다.
〇 밀수품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었거나 선원들이 교체한 경우, 항해일
지에 해당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항해일지와 선하증권에 기재한다.

5) 범죄 수사시 대응
〇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 등 밀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당국에 의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〇 본선 선원이 밀수에 연계되어 있으면 형사처벌(국가에 따라서는 사형을 선고하기
도 한다)을 받게 되고 선박은 억류될 수 있다. 선장과 선원은 마약밀매 범죄수사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국의 질문에 응답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
할 권리가 있다.
〇 그러나 가능하면 선장은 수사당국에게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를 대동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선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파괴, 변조 또는 은닉하도록 지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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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이나 선원이 밀수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현지에 있는 P&I 관계자나 현지 법률사무소로부터 조언을 구
하여야 한다.

6) 확보하여야 할 증거
〇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위치
〇 연루된 사람의 이름과 진술 내용(가능하면 회사/개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의 진술)
〇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이름과 진술 내용
〇 사건의 자세한 상황

7) 보관하여야 할 문서
〇 공식일지(갑판/기관/벨북 등)
〇 사용한 해도(종이 또는 전자) - 해도에 기재된 표시나 자료를 변경하거나 지워서는
아니 된다.
〇 최종 기항지 정보(입출항 일시, 입출항시 지원 예인선, 승선 도선사, 대리점, 기항
시 승선한 선식업자, 수리업자, 방선자 등)
〇 회사나 P&I 보험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없이 선박의 문서, 진술서 또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1.5 밀항자(Stowaway) 관리
1) 일반
〇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모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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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박에 의해서나 항구에서 선박에 올라와 숨기도 한다.
〇 특히 밀항자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무리 보안을 강화
하더라도 밀항자가 선내로 침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란 쉽지 않다.
〇 밀항자는 하역인부와 같은 제3자의 도움으로 선내에 오르거나 심지어는 선원이 연
루될 수도 있다.
〇 밀항자가 발생하면 회사는 밀항자와 난민을 구분하여 하선이나 송환을 하는데 직
접 또는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P&I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업무가 많고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
문에 선장은 밀항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정박 중 조치
〇 선장은 모든 Accommodation ladder/Gangway와 출입구가 엄격하고 지속적으
로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〇 페어리더와 호스파이프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물을 설치한다.
〇 비상시 대피와 안전을 고려하면서 선박운항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든 상부 갑판의
창고와 거주구 출입문은 잠근다.
〇 야간에 선박의 모든 구역에 적절한 조명이 비추어져야 한다.
〇 필요시 선수와 선미를 포함한 선박 측면에도 추가 조명장치를 설치한다.
〇 선측이나 부두에서 닿지 않는 곳의 계류용 로프에 대형 래트거더를 설치한다.
〇 규격화된 화물을 적재할 때 무작위로 화물을 점검하면 밀항자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사례 4-5

목적지를 착각한 밀항자의 도주

2002년 미국 동부의 어느 항구에서 자동차를 내린 후 중고차를 500대 가량 싣고 도
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양하할 예정이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으로 밀항하
려는 사람들로 너무나 유명한 나라였다. 그래서 입항 전 모든 출입구는 안과 밖에서 모
조리 잠가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입항 후에는 모든 하
역인부들에게 출입증을 나누어 주고 하선시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며 전 승무원을 동원
하여 모든 장소에 경계를 배치하였다.
하역 완료후에는 약 1시간동안 선내 전 구역에 대한 밀항자 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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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항시 도선사 하선 후 대리점에 통선을 수배하여 본선의 선체 외부에 있을지도 모
밀항자 수색까지 실시하였다. 수색결과 밀항자는 없었고 또 본선은 미국으로 가지 않
파나마를 거쳐 아시아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밀항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서 승선하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안심하고 출항하였다.
다음날 오후 크리스토발에 도착하여 투묘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양묘후 도선사가
승선하여 Gatun lock에 들어왔을 때 도선사가 본선에서 3명이 Lock로 뛰어내렸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Statement of fact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
였다. 본선에서는 승무원 중 누구도 밀항자를 본적이 없는데 어쨌든 파나마 운하당국에
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본선에서 3명이 Lock으로 뛰어내렸다고 도선사로부터 들었
다.”는 취지의 Statement of fact를 작성하여 도선사에게 전달하였다.
나중에 회사를 통하여 소식을 들으니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밀항자 3명이
본선이 미국으로 가는 줄 알고 승선하였고 본선의 Side lamp와 선체 사이의 공간에 숨
어 있었는데 본선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파나마로 가자 파나마운하 Lock에서 물로 뛰
어 내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Lock에서 파나마 운하당국에 체포되어 도미니카 공화국으
로 송환되었다.

3) 출항 전 및 출항 시 조치
〇 선박에서 작성한 검색목록(Search list)에 따라 선박의 해당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
고 광범위한 검색을 수행한다.
〇 가능하다면 검색견을 동반한 육상 검색팀이 검색하도록 한다.
〇 밀항자가 기피하는 항구가 아닌 한, 차항 기항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출항하면 해당 국가의 영해를 벗어나기 전에 항계 내에서 선박 항해를 멈추고 선
내 창고, 접근 가능한 화물창을 포함한 선내 전구역에 대해 두 번째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검색을 실시한다.

사례 4-6

밀항자 자수

선박의 갱웨이 입구에 본선 출항 전에 가스훈증을 할 것이란 공지판을 걸어 두었다.
실제 출항시 압축공기를 화물창에 불어 넣었더니 화물창에 숨어 있던 밀항자가 공기주
입을 가스주입으로 알고 자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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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항자 발견시 조치
〇 선장은 출항 후 본선에서 밀항자가 발견되면 즉시 선주에게 통보하여 차항에서 밀
항자의 송환을 준비하도록 한다.
〇 선장은 소지 서류 또는 면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밀항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상당기간 선내에 밀항자가 머물게 되는 어려움
이 있다. (통상 밀항자가 숨은 장소 가까운 곳에서 소지 서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〇 밀항자를 태우고 입항하면 선주 대리인이나 P&I 보험 대리인은 관련 기관원과 함
께 승선하여 밀항자와 면담을 하게 되므로 선장은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〇 밀항자의 귀국에 따른 송환비용은 P&I Club에서 부담하고 있다.
〇 항해중에 선내에서 밀항자가 발견된 경우 차항 입항시에 무선검역이 불가능하므로
승선검역을 준비하여야 한다. 승선검역은 통상 ‘일출시이후부터 일몰시 이전까지’
시간에만 행하므로 차항 ETA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정박
지에 투묘하여 대기해야 한다.

사례 4-7

밀항자 수색 소홀로 밀항자 승선

본선은 기니 Conakry항을 출항 전ㆍ후로 3차례 본선 밀항자 수색시 기관실 수색팀
이 Rudder trunk를 수색하지 않고도 수색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출항 후 3일 뒤 브라질로 항해중 조기장이 Rudder trunk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1기사에게 보고하여 Void space에 숨어있던 밀항자 3명을 발견하고 브라질 입항후 경
찰에 인도하였다.
매 수색시 선원들로 하여금 수색구역을 변경하여야 하나, 같은 팀으로 수색하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져 수색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었다.
선장은 밀항자 수색시 밀항자들이 숨기가 용이한 Crane house, Rudder trunk나
Lifeboat와 같은 고위험 장소는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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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상에서 밀항자 관리
〇 선박으로부터 탈출을 막기 위해 항내 정박 중에는 가능한 한 철저히 밀항자를 감
시한다.
- 밀항자가 탈출할 경우 선주는 다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다시 붙잡힐 경우
에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비용도 선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〇 밀항자와 선원과의 접촉은 최소한 억제하여야 한다.
〇 밀항자에게 건강을 유지할만한 음식과 잠잘 곳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준비 서류
〇 선장의 진술서
〇 밀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사례 4-8

밀항자 발견 및 처리

1) 사고 경위
2만 5,000톤급 벌크선 A호가 Bagged cement와 일반 화물을 싣고, 2번째 양하항
인 시에라리온 Freetown을 출항하여 2013. 3. 30 코트디부아르의 Abidjan
anchorage에 도착한 즉시 본선에서 밀항자 2명을 발견하였고, 발견된 밀항자에 의하
면 총 6명이 탔다고 하여 본선은 나머지 밀항자를 수색하였으나 찾지를 못하였다.
발견된 밀항자는 다른 나라에서 직업을 구하고자 본선이 시에라리온에 정박하여 하역
작업 중 오후 4시경 갱웨이를 통해 잠입하여 3번 화물창에 숨어 밀항을 시도하였다.

2) 밀항자 처리 경위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항에서는 밀항자 하선이 거부되어, 다음 차항인 기니의
Conarkry항에서는 하선이 가능하다는 P&I 현지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선장은
기니에서 하선하기로 결정하였다.
밀항자들이 선내에서 고분고분하였으므로 선장은 별도로 선내에서 보안요원을 고용하
지는 않았다.

3) 하선지에서의 조치
2013. 4. 6 저녁에 본선은 기니의 Conakry항에 접안하였고, 18:10 보안요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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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에 밀항자를 하선시킨 후 바로 항만경찰 당국에 인도하였고, 이후 본선 P&I 현지
대리인이 기니에서 시에라리온 국경까지 경찰 보호 하에 밀항자를 이송하였다.
그런데 밀항자들이 하선 후 선장에게 현금 특정액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여 시에
라리온 대사관측이 본선을 방문하여 선장과 인터뷰를 하였으나 허위진술로 밝혀져 추가
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선은 기니에서 화물을 양하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항하였다.

4) 발생 비용
밀항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 항목은 항해 중 식비, 동행 비용, 경찰 지원비용, 교통비,
의류비 등이었다.
상기 비용들은 선사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근거서류에 따라 P&I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사례 4-9

밀항자를 본선에서 임의 처리

오래된 이야기다. 영국인 선장, 기관장, 일항사와 혼승을 하였을 때다. 새벽 2시경
South Africa Durban에서 Bunkering을 하고 출항하자마자 기관실에서 밀항자가 발
견되었다. 출항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선장은 선수를 돌리지 않고 곧 바
로 출항을 했다.
밀항자는 우간다인이었고 17살, 너무 살기가 힘들어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 배
에 숨어들었다고 하였다. 항해중에 본선 1항사는 밀항자에게 매일 갑판부 선원과 똑같
이 작업을 시켰고 작업비(1$)를 지급하였다.
본선의 목적지는 미국 New Orleans였는데, 대서양 Caribbean Jamaica 연안을 따
라 항해할 때 선장은 본선의 Course line을 연안으로부터 3마일 가까이 수정한 후
01:10경 선교에 올라와 기관 RPM을 낮추었다. 갑판에는 밀항자와 본선 1항사, 조그맣
게 제작된 Wooden barret이 있었는데, 선속이 미속으로 떨어지자 선장은 Walkietalkie로 1항사에게 “Let go him”을 명령하였다. 순간 1항사는 바렛과 Life ring을 바
다에 던지고 밀항자에게 뛰어 내리게 하였다. 선장은 2항사에게 밀항자가 3번의 Flash
불빛을 보내는 것을 확인하게 한 후, 본선은 전속력으로 다음 항구로 향했다.
훗날 밀항자는 자메이카 정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입항하자마자 갑자기 선장이 교대
되었는데, UN인권위원회에서 밀항자 조치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다. 아마도 공식적인
밀항자 처리를 할 경우 골치 아플 것을 염려한 선사와 선장의 비인간적 조치였던 것이
다. 지금으로서는 감히 해서도, 생각지도 못할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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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난민(Refugee) 처리
1) 일반
〇 난민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소요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〇 UN 난민위원회(UNHCR)는 난민의 구명을 위해 난민을 선장이 구조하여 난민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지킬 경우 선박의 지연운항을 피할 수 있고, 난민구조 활동으
로 인해 입은 피해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비용은 선주가
가입한 P&I 보험에서 보상된다.
〇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장은 항상 난민 처리
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난민 발견시의 조치
〇 만약 난민을 해상에서 구조하였다면 선장은 난민들이 몇 주 동안 바다에 떠 있었
을 수도 있고, 굶주림, 탈수, 배멀미와 피로로 고통을 겪었을 수 있었음을 고려하
여 난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난민 구조시 이로를 포함한 난민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즉시 회사의 보안
책임자와 P&I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차항 항만당국이 난민대책을 세우
도록 한다.
〇 난민을 상륙시키기로 결정되면 입항항의 선사 대리점과 P&I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〇 선내에서는 음식과 숙소를 제공한다.
〇 필요하다면 육상으로부터 의료 조언을 구한다.

3) 준비 서류
〇 갑판/기관 항해일지에 기록된 구조작업 관련 부분 사본
〇 난민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등
〇 다음 난민에게 발생한 비용 명세
- 선상에서 난민에게 지불한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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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구조를 위한 이로에 소요된 연료비
- 구조 결과에 따라 소요된 통신비
- 선상 난민의 존재로 발생한 추가 항비 또는 대리인의 비용
- 상륙에 따른 지연으로 야기된 용선료 손실

사례 4-10 베트남 난민의 구조 실패
일본과 PG간을 운항하는 15,000 DWT 화물선에 일본인(선장, 기관장, 갑판장, 조기
장) 4명과 필리핀 선원 28명이 승선하여 공선으로 일본을 향해 항해중 남지나해에서 베
트남 난민을 태운 보트를 발견하고 구조에 임했다.
본선은 사전에 Hatch net, Jacob ladder, 구명 rope, 구명부환 등을 준비하고 보트
에 접근하였으나, 난민들이 구조된다는 기쁨에 흥분하여 보트의 높은 곳으로 몰리면서
Top heavy 현상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전복하면서 침몰하였다. 로프가 본선 프로펠러
에 감겨 기관을 사용하지 못한데다 본선이 공선상태에서 기상이 나빠 구조가 지연되어
부근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본선에서 9명, 외국선에서
7명을 구조하였으나 불행히도 나머지 15명은 익사하였다.
난민구조 이후 선장의 조치를 검토한 결과, 로프를 던진 것이 프로펠러에 감길 것을
예상 못했고, 선장이 선교에서 황천조선을 함에 따라 갑판 현장지휘를 하지 못한데다, 1
항사의 지휘능력 부족으로 구조지휘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혼승선에서 비상시의 의사소
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본선의 80톤 용량 데릭으로 보트를 걸어 올리는 방안을 시도하
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반성할 부분이다. 이런 비상상황을 대비해 본선에서 비상시 지
휘ㆍ명령계통을 명확히 하고, 평소에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례 4-11 리비아 난민 구조 성공
일본 K-Line에 정기용선된 자동차선 B호가 2014. 4. 9. 리비아 Misurata항에서
양하작업 후 벨기에 Antwerp로 항해하던 중 리비아 북쪽 68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탈
리아 해경의 난민 해상구조작업에 이탈리아 정부의 요청으로 난민 구조에 투입되었다.
본선은 총 199명의 피난민(아프리카-유럽 불법 이주민)을 승선시켜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 하선시켰고, 이로 인해 1일 미만의 이로 및 시간/연료 손실 발생하였다.
P&I 보험 규정에 따라 난민구조를 위해 이로한 경우 연료, 항비, 임금, 비품, 식량의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선주는 상기 비용을 정산하여 P&I 보험으로부터 보상
을 받았다.
그러나 정기용선 계약에 따라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는 Off Hire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구조와 이송을 위해 발생한 연료비 및 시간손실은 용선자가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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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이버 보안 관리
1) 사이버 보안 관리의 필요성
〇 선박에서도 보다 많은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해운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기술들이 선박의 운항과 선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
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〇 통합시스템을 갖춘 선박이 증가하면서 육상에서 원격으로 공격하거나 선박의 통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〇 이런 이유로 IMO는 해사사이버위험관리지침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여 운항자가 따
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본선의 사이버 보안 대책
〇 선원들에게 사이버공격의 위험을 인식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〇 컴퓨터 하드웨어의 사용, 특히 허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스틱의 사용을 금지한다.
〇 외부의 정부 당국자, 기술자, 대리점, 항만관리 또는 선주대리인이 본선의 컴퓨터
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방문자가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
우 선박의 네트워크와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다.
〇 생산자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받지 않으며,
사용 중인 선박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적시에 업데이트를 받아 최신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〇 원격으로 본선의 IT와 OT 시스템을 제어할 경우 선장과 책임사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권한있는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와 절차는 명
확히 규정되고 감시하며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〇 제어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제어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악성 바이러스가 없고 디지털서명이나 워터마크가 있는 합법
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〇 본선의 구식 장비를 폐기할 때는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파기하고 폐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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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선의 컴퓨터 제어시스템에 사이버공격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
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한다.

사례 4-12 사이버보안 위협
• 앤트워프항에서 마약밀수업자들이 선사의 디지털 추적시스템에 들어가 마약을 숨긴
컨테이너를 추적한 후, 예정된 컨테이너 인도시점에 앞서 자신들의 운전사를 보내 컨
테이너를 탈취하려고 하였으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해커가 선박의 AIS에 침투하여 선박에게 이동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AIS 이용자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선박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가상’ 구조물이나 선박
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ECDIS에 침투하여 선박의 목적지를 다른 곳으
로 유도할 수 있다.
• 석유시추선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시추기기의 작업을 중단시키게 한다.
• 정기선선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컨테이너 번호, 위치, 원산지 등 화물의 정보
데이터를 삭제한다.

사례 4-13 해운기업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2017년 이후 4년 동안 전 세계 4대 해운 회사가 모두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 APL-Maersk: 2017년 NotPetya Ransomware / Wiper에 의해 몇 주 동안 중
단되었다.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2020. 4. 데이터 센터를 며칠 동안 중단시
킨 이름없는 악성 코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 COSCO: 2018. 7. Ransomware로 인해 몇 주 동안 업무가 중단되었다.
• CMA-CGM: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중국 지점이 Ragnar locker 랜섬웨어에 감
염된 후, 전 세계 배송 컨테이너 예약 시스템을 중단했다.
세계 보안업계는 대형 해운선사가 연이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경우는 다른 산업부문
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로 보고 범죄자들이 해운산업을 우선적으로 표적으로 삼
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운기업 외에도 선박과 해사기업도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 컨테이너선 FOUMA호가 2020. 4. 9. 새벽에 해적 공격, 13개의 컨테이너만 열
어서, 확인하고 사라짐.
• 영국의 선박컨설팅회사 클락선(Clarksons): 2017. 11. 해커에 의해 회사 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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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자료를 탈취 후 금품을 요구
• MSC EUGENIA호가 2012년 앤트워프 항에서 1백만불 가치를 가진 코발트가 실
린 컨테이너 하나 분실, 해커에 의한 컨테이너 고유 번호 유출로 추정.
이들 사이버 해적들은 해킹을 통해 선박 목록, 컨테이너 ID 번호 및 선박 항로를 찾
고, 선박에 탑승하며 전자 제품 및 보석과 같은 고가 제품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훔칠
기회를 노리며, 심지어는 사이버 공격 후 몸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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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oard Working Handbook, STX Marine Service, 201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Quarantine Act of 2004”
F.N. Hopkins, Business & Law for the Shipmast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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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관리 기법

2.1 일반
1) 위험관리의 의의
〇 위험관리 목적은 선내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경감조치를 수
립ㆍ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존 위험성 평가서에 반영 또는 신규 위험
성 평가서를 제정/관리함으로써 사건(Incident)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〇 해상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수많은 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사
고 원인이 대다수 유사하다.
〇 위험성평가 방법은 풍부한 해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Checklist 기법으로 본선
상급 사관이 선상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한, 신규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작성시 육해상 직원, 선급 및 전문 해기 컨설팅
업체 등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험성 평가 대상
〇 본선 승무원 및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신규 작업 등 본선에서 이루어지
는 모든 정비작업
〇 입출항, 항해, 정박 및 하역 등 본선 운항 과정상 조우하는 모든 위험한 상황
〇 갑판 및 기관 기기의 운전, 소화 및 퇴선 훈련 등 위험 상황이 발생 가능한 모든
활동
〇 특히, 중대 장비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정지/불용으로 인하여 안전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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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를 의미함)

3) 작업의 분류
〇 작업은 업무영역, 공정, 세부공정 및 활동(Activity)으로 분류된다.
〇 활동(Activity)의 분류는 지나치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예: 'DBT 점검' 등 독립
된 과업 단위로 평가하며, 'Hatch 출입', '사다리 승강'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
지 않음.)

4) 회사 승인 필요 작업
〇 특수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사로 송부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에 기기를 정지하거나 해당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 위험성 등급이 매우 높게 평가된 작업
• 작업허가서가 필요한 작업 중 열 작업(기관실 Workshop내 작업 제외), 석면 취
급 작업
• 중대 장비 정비 시
• High voltage work
• 신규 작업, 선박의 운항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 계획된 작업

사례 4-14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무모함
[사례 1] 화재경보 장소에 보호복 없이 혼자 출입
본선은 펄프전용선(2만 DWT)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펄프를 선적하여 대만ㆍ일본ㆍ한
국에 양하한 후 러시아 나호드카에서 철재를 선적하여 동남아로 운송하는 선박이었다.
첫 선장으로 승선하여 매주 말 의욕적으로 화재, 퇴선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4번 화물창 Fire alarm이 울려 당직 조타수에게 화물창 해치를 열어 확인
을 지시하였더니, 필리핀 조타수가 방화복도 입지 않고 혼자서 화물창에 들어가 아무 이
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 날 이후 나는 시간과 훈련의 종류를 예고하지 않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수준을 향상시켰다.

[사례 2] 방화복 호흡구에 의존한 홀드 내 9m 수심 잠수
대우조선에서 18만톤급 광탄선을 신조 인수하여 첫 항차에 호주에서 석탄을 선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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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항에 양하한 후 캐나다 로버트뱅크로 항해하면서 동계 태평양을 횡단하므로 7번
화물창에 평형수를 채워 Heavy ballasting 상태로 출항했다.
입항 5일전에 Deballasting을 시도하였으나, 수위 9m 부근에서 더 이상 배출이 되
지 않아 Hold 바닥의 Strainer가 막혔을 것으로 짐작하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1등항해
사와 갑판수가 방화복의 호흡구를 착용하고 임기응변으로 만든 시멘트 추로 연결한 로
프를 잡고 입수하였다.
수압으로 고막의 통증을 느끼며 무리하게 하강하여 Strainer 부근까지 접근하였으나
석탄물로 시계가 막혀 손으로 더듬어 확인하니 사람 키만큼 높이의 석탄 무더기가
Strainer를 감싸고 있어 충수ㆍ배수가 아니 되는 상태였다. 부득이 인접 화물창의 격벽
에 파공을 내어 평형수를 배출하고 선적 작업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지금은 위험관리상 결코 허용되지 않은 본선의 무모한 행위였으나, 당시는 세계 선원
시장에서 한국선원의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2.2 위험성 평가의 원리
〇 위험성 평가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식별하는 것이지 위험을 예측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한다.
〇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건(Incident)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Incident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〇 위험성 평가는 선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
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다.
〇 위험성 평가는 보건상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보호
장구의 사용, 특수장비의 사용, 수동 조작이 요구될 경우의 주의 사항, 경고판 그
리고 물질안전보건정보자료(MSDS)에 언급된 대처 방법 등을 참조하는 것과 같은
예방 장비나 위험 감소 수단을 포함한다.
〇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이미 예방 조치가 수립된 사항도 식별하여 추가
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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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위험성 평가는 본선의 다양한 작업 공정(보건 및 위생 문제, 일상 작업, 중대 작업
및 중대장비의 정비 등을 포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위험성을 다룬
다. 또한 실제 작업 시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주거나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한다.
〇 통상의 상태에서 저위험의 일상적인 작업일지라도, 황천이나 기기 고장 등과 같이
주위 환경이 바뀌면 보다 높은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시행할 경
우, 본선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위험(주의 사항)을 식별하여 추가 보완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〇 위험성평가에는 현재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요
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3 위험성 평가의 시기 및 활용
1) 작성 및 승인시기
〇 선장은 작업 책임자로 하여금 매주 PMS 계획 수립 시 위험성 평가 대상 작업을
식별하며, 가능한 해당 작업 5일 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선장의 승인을 득하
도록 조치한다.
〇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작업 시행 최소 1일 전 본선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또는 육상승인 여부
를 확인 후 최종 승인해야 한다.
〇 계획된 작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작업 전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재시행해야 한다.

2) 선장 및 작업 책임사관의 임무
〇 선장은 현장의 위험성 관리가 효과적으로 준수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리 방법 등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 요소나 규정 등을 솔선수범
해서 식별해야 한다. 특히 선원의 피로도, 장비의 유용성, 환경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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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박의 책임사관은 본선의 위험성 관리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특정 항목의 위험성 관리가 유용하였을 경우, 다음 작업에 활용할지 결정
• 위험성 관리 결과와 교훈 등을 식별하고 대내외 전파
• 위험요소 식별, 빈도 및 심각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결과가 적절한지 고려
• 위험 요소 제거, 위험성 경감 조치 등의 유효성 평가, 위험 관리 방법이 비효율
적인 경우 또는 위험이 재발된 경우 해당 원인 파악

3) 위험성 평가서 활용
〇 당해 작업 책임자는 승인을 득한 위험성 평가서를 작업 시행 당일 TBM(Tool box
meeting)시 주제로 활용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지적ㆍ확인을 시행토록 한다.

4) 작업허가서 또는 Check list를 요구하는 작업
〇 사전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열 작업/석면 취급 작업은 육상 승인을 득한다.
〇 위험성 평가서와 작업허가서(Check list 형태)를 작업 장소에 함께 게시한다.
〇 안전관리자 및 일일 안전당번은 위험성평가서와 작업허가서상의 안전 조치가 정확
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례 4-15 위험한 선내작업에 대한 선장의 현장 확인 필요성
H상선에서는 기관실내의 화기작업 등에는 “Permit to work”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어느 날 1기사가 기관실 Bilge tank 내부에
Heating coil이 절손되어 용접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선장의 결재를 요구하기에 작업을
위한 절차서에 따라 (1) Oily bilge water를 제거하고, (2) 기름을 닦아내고, (3) Gas
free 작업을 다 했느냐고 확인하니 그렇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기관실내의 화기작업이므로 위험성이 크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기사를 앞세워서 작업현장에 가보니 Oily bilge water는 그대로 출렁거리
고, 기름기 제거작업도 되지 않았으며, Gas free 작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1기사를 크게 질책한 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
지 작업을 보류시켰다.
선장은 평소 1기사가 성실하다고 믿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선내에서 특수한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선장의 현장 확인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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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 평가서 게시 장소
〇 선교: 갑판/기관 위험성 평가서 각 1부
〇 기관실: 기관부 위험성 평가서
〇 작업 현장: Check list 발부되는 작업일 경우 해당 위험성 평가서

6) 중대 장비의 정지/정비
〇 장비나 시스템의 보완, 작업 절차 변경, 또는 긴급 안전 수단 등이 필요한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높은 등급으로 판단될 경우 육상의
승인을 득한다.
〇 계획 정비를 위하여 중대 장비를 정지할 경우, 사전에 허용된 정지시간을 초과하여
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시행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록 관리
〇 위험성 평가를 한 작업은 관련 Data를 기록 또는 전산화하여 다음 작업에 활용하
도록 한다.

2.4 선내 위험성 평가 절차
1) 위험성 평가서 작성
(1) 위험의 식별
〇 책임사관은 작업 시행 5일 전부터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작업
1일 전까지 선장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〇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Work activity)에 어떠한 위험 요소(Hazard)와 Incident
위험 (Probable incident)가 있는지 위험성 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의해야 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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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한다.
〇 위험성 평가서 서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주의해야 할 만한 위험 요소나
Incident 위험이 추가로 식별될 경우 '위험성 평가서' 하단에 추가 기재한다.
〇 예정된 작업이 분류된 작업단위(Activity)에 누락된 신규 작업인 경우, 해당 작업
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 요소와 Incident 위험을 식별하여 이 중 주의해야 할 만
한 위험을 '위험성 평가서'에 기재한다.
〇 식별된 Incident 위험(Probable risk)을 예방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대응 방안(Existing controls measures)을 '위험성 평가서'에 기재한다.

2) 위험성 등급 결정
〇 식별된 Incident 위험의 발생 빈도(Frequency)와 결과(Consequence)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 때 해당 Incident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응 방안을 감안한다.

(1) 빈도(Frequency)
〇 해당 Incident 위험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여 계수화한 것으로, 하기
<표 4-1>을 참조하여 빈도를 결정한다.
표 4-1. 발생빈도에 따른 등급 (예)
등 급

발 생 빈 도

1

희박

향후 발생가능성 거의 없음
유사 Incident 과거 10년 내 발생실적 없음

2

보통

향후 발생가능성 있음
유사 Incident 과거 10년 내 5건 이하 발생

3

높음

향후 발생가능성 높음
유사 Incident 과거 10년 내 10건 이하 발생

4

매우
높음

향후 발생가능성 아주 높음
유사 Incident 과거 10년 내 11건 이상 발생

(2) 결과(Consequence)
〇 해당 Incident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의 규모를 예측하여 계수화한
것으로, 하기 <표 4-2>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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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등급 산정 기준 (예)
등 급

산 정 기 준

경미

경미한 Incident로서 대책수립 등 별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Incident
선박사고: 1천만원 이하
인명사고: 4일 미만, 승선 중 치료가능

2

보통

단기간 수리, 체선, 치료 또는 약간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Incident
선박사고: 1억원 이하
인명사고: 승선 중 4일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하선치료 필요시(다만,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임)

3

높음

장기간 수리, 체선, 치료 또는 상당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Incident
선박사고: 1억원 이상
인명사고: 치료 후 산재보상법상 9급 이하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1

4

매우 높음

전손, 사망 또는 영구장애 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대형Accident
선박사고: 10억원 이상
인명사고: 사망 또는 신체/정신 기능에 산재보상법상 8급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뇌/정신 기능장애, 언어구사능력 상실, 청각장애, 척추장애, 손가락
2개 이상 절손, 발가락 5개 이상 절손)

(3) 위험성 (Risk grade)
〇 해당 Incident 위험의 발생 빈도와 결과의 조합으로, 하기 <표 4-3>에 의해 결정
한다.
표 4-3. 위험성의 빈도와 결과
빈도

희박(1)

보통(2)

높음(3)

매우높음(4)

경미(1)

1

1

2

3

보통(2)

1

2

3

4

중대(3)

2

3

4

5

치명(4)

3

4

5

5

결과

주) 위험성 = 빈도 결과 - 2 (단,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

〇 위험성 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경우 필요시 추가적인 주의 또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위험성 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래 <표 4-4>와 같다.

343

선장 실무 지침

표 4-4. 등급에 따른 위험성 조치기준
등급

위험성 조치 기준

1

위험 거의
없음

무시
- 추가 조치 사항 불필요함

2

허용
가능한
위험

3

약간의 위험

필요 시 추가 조치 및 지속 개선 필요
- 정해진 기간 내 위험의 감소 및 개선을 위한 조치 요함.

4

상당한 위험

특별관리 (추가 조치 및 지속 개선 필수)
- 위험이 감소되기 전까지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험감소를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 이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긴급조치가 요구됨.

5

허용
불가능한
위험

허용가능
- 별도의 추가조치 필요 없으며 현 관리상태 유지
- 단,안전장치(또는 개인보호장구) 및 표준/작업절차 미비시는 별도 개
선조치 요함

허용불가
- 위험이 감소되기 전까지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되며, 계속 진행하여
서도 아니 된다.
- 위험 감소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감소되지 않으면 타 작업으로 대
체하거나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중대위험에 대한 조치
〇 상기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등급 4 이상의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
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Additional control measures)을
‘위험성 평가서’에 기재한다.
〇 상기 중대위험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시행될 경우의 위험성을 재평가한
다. 재평가 결과 위험성이 3 이하로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위험성 평가의 승인
〇 위험성 평가서는 선장과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기관 작업일 경
우 안전관리자, 기관장 및 선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위험 경감조치 및 작업의 시행
〇 위험성 평가의 승인 후 '위험성 평가서'에 기재한 대응방안(Exist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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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및 추가적인 대응방안(Additional control measures)을 시행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4)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〇 선장은 년 1회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 및 회사의 작업절
차서/지침서 등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Master's review에 제/개정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한다.(특히, 미 식별된 신규 작업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포함할 것)
〇 검토 주안점 : 신규 또는 자주 식별되는 위험요소,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한 위험요
소/작업 공정 등을 식별하고, 이미 저장된 위험성평가서와 대조/비교
〇 보고시에는 매월 시행하는 안전보건환경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보고한다.

5) 내부심사 확인
〇 내부심사 시 최소 1년에 1회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위험성 평가가 절차대로 시행되었나?
• Master's review시 위험성평가 검토가 절차대로 시행되었나?

사례 4-16 위험성 평가를 통한 기름 유출사고 예방
갑판장이 새로 승선하자마자 화물을 싣게 되어 Tank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
다. Slop tank의 Sludge를 Discharging 하기 위해 별도의 배출 출구가 있어 그 부분
을 Blind plate(맹판)로 막아야 했다. 그 출구를 막지 않고 화물을 실었을 경우 Pump
room으로 바로 연결되어 훗날 하역작업이 엄청 어려워지게 된다.
갑판장에게 맹판을 채우라고 3번을 지시하였는데, 본인은 조치를 했고 확인도 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인 점검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맹판이 열려있는 상태임을 발
견하였다.
갑판장이 본선에 처음 승선하여 본선 구조를 잘 몰랐고, 물어보기도 민망하여 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만약 점검없이 작업이 시작되었다면……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태의 심각함을 고려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은 갑판장을 다음 항구에서 바로 강제 하선 조치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 이후로는 작업지시를 하였어도 꼭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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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7 동ㆍ식물유 화물탱크 세정 중 황화수소 흡입에 의한 사망
[사고내용]
1986년 여름, 미국산 우지(Fat oil)를 선적한 본선(DWT 약10,000톤)이 필리핀 마
닐라 항에서 양하를 마치고 출항, 다음 항차 Palm유 선적항 방콕을 향해 가는 도중 통
상 하던 대로 Tank cleaning을 시작하였다.
Cargo Tank No. 3C의 Stripping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자 작업현장에 있던 갑판
장은 그 원인이 Suction bell mouth 입구를 막고 있는 우지덩어리(액체가 고형화 된
상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옆에 있던 갑판원에게 “화물창에 내려가 Bell mouth 부근
에 엉켜 있는 우지덩어리를 발로 뭉개 Suction되게 하고 바로 올라와 식당에 와서 보고
하라”고 지시하고 중식 차 식당으로 갔다.
해당 갑판원이 30분이 지나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자, 갑판장은 “큰일 난 거 같다” 하
면서 급히 그 문제의 화물창으로 달려가 Tank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내려가는 사다리
중간쯤에서 쓰러졌다. Tank hatch 부근에 있던 동료들이 그제서야 인명사고를 감지하
고 선장에게 보고 하였고, 선장의 지휘하에 3/O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Tank에 진입해
살펴보니, 갑판장은 화물창 내 사다리 중간에, 갑판원은 Bell mouth 근처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 선장의 지휘하에 쓰러진 두 사람을 갑판위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갑판원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갑판장은 심장이 약하게 움직이나 의식불명
인 상태라 선장은 갑판장에게 인공호흡을 시키고 긴급히 한국 본사에 사고보고를 하자,
회사는 마닐라 주재 한국 대사관, 대사관은 마닐라 주둔 미국 크라크 공군에 연락해 헬
기 도움을 요청하였다.
헬기는 지체 없이 클라크 기지를 출발하였으나 헬기의 Cruising range가 약250마일
로 제한된다고 하여 본선과 랑데부 할 지점을 향해 선수를 거꾸로 돌려 마닐라 항으로
회항을 시도하였다. 본선은 랑데부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헬기에 탑승했던 의료진의 지
도를 받아 갑판장의 호흡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였고, 랑데부 후 헬기 의료진은
2명(갑판장, 갑판원) 모두 사망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그 두 명의 사체를 마닐라로 후송
하였다.

[사고원인]
사망자 두 명은 치명적인 독가스인 황화수소(H2S, Hydrogen Sulfide)를 흡입한 결
과다. 황화수소는 동ㆍ식물유 잔류물이 적정 온도의 물(특히 해수)과 반응하면 H2S를
생성시킨다. 공기보다 무거워 탱크의 하부에 주로 Pocket gas로 존재한다. Bell
mouth 부근의 반쯤 응고된 우지덩어리를 발로 들쑤셔 으깨면서 다량의 H2S를 생성케
한 결과다. 그 당시만 해도 동ㆍ식물류는 Easy chemical이라 하여 폭발, 화재, 유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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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는 무관한 특별히 조심할 필요 없는 화물로 취급했고 요즘 ISM Code가 요구하는
‘밀폐구역 진입절차 & Checklist’등이 일반화되기 전이라 육ㆍ해상 직원의 무지가 원인
이었다.

[대책]
동ㆍ식물유 화물도 물과 접촉하면 독성가스를 생성하는 위험화물이라는 것을 명심하
고 선창을 소제하는 도중 작업원의 탱크 진입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밀폐구역 작업허
가’제도를 따르고 특히, 황화수소(H2S)의 농도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5 변화관리
1) 일반
〇 회사 및 선박의 안전한 운영(운항)을 달성하는데 변화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변화
로 인하여 사건(Incident) 발생, 능률저하 등 조직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〇 변화관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서 제반 잠재위험을 사전
에 제거 또는 통제함으로써 변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현재의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하는 위
험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2) 적용범위
〇 변화관리는 회사 및 선박의 모든 인원, 절차, 시스템, 설비, 서비스, 제품, 공급업
체 및 조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모든 변화에 적용된다.
〇 변화관리는 육․해상 조직의 모든 계층 및 기능에 적용된다.

3) 변화관리 대상
〇 변화관리 검토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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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기기의 탑재 및 기존 기기에 대한 개조
② 수리를 위한 알람장치의 일시적 해제 및 재활성화
③ 전자기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변경 및 업그레이드
④ 신규규정의 발효
⑤ 신규항로 취항
⑥ 시스템 및 주요 절차의 개정
⑦ 조직 변경
⑧ 신규 선박 인수
⑨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용하여야 하는 중대한 변화 등
⑩ 매우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예정인 경우

4) 변화관리 절차
〇 변화관리는 일반적으로 변화검토-변화승인-변화이행 및 모니터링-효과성 검토의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친다.

5) 분석
〇 선장은 매년 Master's review 시행 시 해당 연도에 본선에 발생한 변화관리 활동
에 대한 종합 검토 후 변화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부적합 또는 개선의견을 보고한다.
〇 운항품질팀장은 매년 경영검토 시행 시 선박 및 회사에 발생한 변화관리를 종합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안건으로 상정한다.

6) 문서 및 기록 관리
〇 다음 기록들은 변화관리 프로세스의 증빙자료로서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 위험성 평가 및 경감조치를 위한 증빙
• 의사소통 및 교육 훈련 기록
• 매뉴얼, 절차서, 도면 등 변화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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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변화관리 절차

사례 4-18 인명 사고 사례
① 냉동컨테이너 점검중 추락사고
[사고 내용]
○ 본선 1기사와 3기사(A)가 Anti-heeling system valve 수리차 진입하기 위해
No.6 Acc. door를 열어두었는데, 3기사(B)가 냉동컨테이너 점검중 Acc. door
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
였다.
[사고 원인]
○ Cargo hold 내로 진입한 작업자가 추락방지용 Safety chain을 설치하지 않았다.
○ 3기사는 Cross deck 및 Lashing bridge 이동시 개구부 개방여부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았다.

② Dock mooring 작업중 팔 골절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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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이 중국 Xinya 조선소 안벽에서 AP dry dock로 이동하기 위해 Mooring 작
업중 Mooring wire를 Tension drum으로 넘기기 위해 Chain stopper로 잡고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Mooring wire가 Slack되면서 갑판수의 팔과 가슴을 가격
하여 팔이 골절되었다.
[사고 원인]
○ 수분과 진흙으로 인해 미끄러운 Wire rope에 Chain stopper를 사용하였다.
○ Mooring wire의 장력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Dock
master와 효과적인 작업협의가 부족하였다.

③ 컨테이너 출항 Mooring 작업 중 머리 찢어짐
[사고 내용]
○ 중국 닝보항을 출항하면서 선미 스턴라인을 벗기고 감는 중 스턴라인의 일부와 메
신저라인이 동일한 비트를 사용하던 뒷 접안선의 헤드라인에 걸려 장력이 발생하
여 튕겨진 스턴라인이 갑판수의 팔뚝과 귀 아래부위를 강타해 얼굴이 찢어졌다.
[사고 원인]
○ 작업자의 위치와 책임사관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하였다.
○ Mooring winch(VFD type)는 Winch lever를 Stop하여도 Brake time setting
이 설정되어 있어 Motor가 계속 회전하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④ 에어컨 Room damper door 닫힘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 내용]
○ 입거수리를 완료하고 중국 Fuzhou항을 출항하면서 Air condition fan을 작동하
고 거주구역 온도조절을 위해 외기 Suction damper door 열림 상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Door가 강하게 닫히면서 문을 잡고 있던 펌프맨의 중지 끝단이
Garbage room door에 압착되었다.
[사고 원인]
○ Air condition fan 운전시 그 흡입력에 의해 Door가 급히 닫힐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⑤ 계단 이동중 발목 부상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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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중 갑판원이 빨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부주의로 발을 접질렀는데, 시
간이 지나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입항후 진료결과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
[사고 원인]
○ 항해 중에는 항상 선박이 동요하는데 계단을 사용중에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이동
하였다.

⑥ F.O. 비산에 의한 화상
[사고 내용]
○ 2기사가 No.2 F.O. Heater 출구 온도계가 불량하여 신환작업을 하기 위해 온도
계 포켓을 취외 도중 내부 잔압에 의해 F.O.가 비산하면서 얼굴과 손목에 2도 화
상을 입혔다.
[사고 원인]
○ 온도계만 취외하여 신환하면 되나 실수로 포켓을 취외하였다.
○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⑦ Grab 신환 작업중 부상
[사고 내용]
○ 정박지에서 Grab 신환 작업중 갑작스런 선체동요로 Grab이 스윙하면서 작업중인
필리핀 갑판원이 Grab과 Crane post 사이에 끼여 상복부와 Grab이 부딪혀 팔,
대퇴부, 요추 다발성 골절 및 장기 내부출혈이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
○ 고위험성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위험성 평가가 부족하였고, 잘못된 위치
에서 작업하였다.

⑧ Lifeboat 점검중 안면 부상
[사고 내용]
○ 2기사가 Rescue boat davit test중 Hoisting wire drum 점검차 수동핸들로
점검 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1항사가 Remote control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동시에 2기사가 Limit switch를 눌러 모터가 회전하면서 수동핸들이 2기사의 안
면을 강타하였다.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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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

⑨ 화물창 내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망
[사고 내용]
○ 인도네시아 Balik Papan에서 석탄 선적을 완료하고 Hatch coaming air blowing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Air blowing용 노즐을 꺼내기 위해 미얀마인 갑판장과 갑
판원이 화물창으로 진입하였다가 산소부족으로 갑판원이 사망하였다.
[사고 원인]
○ Hatch cover가 열려 있으면 산소부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에어노즐만 가지
고 나오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여 1항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밀폐구역내로 진입하
였다.

❙참고 문헌
Management of Change – ISO 9001

352

3. 비상시의 대응 절차

3 비상시의 대응 절차

3.1 비상대응을 위한 선장의 의무
〇 선장은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 선사별 비상대응절차서 등에 제시된 직무와 권한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출항 전에 선체의 상태, 화물의 적재상황, 평형수, 항해장비 작동여부, 인
원, 연료 등 안전항해와 관련된 모든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아야 한
다. 불가피하게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악화 지역을 피해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자신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과 유사한 종류의 선박이 관련된 해양사고의 특
징과 사고유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선박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분 또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〇 선장은 자신이 운항하는 선박의 복원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심
각성을 검토하고 회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선사에 알려 조기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비상상황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
여야 한다. 퇴선 시에는 모든 승객 및 선원의 안전한 대피를 조치하고 승객 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퇴선하여
야 한다.
〇 특히 여객선의 경우 다수의 승객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승객의 생명보호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〇 선장 및 선원은 승객의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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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은 사고발생시 현재의 상황, 상황의 지속성 및 악화 가능성, 악화시 대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판단하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어 대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
속하게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3.2 비상상황의 판단
정의
충돌, 좌초 등 사고의 발생 유무
와 관계없이 선체 침수발생, 선체

단계
비상상황의 정도가 경미한 단계로 선박
1단계

단계

횡ㆍ종경사 발생, 건현이 줄어드
는 현상 및 화재ㆍ폭발 시 안전
심각성

한 대피장소의 제한 등과 같이

의 복원성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상상황의 정도가 심각한 단계로
2단계

발생된 비상상황이 현재 또는 일

선박의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계

정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위협
하거나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비상상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단
3단계

정도

단계

1단계
현재 발생된 비상상황으로 인하
여 선박의 복원성, 또는 승객과
급박성

선원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시

계로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전개가 유지 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단계
상황전개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어

2단계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
화될 수 있는 단계

간적으로 빠르게 진행 또는 악화

상황전개가 매우 빨리 전개되어 즉

되는 정도
3단계

시 대응하지 않으면 급격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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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상상황 발생시 고려사항
1) 기상요건
〇 황천항해는 해양사고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 요인이며
비상시 퇴선 여건(높은 파도, 선체 경사 등)도 까다로움을 인식하고 사고의 심각성
과 급박성을 미리 예측하여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〇 황천항해 중 높은 파도에 의한 충격 또는 상갑판 개구부로의 해수유입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의
현상은 심각성과 급박성이 아주 높은 상황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높은 경우이다.
• 일반 개구부 또는 수밀개구부, 풍우밀개구부로 해수 유입
• 충격으로 인한 화물창 덮개(해치 커버) 탈락 또는 파손으로 침수
• 선박(특히, 유지관리 부실 및 노후 선박)의 균열 등 손상발생으로 침수
• 중량화물 이동(종ㆍ횡방향)으로 인한 선체 손상으로 침수
• 황천항해 중 항해술(Heave to 항법 등)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전복
〇 황천항해 시 침수가 발생한 경우는 선체의 횡ㆍ종요와 높은 파도 등으로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파도와 함께 침수가 확대되
어 급격한 선체 침몰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상상
황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화물 요건
〇 침몰사고의 절반 이상이 철광석, 철재 등 중량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차지하고 있으
므로 특히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급격한 침몰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〇 선박에 중량화물을 적재할 경우 선체의 종강도 또는 국부응력 등이 다른 화물을
적재할 때보다 크게 작용하여 급격한 선체손상으로 침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황판단 시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〇 기상악화 등 기타 여러 이유로 일정 기울기 이상의 횡경사가 발생하면 화물의 종
류 및 고박정도 등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종종 예상
보다 더 빠르게 이동되어 선체의 경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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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중량화물을 적재할 경우 화물창 내에 빈 공간이 많아 손상 등으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되는 해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침몰사고에 취약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〇 IMSBC Code에 따라 A그룹의 고체산적화물(철광석 등)을 적재한 경우 적재된 화
물의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화물이 보유한 자체 수분으로 인한
액상화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액상화된 철광석은 선체 경사 및 전복 등
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선령 요건
〇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이 침몰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령이 오래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항상 주의 깊게 선체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
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선사에 검사 또는 수리 등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야 한다.
〇 선박은 적절한 유지보수와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도 선령이 오래될수록 선체의
두께 감소, 부식 및 재질의 피로 누적 등으로 선체 주요부재의 강도가 크게 감소될
수 있다.
〇 선령이 오래된 선박에서 선체 파공이나 균열 등으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부
재의 강도 약화로 침수확대 등과 같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야 한다.

4) 침몰시간 요건
〇 선박침몰은 선체 손상이나 갑판 개구부 등을 통해 선체 침수가 발생하고 추가로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이 상실되어야 하며 부력상실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〇 침몰에 이르는 시간은 해수의 유입량에 따라 결정되며, 해수의 유입량은 손상된 선
체 부위의 크기나 수밀성이 손상된 갑판 개구부의 크기, 내부격벽의 수밀성 및 연
쇄적 파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〇 침몰사례에 따르면 사고 유형에 따라 침수에서 침몰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
요되나 초기 침수가 발생한 후 내부격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추가로 손상이 발생
하거나, 선체가 연쇄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어 급격히 침몰되는 사례도 있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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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〇 선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상상태, 적재화물, 선체에 대
한 유지관리 및 수리의 적정성, 평상시 선체의 복원성 및 운항시의 상태 그리고 개
구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몰시기를 예측하고 즉각적인 퇴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4 비상단계별 대처방안
단계

상황

대처 방안
① 이 상황에서는 손상 부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

현재의 상황이 인명피

며 지속적인 손상 부위 모니터링을 통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

해를 야기할 정도로

는 추가 손상 확대에 대비

심각하지 않으며, 대

② 특히 여객선과 중량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은 이 단계에서도 방

Yellow

응이 가능하거나 대응

심하지 말고 매뉴얼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계속 상황을 판단

단계

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만 상당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하는 상황

③ 선사의 비상대응절차서에 따라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
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필요시 선박검사기관에 긴급응답서비스(ERS: Emergency
Response Service) 요청

현재 상황이 심각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즉시 퇴선
해야 될 정도의 급박
Red

한 상황은 아니나 상

단계

황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만일
의 사태에 신속히 대
비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① 선장은 승객 및 선원들을 신속히 비상소집장소로 이동 조치시
키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시행
② 비상소집과 동시에 사고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원상회복 또는
상황유지를 위해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③ 선장은 선사 및 주변 선박 등에 비상상황을 조기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구조 신호를 송신할 필요성이 있으면 주저하
지 말고 신속히 구조요청
④ 필요시 선박검사기관에 긴급응답서비스(ERS) 요청
⑤ RED 단계는 유사시 퇴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장은
필요시 즉시 퇴선할 수 있도록 퇴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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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즉시 퇴선 지시를 해야 한다.
② 선장은 선사의 비상대응절차서의 해당 내용에 따라 퇴선에 필
요한 조치 실시
③ 선장은 퇴선 전 긴급구조신호를 송신하는 등 승객 및 선원들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④ 조난신호 송신 및 회사 또는 해상구조협력센터(MRCC)에 긴
승객 및 선원들의 생

급구조 요청(VHF, MF/HF, INMARSAT-C, EPIRB 등)

Black

명이 매우 위태로워지

⑤ 선장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퇴선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또

단계

는 상황으로 즉시 퇴
선해야 하는 상황

는 승객들의 무질서와 혼잡 상황을 적절히 통제
⑥ 여객선의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부상자, 장애인 등 위급상
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승객을 우선적으로
퇴선
⑦ 선장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퇴선한 것을 확인하고 가
장 마지막에 퇴선
⑧ 퇴선 후 선장은 리더십을 통해 선원(승객)의 정신력을 독려
하고 구조를 대기

3.5 퇴선 시 고려사항
1) 일반원칙
〇 해상직원이 자신들의 터전인 선박을 버리고 퇴선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
한다. 해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명정은 본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가능하면 퇴선
시기를 늦추고 더 이상 본선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선장은 퇴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〇 퇴선의 원인이 화재에 의한 것이든, 기상에 의한 것이든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해
상직원은 누구나 자신이 해상근무를 마칠 때 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최후의 수
단으로 생존을 위한 조치인 퇴선을 해야 한다.
〇 퇴선은 전적으로 선장이 현장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은 존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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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선장은 선사나 기타 외부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으나 현장에 있는 본
인이 적극적으로 퇴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〇 퇴선결정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선장은 심각한 상황에서 망설이다가 퇴선시
기가 지연될 경우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〇 퇴선이 필요할 것 같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퇴선을 늦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
〇 퇴선에는 집단퇴선과 개별퇴선이 있다. 집단퇴선은 선장 또는 지휘자의 지휘 하에
구명정에 타고 내리거나, 구명벌 등을 내린 후에 Boat deck에 설치되어 있는 하
선용 Rope ladder를 이용하여 퇴선하는 방식이다.
〇 개별퇴선은 시간이 촉박하거나 집단퇴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
에 의해 행하여지는 퇴선이므로 퇴선시의 장소(높이)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신체
적 손상없이 입수할 수 있는 높이의 위치이여야 한다.
〇 여객선의 퇴선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평소 선장은 승객의 탈출에 소요되는 시
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퇴선결정 때에는 탈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〇 퇴선이 결정되면 선사의 비상대응절차서에 따라 신속히 퇴선을 시행한다. 다만, 상
황이 긴박하여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탈출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하
여야 한다.
〇 퇴선은 탈출완료 요구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〇 필요시 선장은 보다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육상의 선박 안전ㆍ운항
관리 담당자의 조언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판
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선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례 4-19 조난중 본선에 남아 있다가 구조
지금부터 10수년전 CJ호라는 배가 울산에서 중질유를 적재하고 인천으로 향하던 중
맹골수도 통과시점에 짙은 안개로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고 있었다. 수영이 가능한 자들
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섬으로 가던 중 배에서 흘러 나온 기름에 덮여 사망하였으
나 수영에 자신이 없는 몇 사람은 마스트의 Cross tree에 올라가 있던 중 수심이 그다
지 깊지 않은 곳에 선체가 선저에 닿아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아 무사히 구조된 사례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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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선결정 시 고려사항
(1) 침몰ㆍ전복 등에 소요되는 시간
〇 침몰ㆍ전복 등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수밀문 등의 폐쇄여부 및
관리상황, 선박의 구조, 적재화물의 종류 및 고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
장은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〇 비정상적 선체경사가 발생하더라도 수밀문, 통풍구, 램프 등 침수가 발생할 수 있
는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침몰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침몰이 일어나지 않
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빠르게
침몰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한다.
〇 상황이 급박함에도 퇴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모든 승객들이 탈출하기 전에 선
박이 급격하게 경사 또는 침몰되어 탈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야 한다.

(2) 구명설비 작동 조건
〇 비상소집 또는 퇴선을 고려할 때에는 구명정ㆍ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작동 가능성
여부 및 작동준비 시간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선체 기울기에 따라서 구명설비 작
동이 어렵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〇 선체가 침수되고 기울어지고 있어 퇴선준비를 하였지만 퇴선시점을 결정하지 못
하고 머뭇거리다가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져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이용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〇 폭풍과 같이 해상날씨가 좋지 않아 파도가 높을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이 견디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〇 일반적으로 구명정이 구명뗏목보다 해상에서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선체경
사 등으로 구명정을 진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구명뗏목을
활용한다.
〇 구명정을 진수하여 퇴선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구명뗏목을 해상
에 투하해 둔다.

(3) 해상 날씨 등 기상여건
〇 퇴선 후 탈출 승객 및 선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온, 파도 등의 기상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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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〇 겨울철과 같이 해수온도가 낮은 바닷물 속에서 구명조끼로 견디어야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체온증에 노출되
지 않도록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〇 불가피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겨울철에 바다로 탈출해야 한다면 구조될 수 있
는 시간을 감안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선박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
다. 이 경우에도 유사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방수복을 입거나 옷을 여
러 겹 입고 대기하여야 한다.
〇 황천시에는 비상탈출에 이용할 구명설비가 퇴선 후 선원과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
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〇 어두운 야간에 퇴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선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구조가능 시간 및 당해 선박의 위치(원양 또는 연안)
〇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박 유무(인근에 항해 중인 선박 등) 및 구조선박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〇 인근에 항해 중인 선박 또는 어로작업 중인 선박 등이 있을 경우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퇴선을 실시하는 것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다.
〇 태풍, 높은 파도 등 해상날씨가 구조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악조건인 경우에는 수
시간 이내에 구조선박이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〇 연안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에 선박이 없더라도 폭풍 등으로 구조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악조건이 아니라면 육지에서 신속히 구조선이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상황이 급박함에도 구조선박을 기다린다고 퇴선을 미룰 필요는 없다.
〇 일반적으로 구조선박보다는 구조헬기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나 헬기로는 구조할
수 있는 인원에 한정이 있으므로 육상과의 거리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
다면 헬기로 구조한 승객 및 선원들을 인근 선박으로 이송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
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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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상대응 훈련
1) 목적
〇 Education pays(교육을 받아도 밑질 것 없다. 교육은 그 가치를 한다)란 말처럼
교육만큼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없기에 사람을 계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선내교육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능률적인 작업
을 위해, 또 화재나 퇴선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
하는 해상직원에게는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〇 따라서 선장은 자주 선내 교육과 훈련을 실시 해야한다. 요즘처럼 다국적 선원이
혼승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사례 4-20 동양인 선장과 유럽 선장의 교육훈련 자세
선박에서 Oil major 검사나 PSC 검사를 할 때, SOLAS 협약이나 각종 규정에서 요
구하는 선내훈련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선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럽 선장(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
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실제로 거의 실시했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거짓으로 했다
고 기록한 것을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선장들과 승선하였을 때는 실제로
는 훈련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기록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Major 검사를 받을 때 유럽 검사관들은 훈련을 하지 않고 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 못한다. 이는 High risk로 간주된다.

2) 교육훈련 주관자
〇 모든 선내 교육훈련은 선장이 총괄한다,
〇 단, 교육훈련의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훈련 시행은 선장이 주관자를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3) 교육훈련 계획
〇 선장은 연간 선내 교육훈련 계획표를 기준으로 항차별 또는 월별 교육훈련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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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여 이를 선내에 게시하며, 가능한 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4) 검증 및 기록
〇 선장은 아래의 선내 훈련 및 교육에 의하여 시행한 선내 교육훈련의 시행결과를
기록 유지, 그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 후 서명한다.
〇 선장은 선내 훈련 및 안전교육시간에 추가 훈련/교육의 필요성을 식별하여 Deck
log book에 기록하며, 미흡한 승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훈련/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Deck log book에 기록한다.

5) 선내 교육 훈련의 종류
(1) 안전교육
작업 유형

안전교육 내용

갑판작업

Hatch 개폐, Hold cleaning, 고소작업의 Painting, 갑판정비 작업, 하역
기기 작동과 운용

접이안 작업

Windlass 사용, Mooring line handling, Tug line handling

하역작업

일반화물선: 하역장비
탱커: 하역용 Hose connection
중량물운반선: Heavy derrick의 준비 및 운용

화재방지

특수선: 하역작업, Tank cleaning
기관실 작업: 철판의 절단이나 용접작업 같은 Hot work

(2) 선내훈련
〇 훈련은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머뭇거리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이 즉각적으로 대처
해야 하므로 잦은 훈련을 통해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전선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군인들은 기계적이고 본능적인 동작을 위해 고
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해상 또한 이에 준하는 정신무장과 훈련을 해야 한다.

사례 4-21 Life boat 훈련중 보트 손상
2019. 12. 8. 본선은 미국 롱비치항에서 접안 전 전선원이 구명보트 진수훈련을 실
시하였는데, 당시 본선 상태는 롱비치항 입항조건에 맞추기 위해 흘수를 최소화(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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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선상태였고, 수면에서 보트데크까지 높이는 약 16.4m였다.
훈련을 위해 먼저 진수시켰던 구명정(Life boat)이 정박지에 투묘중 대형선박들의 이
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스웰로 구명정이 요동치면서 선박의 타(Rudder)에 3~4차례
부딪혀 구명정 선미측 내외부가 손상되고 Rudder와 Rudder supporter, 프로펠러와
Propeller guard가 손상되었다.
이 사고로 선박의 운항손실은 없었으나 롱비치에서 구명정을 수리할 수 없어 양현에
25인승 구명뗏목(Life raft) 2대를 추가로 비치하는 조건으로 기국과 선급의 임시증서
를 받고 항해 후 일본에 입항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
선장은 구명정 훈련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조건을 조율하여야 하고, 훈련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여야 하며, 교육주기 도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확보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훈련
〇 속담에 배는 물보다 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선상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〇 따라서 소화기의 사용방법, 소화전의 위치, Fire hose 연결, 비상소화 펌프의 작
동, 기관실의 대형화재시 승무원 대피와 CO2 room의 소화기 작동방법 및 작동
전 기관실 퇴실 확인, 작동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〇 선박은 승무원의 교체로 인해 잦으므로 매달 훈련이 절실하다.

(4) 익수자 구조훈련
〇 선박이 대양항해중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자가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하는 경우
가 가끔씩 발생하며 침로 변경없이 속항했다면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으로는
배마다 선교에 부착되어있는 William΄s turn 방식을 이용한다.
〇 기상이 좋은 날 낮에는 배의 항적이 오랫동안 남아있어 그 길을 따라 가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선장은 항해중 이 William΄s turn을 실제적으로 시행해 보고,
구명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익수자 구조훈련도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사례 4-22 조난선 부유물 회수중 익사사고
수년전 광탄선 D.H호가 열대지방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했고 주위에 있던 같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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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조난현장에 가서 부유물을 건지던 중 선원이 바다에 추락했으나 구조하지 못한
2차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다.

(5) 퇴선훈련
〇 주로 화재진압훈련을 마치고 나서 퇴선훈련을 하게되는 데 Muster station에 집
합, 인원수 확인, 퇴선시 복장, 준비물, 구명정의 Launching요령, 동작부위 점검
및 충분한 정비를 확인한다. 정박중에 실시할 경우는 구명정을 수면상까지 내리
는 것도 실시한다.
〇 팽창식 Life raft역시 Releasing hook의 점검도 해야 한다.
〇 최근 초대형선의 선체절단으로 기인하는 침몰사고는 분초를 다투는 순식간에 일
어나므로 퇴선을 위한 모든 준비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사례 4-23 조기 퇴선으로 인한 승객 사망
수년전 부산-제주 간 여객선이 항해중 선수 Ramp가 열려 약간의 침수가 있었고 선
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구조를 요청하자 주위에 항해 중이던 선박이 접근해 왔다. 선장
은 수영이 가능한 젊은이들에게 헤엄쳐서 건너가도록 하였으나 파도가 커서 여러 명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기상은 좋아지고 선체도 더 이상 기울지 않아 별 문제
없이 행해를 계속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사례가 있었다.
여객선은 구획이 많은 선박으로서 쉽게 침몰하지 않는 선체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과 1차적으로 안전한 Life boat는 자선이라는 사실을 본선 선장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사고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한 나머지 무모하게 퇴선을 하도록 했다
가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되고 있다.

❙참고 문헌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해양수산부, 2019.

365

선장 실무 지침

4 위생 관리

4.1 개인위생
〇 개인위생은 개인에 관련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말하며, 식중독부터 바이러스에 의
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신체의 청결, 손을 늘 씻는 것,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위생이 좋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 의해 질병의 원
인이 되는 미생물로 인하여 교차 오염될 수 있다.

4.2 건강관리
〇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함으로써 선원의 조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한다.
〇 건강검진은 국제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 검진항목을 충족하고 적어도
2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〇 선원이 승선시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간이
만료될 경우 차기 기항지에서 유효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거나 교대를 하도록 조
처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진단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〇 만약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항로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유예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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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은 기국 또는 항만국 검사관의 요청 시 상기 기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3 전염병 창궐지역 기항시 주의사항
〇 선장은 선원들이 승선중 중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열대지
역 기항시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 말라리아 감염지역 기항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예방약 및 치료약을 관
련정보에 의해 복용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 음용수는 반드시 끓인 것을 음용해야 한다.
• 전염병 창궐지역 내에서 생선회, 과일 등 날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 손, 발 등을 청결히 유지하고 개인보건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상륙은 선장의 감독아래 행해져야 한다.

사례 4-24 항해중 말라리아 환자 발생
Panamax인 본선은 인천을 출항 호주의 북동부 Gladston에서 석탄 5만여톤을 적재
하고 호주 남부를 돌아 Belgium의 Gant항까지 장장 48일간의 항해를 시작하였다. 출
항 후 3등기관사가 열이 심하게 나서 감기약과 해열제등을 투약했으나 12시간이 지나
면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배는 어느덧 호주 남부 Albany항 근처 가까이 왔다. 이제부터
는 더 항해를 할 경우 후송을 위해서는 되돌아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본사에
환자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통보하니 Albany항으로 이로(離路), 환자후송을 지시하
였다. 이에 따라 환자를 후송하고 속항 3일 후 대리점으로부터 병명이 말라리아라는 통
보를 받고 책자를 보니 병균 잠복기가 대략 2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통신장으로 하
여금 병명을 비밀에 부치도록 하였다. 약 보름 후 선내 교육시간에 3기사의 병명을 이
야기 하였더니 선원 몇 명이 열이 난다고하기에 이제는 잠복기가 지나 모두 신경성 꾀
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최근 선원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아프리카 등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하는 항구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미리 본선에 선내의약품으로 ‘말
라리아 예방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항예정 약 1주일 전부터 선원들에게 복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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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불기항선으로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선내의약품으로 충분한 용량의
‘말라리아 예방약’을 항상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4.4 선내 위생관리
1) 위생 일반
〇 식품을 관리하는 모든 인원은 신체뿐만 아니라 복장의 청결 유지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식품 준비 또는 배식 시설 지역에서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〇 멸균 비누, 손톱 문지르기 및 일회용 타월이 갖추어진 세수 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이들은 빈번히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조리하지 않은 식품을 취급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에는 반드시 멸균비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〇 식품이나 물로 전염될 수 있는 질환에 걸린 사람은 일체 조리 시설이나 배식 시설
에는 접근할 수 없다. 조리 요원 중 누구라도 특정 증세(설사, 구토, 반점 및 발진
등)를 보이는 질환에 걸렸을 때는 즉시 선장과 상의하여 업무를 계속 시킬 것인가
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〇 자상(刺傷)은 크거나 작은 것이건 간에 구급약품을 사용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외
부 자상, 작은 화상 또는 찰과상은 적절한 색깔과 방수가 되는 Dressing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부패성 자상, 상처 또는 화상을 입은 사람은 조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손 위생
〇 사람의 손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세균이 존재하여 식품을 다루는 과
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〇 따라서 조리 종사원은 손톱을 항상 짧게 다듬고 반지와 시계 등을 착용하지 않아
야한다. 또한 조리를 시작하기 전 손가락에 상처나 화농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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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장 위생
〇 조리 업무 승무원의 경우 깨끗한 위생복, 위생 모, 앞치마 착용을 준수해야 하며,
위생복은 조리 작업용과 배식용, 청소용으로 구별하여 착용하고 옷에 뭍은 먼지나
이물질, 세균 등이 식재료나 식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개인침실 위생관리
〇 개인침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기타 비위생적이거나, 위험물질을 침
실 안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〇 침실에서 해충이나, 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담당 사관에게 알리고, 소독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5 주방 위생
1) 일반
〇 주방 전역 특히 음식을 장만하는 구역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바닥, 특
히 타일 바닥의 손상은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모든 표면, 요리기구, 도자기류
및 식기 들은 사용 후 완전히 세척하고 올바르게 보관하여야 한다.
〇 주방은 환기 장치가 있어 연기, 스팀, 기타 냄새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창
격자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기름이나 그리스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〇 사관이나 승무원들이 사용하도록 별도로 조리실(Pantry)이 구비된 선박은, 이 시
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
다. 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 시설을 철거시킬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밀봉되는 뚜껑을 가진 폐기물 통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때에 비워져야 한다.
〇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음식을 조리
할 때는 충분히 그리고 골고루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면 식품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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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일어날 수 있다.

2) 조리 작업 중 위생적인 행동
〇 조리 중에는 흡연, 껌 씹기,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조리 중 옆 사람과 잡담을 금
지한다.

3) 식재료 별 위생적 취급
〇 육류, 어패류, 가금류의 경우 가열 처리를 통해 유해 미생물을 없앨 수 있으나 채
소류 및 가공식품은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취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른 식재료에 있었던 오염물질의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재료 별로 구분하여 취
급하는 것이 좋다.
〇 조리하지 않은 육류나 기타 식품과 섞여 오염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도
마와 조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조리하지 않은 육류용 나이프 등의 기
구도 별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색깔 표시 등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한 일이다.
〇 비 가열 조리식품은 익히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미생물을 없앨 수 있
는 충분한 세척과 소독작업이 필요하며, 보관 시에도 미생물 증식에 주의한다. 채
소 및 과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로 이물질 제거를 하고 필요한 경우 세척제를 사
용하도록 한다. 식품과 식기류의 취급은 모두 바닥에서 60cm 이상의 위치에서 작
업하도록 한다.
〇 냉동식품이 해동되지 않으면 조리시간이 길어지고, 식품 외부만 익고 내부는 잘 익
지 않기 때문에 유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공정 별 시간 초과 시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또한 해동된 식품은 해동 완료 후 24시간 이내 사용하고, 해동
후에는 유해 미생물 증식이 쉬우므로 재 냉동을 금지한다.

냉동식품의 해동

냉장고 해동: 10℃ 이하 냉장고에 72시간 이내 실시(해동중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핏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수 해동: 21℃ 이하 흐르는 물에서 2시간 이내 실시(내용물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해동함)

전자레인지 해동: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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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주부식)의 질 관리
〇 선박에서 장기간 보관된 부식의 경우 적정 온도/습도가 유지되지 않거나, 유효 기
간이 지난 음식물을 섭취하여 식중독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
적으로 주부식 위원회 개최 및 주부식 재고 조사를 통해 부식의 상태 확인 및 유효
기간이 지난 부식, 오염된 부식의 경우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냉동, 냉장 식
품의 경우 해동 등 적절한 조리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〇 여러 항구에 기항 시 질이 낮은 주부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부식
수급 시 철저한 검수를 시행하고, 가능한 주부식을 신뢰할 수 있는 항구에서 수급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부식의 보급 상태를 고려하여 차기 보급 업체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질이 낮은 주부식 보급으로 인해 선원이 각종 질병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5) 선원을 위한 식생활 지침
〇 선박에서는 보관, 관리하기 쉬운 육류 등의 제공이 용이하여 신선 식품 및 채소류
의 섭취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선내 조리장(원)은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섭
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선장이 유심히 감독할 필수사항이다.
〇 특히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주기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〇 고혈압 등의 성인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
하다.(세계보건기구 권장 나트륨 섭취량: 1일 200~500mg)

6) 세척 및 살균ㆍ소독
〇 세척 및 살균ㆍ소독은 유해 미생물이 작업대 표면이나 조리 기구에 의해 식품에
전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열하지 않은 육류, 가금류 등은 취급 후 세척하고
살균ㆍ소독을 반드시 시행한다.
〇 조리 기구의 세척 및 살균ㆍ소독이 불완전하게 되면 2차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
인이 되므로 작업 중 조리 기구(칼, 도마 등) 및 조리 도구 세척 및 살균ㆍ소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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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충, 방서
〇 해충(파리, 나방, 바퀴벌레, 개미 등)과 설취류(쥐)는 식재료 등을 통해 조리장으로
들어 올 수 있으므로 식재료 검수 시 갉아 먹거나 벌레의 흔적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한다.

8) 음식폐기물 처리
〇 음식물 폐기물은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고 식품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해야 한다. 주
방 폐기물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선내 지정 폐기물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폐기물장에서 폐기물은 완전히 분류되어야 한다.
〇 쓰레기 관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파리, 해충 등을 유인할 수 있고 악취나 오물이 작
업장과 홀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 일반쓰레기
통으로 분리하여 사용한다. 용량은 2/3이상 채워지지 않도록 수시로 비워야 한다.

4.6 선내 보건수칙
〇 모든 선원은 선내보건과 관련하여 의료관리자(통상 3/0)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〇 작업별 보호장구(방진마스크, 귀마개 등)를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조속한 응급처치
를 위한 의약품을 작업장소 부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례 4-25 선내 치료거부로 상처가 악화되어 상병 하선
본선은 일본인 사관(9명)과 한국인 부원(16명)으로 구성된 광유겸용선으로 운항회사
의 특수한 사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약 2개월간 대기하다가 브라질 광석을 적재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항해중 기관원의 엄지발가락에 생긴 염증을 잘못 처치하여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을 잘
못잘 정도였는데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기관원은 그래도 당직을 고집하였고, 선
내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초기치료 시기를 놓쳐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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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바람에 본선은 선적항 투바라오에 입항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가 하선치
료가 필요하다고 권하여 기관원은 울면서 투바라오에서 하선하게 되었다.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한국회사의 고용계약에서 선내에서 발병할 경우 다음 승
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선내치료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치료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후 선장은 위생담당자인 3항사에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선내에 비치된
의학도서로 지식을 갖추게 하며, 필요시 육상으로부터 조기에 도움을 받는 위생관리제
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경우는 본선이 긴급입항을 하지 않아 영업상의 손실은 없으나 만약 선내상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긴급입항이 발생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 선원들은 유념하여 개인 상병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4.7 공동 구역 위생
1) 공용 세탁기 사용
〇 옷을 세탁하는 세탁기는 항상 물기가 있고, 섬유 및 세제 찌꺼기가 붙어 있어서 세
균이 번식하기가 쉽다. 세탁 후에는 세탁기 뚜껑을 열어 놓아 곰팡이 발생을 억제
시키고, 세제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2) 외부 작업자의 출입
〇 외부작업자 선내 출입 시 선내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고, 질병 감염의 위험이 있으
므로 외부작업자 출입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의 업무 및 지정 화장실 등을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COVID19, 메르스, 독감 등 감염 지역 기항 시는 외부인
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 시 체온 측정 등을 통해 선내 출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3) 사관/부원 식당 위생 관리
〇 최근 각종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등 전염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식탁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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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내 식당 내 식탁은 살균ㆍ소독한 행주로만 청소하고, 젖은 행주 사용 후 반드시
마른 행주를 사용하여 건조시켜 준다.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하
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식탁은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 시 테이
블 매트를 선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장의 정리 정돈
〇 작업장의 정리ㆍ정돈 상태가 불량하면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도 초래하기
쉬우므로, 창고 및 공작실은 항상 청결하고 잘 정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〇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바닥에 고인 분진이 비산하여 분진의 농도가 높아
지게 되고, 또한 세척제나 신나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대나 바닥에 흐른 유
기 용제가 증발하여 중독되기 쉬우며 인화성 용제의 경우에는 화재를 일으킨다.
〇 특히 유해,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특히 중요하며,
유해가스,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정리ㆍ정돈, 청소상태가 좋지 않으면
착각이나 오 조작, 용기의 전도, 파손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유출ㆍ증발하여 화재
ㆍ폭발 등 중대한 사고와 재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5) 화장실 위생
〇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화장지, 비누 등이 충분히 비치
되어 있어야 한다.

4.8 선박의 수질관리
〇 수은 중독, 방사능 물질,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
라, 급성 위장염, A형 간염, 폴리오 등이 수질오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인 감염성 질환이다.
〇 선박에서는 청수를 수급 받아 조리용으로 사용하므로 수급 받은 청수의 오염에 따
라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식수 및 잡용수를 구분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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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용의 경우 반드시 끓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본선에서는 오존 정수기 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〇 청수 탱크의 클리닝을 주기적(6개월)으로 하여 침전물과 녹을 완전히 제거, 소제하
여야 하며, 청수 라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공급되어 조리용 식수로 부적합 하거
나 녹물로 된 청수로 샤워 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부 부식인 경우 선
내 자체 라인 신환, 본선 신환 불가할 경우 입거 수리 중 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〇 청수탱크의 청소나 소독을 한 경우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9 쓰레기 처리
〇 쓰레기는 선내 지정된 장소에 버리게 하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음
식물 쓰레기의 경우 부패ㆍ변질이 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적합한 보관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〇 인체,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인 석면, 수은, 형광등, 배터리,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등은 장기간 노출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해한 폐기물은 반드시
격리 보관 및 커버가 있는 보관함을 사용하고 육상 하륙 가능한 항구에서 양륙할
수 있도록 한다.

4.10 의약품 관리
1) 일반
〇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요 항로, 회사의 보급 방침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보급되고 있다. 의약품은 성분에 따라 용법과 효능들이 다
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이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소화
제, 영양제 등의 일반 의약품과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수면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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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문 의약품이 공존하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의
료 관리자가 승선한 선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〇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를 포함하여
선내 의약품 관리 실무책임이 있다.
〇 병원문은 항해 중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며, 의료함(Medical
chest)은 잠긴(Lock) 상태를 유지한다. 단, 도난 등이 예상되는 특정항구 입항 중
에는 병원문을 닫을 수 있다.
〇 병원에는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의료편람)’을 보관해야 한다.
〇 주사약류, 항생제 및 독극물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의 사용은 선
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〇 의료관리자는 필수 의료기구중 혈압계, 청진기, 체온계(오차 포함)의 작동 및 외관
검사를 매 3개월마다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회사에 재청구해야 한다.
〇 의약품을 사용시에는 선원의료일지에 기재해야하고 선장은 사용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〇 의약품은 매 3개월 간격으로 재고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부족
분을 청구한다.
〇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 상자를 병원, Galley와 기관실에 보관해야한
다. 단, 구급약 행낭 내에는 요오드, 탈지면, 가위, 핀셋, 삼각건(4), 붕대, 반창고
등의 구급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〇 구서제, 살충제, 클로르칼키 등 건강장해 상용위험물은 분리하여 병원 이외의 장소
에 잠금 조치하여 보관한다.
〇 의약품의 용법, 용량 및 취급은 첨부된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〇 의료관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는 의료폐기물기록부에 기록
하여 별도 관리하며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의약품을 처분하고 처분내용을
기록에 남긴다.

2) 선내 의약품 관리
〇 선박의 의료 관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재고량, 소모량 및 유효기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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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직책, 성명, 증상, 혈압, 맥
박, 체온 및 처방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〇 진통제, 신경 안정제, 항히스타민제, 기침 및 감기약, 수면제, 카페인 성분이 포함
된 자양 강장제등은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며 선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의약품 사용방법 숙지
〇 의료관리자는 의약품에 대한 효능, 효과, 투여 방법, 부작용 등 본선에 공급된 의
약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사용법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육상에 관련 사항을 요청토록 한다.
〇 또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반드시 유통기한 지난 약품의 경우 별도로 보
관하고, 육상 양륙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4) 의료기기 위생상태 점검
〇 본선에 비치된 의료기기의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
드시 의료 기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4-26 선내 의약품/항생제 관리 부실로 인한 의약품 사고
본선(G/T 14,000톤 급)이 극동지역과 미국서부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가 국내항만에
서 화물이 수배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미국동부로 향하는 합판을 싣게 되었다. 자카르
타에서 마지막 화물을 싣고는 싱가포르 외항서 Bunker와 선용품(의약품 포함), 주ㆍ부
식을 싣고서 태평양과 Panama canal을 경유하여 미국동부로 향하고 있었다.
싱가포르를 출항하고 나서 약 5일이 지난 날 오전 선장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약
9시 경에 선교에 올라가서 3항사를 보니 얼굴이 벌겋게 되어 있고, 입술도 많이 부풀어
있었고 귀도 벌겋게 되어 있어서 선장이 3항사에게 알러지(Allergy)가 있는지 질문했으
나 없다고 하기에 지켜보기로 하였다. 이후 증세가 심상치 않아서 ‘해양병원’으로 전보
를 보내면서 증세를 이야기 했더니만, ‘알러지 증세’가 아니면 ‘매독 3기’ 증상에서 일어
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3등항해사를 저녁당직에서 쉬게 하고 선장이 3항사 당직을 대신 서고 있는 데,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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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수가 3항사가 무슨 약을 먹는 것 같다고 해서 3항사에게 추궁한 결과, 인도네시아 항
구에서 한 유곽에 갔는데 며칠 지나서 이상현상이 생겨 싱가포르항에서 선용품으로 보
급받은 선내비품약을 임의로 먹었다고 실토를 하였다.
선장은 곧바로 ‘항히스타민 주사약’을 주사하자 곧바로 치료가 되었다. 만약 그때 당
직 타수가 선장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당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선
박을 하와이항에 임시로 기항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었다.
선내의약품은 3항사가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지만, 항생제 계통이나 수면제등 향
정신성 의약품은 선장의 관리하에 보관되어 있어야하는 데, 선장이 당해 항차 싱가포르
에서 긴급히 보급된 의약품을 관리담당 사관인 3항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몰랐던 것
은 선장의 관리부실이라고 생각되었다. 이후에는 그러한 종류의 의약품은 철저히 관리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였다

4.11 유해한 해충의 관리
〇 바퀴벌레나 쥐, 파리 등의 각종 해충은 식품을 손상시키고 덧붙여 이들은 각종 설
사병 등을 퍼뜨리기까지 한다. 이들 해충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이나 폐기물
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일정 용기에 저장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버린다.
〇 본선 정박시 반드시 Mooring line에 Rat guard를 설치하고, 선내 순찰 혹은 선
내 위생 점검시 본선에 쥐의 침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쥐덫 설치 및 선내 소독
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〇 모기로 인한 전염병으로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일본뇌염, 뎅기열 등이 있다. 해
당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입항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선내 방충활동을 철저
히 하고 당직자 외 외부활동을 자제한다.
〇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충 박멸이 어려우면 이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는 전문
구충회사의 파견을 수배해야 한다.

378

4. 위생 관리

4.12 성병
〇 성병(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은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으로 전파되며, 대부분의 성병은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은 약 70%에서 증상이 없을 수 있
다. 하지만 성병은 증상이 있든 없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어 심각한 합병증
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요 증상으로는 요도 분비물, 성기궤양, 서혜부 부
종, 음낭 부종, 질 분비물, 하복부 통증 등이다.
〇 최우선적 예방은 다른 사람과의 성 접촉을 금하는 것이다. 정확한 콘돔의 사용은
성병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고 감염 시 완치될 때까지 성접촉을 금하고 성 상대자
도 치료를 받아야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〇 에이즈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주로 성관계나 감염
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 사용 등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위
생이 불량한 국가에 기항시 주사기 바늘의 재사용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HIV등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생상태가 양호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
요시 현지 대리점이나 육상에 병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13 위생 점검
〇 선장은 모든 선원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며, 미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주 위생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지정한 자 1명과 함께 하여야 하며, 점검에
대한 결과와 지적된 결함 부분은 반드시 위생점검표에 기록하고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회사에 지원을 요청한다. 이러한 내용을 항해일지
에 기록해야 한다.
〇 선실 검사에서 발견되는 결함사항은 선내에 게시하며, 필요하다면 회사에 수리 또
는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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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은 모든 검사에 승무원의 주거상태에 관한 검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그
러한 상태에 대한 선장의 검사 및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회사
의 DP(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례 4-27 쾌적한 위생상태는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
[사례 1] 위생 점검
선내분위기를 화목하고 화기애애하며 소통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의
외로 선내청결 정도이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갑판이나 기관정비도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
이지만 선원들이 거주하는 침실이나 복도, 식당 공간들이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면 괜히
기분들이 좋아지고 활기가 돋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선내에서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관리 뿐만이 아니다.

[사례 2] 선내 식당의 청결
식당 내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외에도 사용하는 집기류는 호텔에서 사
용하는 수준의 집기(물주전자, 물컵, 접시 등)를 청구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주
구역은 물론 식당내부도 까다로울 정도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가끔 가족들이
방선하거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도 깨끗한 분위기에 고급수준의 집기
류에 담겨진 음식이라 더 맛나게 보였고 선원들도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14 생리 휴식
〇 선장은 여성승무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〇 여성의 생리로 인한 통증은 사람마다 상이하나, 1~2일 하복부 및 허리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는 구토로 이어지며,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나 심할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
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〇 남성 위주의 선박사회에서 미혼 여성 해기사가 신체적 생리통을 공개적으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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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장은 여성해기사의 생리 휴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야 한다.
〇 먼저 선장은 상급사관을 대상으로 생리 휴식의 존재와 당위성 그리고 근거를 밝히
고, 생리 휴식을 일반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생리 휴식 부여에 대한 불편한 이야
기가 선내에 거론될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〇 다음으로 여성 해기사가 생리휴식을 신청하는데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만약 신
청이 있을 경우 선장 및 기관장은 비상상황이나 악천후 등 선박 안전운항 저해위
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근무자를
지정한다.(가장 무난하기로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대체당직을 선다.)
〇 최근 해사노동협약(MLC 협약) 검사나 ISM Code 외부심사, 심지어는 ITF 검사에
서도 여성해기사의 생리 휴식 제공여부와 기록을 검사/심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선장은 여성해기사가 승선한 경우 관련 기록(개인별 근무시간표와 항해일지 등)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사례 4-28 생리 휴식과 관련하여
• 승선 기간 중 한 여성해기사가 생리 휴식을 한번 사용하였다가 선내에서 다른 선원들
사이에 말이 나오며 문제가 되자, 선장은 다음번의 생리 휴식은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에, 해당 여성해기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선 승선 도중 바로 육상에 있는 근
로감독관에서 부당한 사례를 신고하였다.
• 선장이 여성 3항사에게 생리 휴식을 허가하였는데, 1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생리휴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이 대신 당직을 서더라”는 식으로 퍼뜨렸다.
• 잦은 입출항으로 실제 생리통이 있는 날짜에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연안항해 이후 대
체휴식을 취하고 기록을 남겨도 PSC나 ITF 검사시 실제 생리주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여성해기사에 대한 생리휴식 부여가 선내에서 역차별로 인식되어 아예 여성해기사의
승선기피 현상으로 발전되는 문제점이 있다.
• 생리휴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안 이후에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선박의 업무는
개인의 고유 영역이 많아 생리휴식을 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더 일해야되는 조건이기
도 하고, 대체근무를 하여도 ‘생리휴가 = 동료에게 민폐’라는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기관부 여성해기사는 생리로 인한 고통 외에도 고온의 기관실에 땀으로 인한 생리대
교환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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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심이 많은 선장이 생리휴식을 부여해 하루 쉬었는데, 나중에 선내에서 “쉬라고
했다고 진짜 쉬었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리 휴식을 준다고 해도 쉬
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4.15 상병관리
〇 선내에서 작업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본선이 부두에 계류중일 때는 응급조치와 동시
에 육상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가능하지만 투묘중이거나 항해중에
는 후송이 쉽지 않다. 특히 육지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헬리콥터에 의한 후송도 불
가능 하다. 그러므로 선상에서는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자나 감독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 상병자 발생시 조치사항
(1) 부두계류 또는 정박중
〇 작업중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선내에 비치된 의료용
구를 이용 지혈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선장은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인지를 파악
함과 동시에 해상의료서비스를 참조하여 환자의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〇 부두에 계류, 하역 중에는 작업책임자가 바로 연락을 취해 주지만 투묘정박중에
곧바로 대리점이나 VTS에 연락하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날씨가 나
쁘거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즉시 VTS에 통보하고 허락을 얻어
양묘하고 육지 가까이 접근하는 등 환자하선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 환
자가 자발적으로 하선이 불가능 할 경우 Stretcher와 Crane 등 하선조치도 준비
한다.

(2) 항해중
〇 항해중 상해환자가 발생시에도 응급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선장은 Medical 지원
센터를 불러(최근에는 선내 무선전화가 어디에서나 가능하므로 본사와 통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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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형병원 응급실과 접속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름) 환자의 상태(Vital
sign, 부상정도, 출혈 등)를 통보하면 본선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통보 해 준
다. 또 후송을 해야만 하는 환자일 경우는 본사와 연락을 취하고 Deviation을 할
경우 근접 장소, 시간 등을 체크한다.
〇 항행중에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고 선내 의약품으로 치료를 했으나 회복되
지 않고 입항했을 때 상태가 다소 좋아졌다고 병원치료를 미루고 다시 긴 항해를
시작할 경우는 상태가 더욱 나빠질지 모르니 필히 정박중에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의료 및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해기사로서는 경험상 1주일이 지나도
록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통증이 계속될 경우 육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한다.

사례 4-29 항해중 뇌경색 환자 발생으로 인한 이로
미 서부의 여러항구에서 Beef tallow를 싣고 Tacoma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Vancouver Is. 약 400마일 떨어져 항해중 아침에 일어나니 갑판장이 왼쪽 눈부터 다
리까지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온 상태였다. 즉시 US Coast guard에 SSB를 이용하여
의사와 교신하니 환자의 상태 즉 Vital signs등을 물어보며 뇌경색에 의한 마비증상이
니 본선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기에 본사에 통보하고 후송을 결정하였다. 다
행히 Vancouver Is.의 헬리포트로부터 300마일 이내까지는 후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약 100여마일 이로하여 환자를 후송시키고 배는 속항하였다.

사례 4-30 보일러 백파이어(Back fire)에 의한 기관수 화상치료
한국과 칠레 간에 원목을 운송하는 25,000톤급 원목선이 칠레를 출항하여 태평양 중
간 쯤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서 보일러 작업을 하던 기관수가 보일러 백파이어로 인하여
얼굴 전면의 눈썹과 머리카락이 모두 타고, 얼굴은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2도에
가까운 화상을 입었다.
당시 하와이나 육지가 너무 멀어 후송이 불가능한 거리였는데 선장이 직접 조리장으
로 하여금 생감자 껍질을 벗겨 채판에 갈아오도록 지시한 후 갈은 감자를 환자의 얼굴
에 촘촘히 도포를 덮듯이 발라서 감자색이 짙어지면 다시 새 감자로 교환하여 주는 작
업을 당직자를 세워서 계속하였다.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 얼굴에서 수축감이 사라졌다
고 하였다.
383

선장 실무 지침

한국 인천에 기항하여 3항사와 함께 환자를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냈더니 의사가 어떻
게 치료하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였다. 감자에 있는 진액이 화상의
열기를 뺏어가 치료가 되었으며 우리 조상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치료법으로
보인다.

사례 4-31 어설픈 실력으로나마 항해중 봉합수술 시행
4,400 TEU Full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 항에서 홍콩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서
작업을 하던 2기사가 오른쪽 팔목 중간에 부상을 당해 살점이 덜렁거릴 정도의 자상을
입어 긴급 봉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선내에서 1항사나 3항사 모두 봉합에 자신이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선장이 직접 봉
합수술을 하여 6바늘을 꿰매고 후속치료를 하였다.
승선하기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서 항해중 자상이나 열상
등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만 설마 내가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는 생각에 대충 교육을 이수하다보니 막상 자상 환자가 생겼을 때 본선 사관
누구도 자신있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에 아쉬움이 남았다.

2) 상병자 발생시 보고
〇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문 또는 E-mail로 회사에 보고한다.
〇 해상에서 질병,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청(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365일/24시간 응급 처치 지도 및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아래 번호로 연락
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 Email: central119ems@korea.kr
• 전화 : 044-320-0119
〇 선장은 본선이 국내를 벗어난 경우 P&I 지역대표부에 상병내용을 통보한다.

3) 항해일지 기재 및 해난보고서 인증
〇 상병으로 이로 또는 출항지연 등 본선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당해 항구(해상인 경우 차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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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구) 출항 전까지 해난공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〇 항해일지에 일시, 성명, 사고(또는 질병발생)경위, 부상정도,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다.

사례 4-32 선내 질병으로 사망
2020. 10. 31. 싱가포르를 출항하여 중국으로 항해중이던 본선에서 미얀마 조리장
이 호흡곤란, 고혈당과 저혈압 증세를 보여 119 해상의료서비스 자문에 따라 당뇨병약
을 투약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본인은 당뇨병약 복용사실(3년간)을 밝히지 않고 승선하였으며, 당뇨병약 소진으로 1
주전부터 당뇨병약을 복용하지 못하자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선장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달 선원들의 지병과 복용약을 작성하도록 하
며, 본인의 지병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선장에게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다.

4) 육상 후송을 위한 지원요청 및 지원 범위
〇 본선이 대양항해중 선원이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청을 하더라도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사실상 후송이 불가능하고 헬리콥터에 의한 후송
범위도 핼리포트로부터 대략 300마일(12.5노트 선속으로 대락 하루 항행거리)에
불과하다. 북태평양은 미군 주둔지가 여러 곳에 산재 해 있어 도움을 받기 쉽다.
〇 부두에서 통원 치료후 귀선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환자는 승선 계약종료 하선에
준하는 준비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치료차 하선하는 경우는 출입국에 필
요한 서류, 선원수첩, 선내에서 발생한 사고경위, 그 동안의 환자의 상태, 본선에서
의 조치, 투약했던 약품의 종류 등을 메모하여 환자와 함께 보내 담당의사로 하여
금 참고가 되도록 한다.

사례 4-33 항해중 상해사고자로 인한 이로
인천을 출항, 밀을 싣기 위해 미서부 Portland로 향하던 중 Attu Is. 300Mile 서쪽
해상에서 기관실에서 Grinder 작업중 Sand Disk가 파손되어 작업자인 Oiler의 왼쪽
팔의 뼈가 심하게 다쳤고 1등기관사는 오른쪽 뺨이 갈라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 당시
는 선내 위생관리자도,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자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다행히 Mess
boy가 해군 위생관으로 승선 및 교육받은 경험자로 1등기관사의 뺨은 대략 봉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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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er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Attu Is.로 이로하여 주둔하고 있는 미해군에 인
계하였다. 미국에 도착하니 1등기관사는 육상 치료후 귀선하였고 Oiler는 팔목 골절로
귀국하였다고 한다.

사례 4-34 상륙 제한 항구에서 상병 하선
Saudi Arabia Dammam항에 Steel plate와 Pipe를 양하하기 위해 입항 중 기관실
에서 산소를 이용, 철판 절단작업을 하던 중 고무 Hose가 터지면서 작업하던 No.1
Oiler의 왼손바닥이 심하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육상으로 후송하였고 약 1주일
치료 후 귀선하였다. 그 당시 Saudi항만은 선원의 상륙이 제한된 곳으로 환자만이 육상
치료를 허락하는 상태였다. 긴 항해중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4.16 원격의료탑재선박의 원격의료 지원요청
1) 사용목적
〇 항해중 응급환자가 발생시 선장은 해양의료연구센터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
급처치방법 및 의료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〇 해양의료연구센터에 한국 승무원의 건강상태를 등록 후 주기적으로 한국 선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송부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〇 해양의료연구센터에서 송부하는 시청각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선내 위생 및 질병예
방 교육도 할 수 있다.

2) 장비관리
〇 해당 장비는 개인정보 보호, 환자 관리 및 처방이 용이한 병원에 설치를 권장하나
본선 구조에 맞추어 설치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카메라를 이용한 화상진료를
위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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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해당 장비의 관리자는 의료관리자이다.

3) 서비스 이용방법
〇 장비를 사용하여 한국선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진단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우울불안진단표, 선원문진표 등을 발송하여 기본의료정보를 등록하여
야 한다.(양식은 의료센터에서 제공)
〇 의료관리자는 원격의료장비 설치 후 해양의료연구센터에 본선 의약품 목록을
E-mail로 발송하여야 한다.
〇 해당 장비를 이용해 월 1회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해양의료연구센터에 송부
한다.
〇 응급환자 발생 시 원격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의료전문가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4.17 사망자 발생시 조치
1) 사망 발생시 조치사항
〇 선장은 선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다음 항구까지 시신 보관이 지극히 어려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선내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〇 선내에서 시신을 냉장고 등으로 이송하여 보관할 경우 Vital signs(호흡, 맥박, 의
식)이 없으면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선원법에 따라서 사망이 발생한 시
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점에 냉동창고 등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〇 사망자 발생시 회사에 긴급히 연락하여야 하고 입항예정 항구의 대리점에 이 사실
을 통보하고 당해항만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유류품처리
〇 국내항인 경우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 참석 아래 유류품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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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 참고인 2명 이상을 참석시켜 유류품을 조사
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〇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선장과 참여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둔다.
• 사망자의 성명, 주소
• 사망한 일시 및 위치
•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 및 처분내용
•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현장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
는 경우 증거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례 4-35 국제여객선에서의 여객 실종 사망
본선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25,000톤급 국제여객선이다. 여객선의 특성상 여객은
사무장이 담당하며, 통상 여객이 본선에 승선하면서 본선에서 여권/승선권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여객선사 터미널에서 승객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장을 통해 선장에
게 보고한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항 전 사무장이 선교에 올라와 선장에게 여객승선 현황
을 보고하였고 한국을 출항하였으며, 별다른 이상 없이 다음날 중국에 도착하여 하선하
는 과정에서 1명의 한국 국적 여객이 하선하지 않을 것을 보고받았다. 즉시 본선 전 구
역 수색에 들어갔으나 해당 여객의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여객 데스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 여객이 본선에 실제로 승선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소지품도 발견되었다.
선장은 실종 사실을 곧바로 회사에 보고하였고, 해양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별
다른 범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항해 중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다에서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선에서 실종자 관련
증빙자료와 기록 및 소지품들을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실종사고에 대한 본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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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36 선내 작업 중 하역인부 사망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은 통상 화객선으로서 화물적재 방법에 따라
Ro-Ro(Roll on Roll off) 방식과 Lo-Lo(Lift on Lift off) 방식으로 나누지만 대부분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상에 적재하거나 또는 Top loader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바닥에
적재하여 램프를 이용한 Ro-Ro선이 주를 이룬다.
Ro-Ro선은 중량물의 트레일러나 지게차, Top loader 등이 좁은 화물구역에서 바삐
움직이므로 작업하는 본선 선원뿐만 아니라 하역인부들의 주의가 각별이 요구된다.
사고당일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중국에 접안하여, 컨테이너 적양하 작업에 임하던 중
화물구역에서 일하던 중국 하역인부가 후진하던 Top loader의 커다란 뒷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압사하였다.
사고원인은 사망한 하역인부가 후진하던 Top loader의 사이렌 소리를 현장 소음에
묻혀 제대로 듣지 못해 피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Top loader 운전수 그리고 현장 지
휘하던 포맨의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이후 신속하게 사망자를 후송하고 현장을 정리하였으며, 다행히도 중국측 회사의 도
움으로 중국당국으로부터 조사를 잘 마치고 본선은 피해 없이 출항하였다.

❙참고 문헌
Shipboard Working Handbook, STX Marine Serv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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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출입국, 검역 사무 관리

1 통관, 출입국, 검역 사무 관리

1.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관세법」
-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40조
(물품의 하역),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2조(항외 하역), 제143
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제276조(허
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〇 「출입국관리법」
- 제3조(국민의 출국), 제6조(국민의 입국), 제12조(입국심사),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5조(긴급상륙허가),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70조(내
항선박 등의 검색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제72조(승선
허가),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제75
조(보고의 의무)
〇 「검역법」
-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제9조(검역 통보), 제10조(검역 장소), 제11
조(검역 시각), 제12조(검역조사),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4조(전자 검역), 제15조(검
역조치),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2조(검역증), 제27
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9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행관리),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393

선장 실무 지침

2) 국제 규정
〇 ITI협약, 국제운송통관조약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〇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 표준권고절차
〇 ILO 협약 185호(선원신분증명협약)

1.2 통관 업무
1) 통관의 목적
〇 세관에 의한 통관은 불법 물질, 예를 들어 마약, 무기, 밀수품, 외설물 등이 자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관 검사가 비록 불법 물질을 휴대할 가능
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데 적용되지만 ‘사람’ 보다는 ‘소지품’에 대한 조사에 근
본 목적이 있다.
〇 불법 물품을 운반하거나 은닉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각국의 법규에 따라 처벌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장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와 신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관제출 서류와 작성시 유의사항
(1) 선용품 목록(Ship’s store declaration)
〇 Deck, Engine, Radio & Steward part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〇 신고되어야 할 항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고가품과 선내 중
요 속구 및 특별히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품목들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〇 수속이 까다로운 아프리카, 인도 및 저개발국가의 경우 윤활유 및 케미컬 잔량(캔
으로 보관된 양 포함)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선용품 목록’외 본선 윤활
유, 케미컬, 페인트 등의 Inventory list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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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품 목록(Bonded store list)
〇 입항 전 면세품 목록은 한 개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〇 면세품 창고(Bonded store)는 출항하기 전까지 세관봉인(Custom seal)을 뜯어
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의 선원 면세통관 범위
기 준

통관 허용범위

1회 항행 1월 미만

해외취득 가격 US$90 이하 상응 물품

1회 항행 1월 이상

해외취득 가격 US$180 이하 상응 물품

1회 항행 3월 이상

해외취득 가격 US$270 이하 상응 물품

1회 항행 6월 미만

해외취득 가격 US$600 이하 상응 물품

1회 항행 6월 이상

일반 여행자와 동일

담배

19세 이상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매(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술

19세 이상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

면세통관
범위
과세통관
범위

향수

60㎖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19)

(3) 선원 휴대품 목록(Crew΄s effects declaration)
〇 법규상 허용되는 면세품만 목록에 작성한다.
- 일반적으로 선원 1인에게 담배 200개비, 위스키 1병, 맥주 1 case 정도만 허
용된다.
〇 만약 초과되는 면세품이 있으면 별도로 면세품 창고에 보관하고 면세품 목록에
그 개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사례 5-1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주류 발각으로 벌금

2019. 1. 20. 본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Jubail항에 입항하여 수속을 밟던 중 세관원
이 본드창고를 Seal 조치하고 선교 및 모든 선원의 침실을 불시 검색하였는데, 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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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침실에서 맥주 4박스, 와인 1팩, 선물용 위스키 2병이 발견되었다.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선장은 Coast guard에게 금품(현금)을 제시하여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뇌물죄까지 추가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벌금과 함께 선장의 교대를 명령하였다.
선장은 주류 금지국가(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입항시 현지 대리점으로부
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입항 전 모든 주류(개인 보관 주류 포함)는 본드 창고에 보관하고
봉인조치 하여야 하며, 선원들에게도 입항 국가의 알코올 규정을 숙지시키도록 한다.

사례 5-2

가짜 도선사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

2007년 남미의 모 항구 외항에 도착한 본선에 도선사로 예상되는 한 사람이 승선하
였다. 그는 Pilot라고 표시된 보트를 타고 본선에 승선하였으며, 3항사가 도선사 신분증
을 확인하고 선교로 안내하였다. 그는 자신이 Sea pilot이며, 곧 Berthing pilot가 도착
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나중에 실제 도선사가 승선하자 Sea pilot라는 자는 스페인어
로 진짜 도선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선주 감독이라고 말하였다. 본선 선원들은 이
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곧 선박이 바쁜 접안작업을 하게 되
었는데 그 동안 이 가짜 도선사는 선교문 가까운 방에 코카인 봉투를 숨겼다. 다행히 이
가짜 도선사는 하선 중에 신분이 발각되고 경찰이 본선 수색과정에서 경찰견이 코카인
을 찾아내었다.
[교훈]
1) 선장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보안위험, 특히 마약밀수, 해적 등에 대한 위
험평가를 실시하고, 선박의 보안계획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대리점으로부터 승선하는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고, 승선시점에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다. (가능한 경우)
3) 방문객이 본선에 승선하여 이동할 때는 사람 외에도 소지품도 수색한다.

3) 국내항에서의 관세법 유의사항
〇 한국을 기항하는 선장의 경우 관세법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을 갖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 근래 한국이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질좋은 상품들이 많아져서 선원들
이 외국에서 물품을 사서 세금을 내지 않고서 몰래 들여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그러나 몇몇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격이 우위에 있으므로 밀수가 발생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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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드물게 존재하게 된다.
○ 세관에는 관세범의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부서인 ‘심리
과’의 세관관리가 있으며 단순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시과’부서 직원이
있다.
◌ 세관에서 어느 선박에 밀수협의가 있다고 하여 조사를 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내 수색영장’을 판사로부터 발부 받아서 집행할 수 있으며, 선장은 세관관리가
선내수색을 행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에 반드시 선장에게 ‘선내수색’영장을 제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본선에 대한 선내수색 행할 경우에도 수색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시간제한을 하
고 있음도 알 필요가 있다.

통고처분권
경찰서장, 세관장, 관세청장 등은 어떠한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범법행위나 범칙행위를 한 자가 그 행
위를 자인하고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범법/범칙 행위를 하고 재판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결
과에 승복하고서 벌금 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주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으며, 만약 관세법 위반사실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과태료나
벌금처분이 억울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곧바로 납부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로 이첩된 사건은 검사의 재량에 의한 기소유
예,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또한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처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게 된다. 위의 경우에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
었더라도 억울한 경우에는 납부후 14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원들이나 도선사는 관세법과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
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선사의 경우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관에
서 상시 승선허가서를 연장ㆍ발부해주지 않으므로 일정기간(6월~1년) 동안 도선업무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배에서 선물로 주고받는 담배 1보루도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397

선장 실무 지침

1.3 출입국 업무
1) 출입국 관리의 목적
〇 출입국 관리는 사람이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 어느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나드
는 경우 해당 국가(정부)가 출입국을 관리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〇 한 국민이 국가 밖의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나, 선원은 외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선
원수첩)를 여권으로 대신한다.
〇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입국사증(VISA)을 받아야 하나, ILO협약
108호 또는 185호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급한 선원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해당 국가에서 승하선하거나 통과할 경우 또는 항만에 머물 경우 비자가 필요 없다.

2) 출입국 사무소 제출서류와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출항 보고서(Arrival/Departure general declaration)
〇 입출항 보고서는 IMO에서 제정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각 국가에서 자국의 특정
한 양식을 요구하면 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〇 만약 해당 국가에서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가 제정한 일반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2) 승무원 명부(Crew list)
〇 승무원 명부에 기재되는 선원의 신상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선원수첩상에 기재되
어 있는 영문 스펠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〇 특히 성명이나 생년월일, Seaman΄s book No. 등은 오자가 발생하기 쉬우니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〇 미국 제 항구에 입항할 때는 반드시 성명란을 영문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
다.(이유: 신상 파악을 위한 업무의 신속성과 인간의 기본적 평등을 주장하는 미
국의 법 때문임)

(3) 여객 명부(Passenger list)
〇 여객이 있을 경우 여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문서로, 탑승한 여객 전원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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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
〇 여객 명부에 기재되는 여객의 신상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여권상에 기재되어 있
는 영문 스펠링과 같아야 하고,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에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검역 업무
1) 검역의 의의
〇 검역(Quarantine)은 국내에 없는 전염병의 병원체가 선박을 통하여 국내로 침입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외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
염병의 경우 소독과 격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〇 검역의 대상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
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소지 물품을 포함한다)이다.
〇 검역시 검역관은 운송수단 및 화물은 보건ㆍ위생상태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
병 감염 여부, 운송수단의 식품보관 상태와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상태
를 조사한다.

2) 검역기관 제출서류와 작성시 주의사항
(1)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〇 검역법규에서 요구하는 선박 보건상태 신고 행정서식으로, 선박이 세계보건기구
가 지정한 감염지역의 입항여부와 선내 선원의 질병상태를 신고한다.
〇 선원의 건강과 선박 위생상태 및 밀항자나 동식물의 유무를 묻는 9가지의 질문사
항(Health questions)은 특별한 사유(전염이나 감염의 우려 때문에 격리의 필요
성이 있는 극심한 상태의 중병 등)가 없는 한 모두 ‘No’로 답변한다.

(2) 예방접종표(Vaccination list)
〇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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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한 표이다.
〇 접종표에는 선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접종한 백신의 종
류와 해당접종의 횟수, 접종날짜를 정확히 기재한다.
〇 한국 국내에서는 AIDS만 기록하고, 외국항에서는 콜레라와 황열 2가지 항목만
기록하면 된다.

예방접종 유효기간
백신의 종류
유효 기간

콜레라
접종 후
6일째부터 6개월

황열
접종 후 10일째부터
10년

에이즈
혈청 검사 후
1년 이내

(3) 구서(驅鼠)면제증서(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〇 국제보건규정에 따라 선내에 쥐 등 설치류가 없어 선박의 위생검사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이다.
〇 본선은 입항 전에 쥐가 서식하기 용이한 식량창고 등을 소제하고 쥐똥 등이 발견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무선 검역
〇 선내에 외과의사가 승선하고 있거나(의사 불승무 허가서도 가능), 항차 중에 기항
지에 전염병, 신종 질병 및/또는 국제적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비상사태가 발생하
지 않았고, 선내에 아픈 사람이 없으며, 항해 중 규정에 따른 감염병, 신종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새나 짐승이 사망한 예가 없으며, 유효한 구서면제증서를 소지한
선박이 해당된다. 한국과 일본은 유효한 위생검사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〇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이라도 밀항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무선검역 대상선박
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검역정박지(Quarantine anchorage) 또는 지정정박지에
서 승선검역(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을 하여야 한다.
〇 무선 검역(Radio pratique)은 본선 도착예정시각(ETA) 48시간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한다.
〇 무선 검역에 통과한 선박은 접안 후 검역관으로부터 관련 후속 검역통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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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나, 만약 무선 검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본선은 검역정박지(Quarantine
anchorage)에 정박하면 검역관이 본선에 탑승한 후, 선박이 입항하는 동안 검역
검사를 실시한다. 그 이전에는 어떤 외부인도 본선에 승선할 수 없으며, 만약 검역
중인 선박에 승선한 외부인이 있다면 구금되거나 검역의 대상이 된다.

4) 선장의 검역 준비 사항
〇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은 입항국으로부터 검역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검역 중인 선
박으로 간주하므로, 어떠한 외부인도 본선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〇 무선 검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본선은 검역정박지에서 황색기(Q기)를 게시하고
(야간에는 적색신호등 3개 점등) 검역관의 승선을 기다려야 하며, 바람이 차폐되는
풍하측에 사다리나 Accommodation ladder를 설치하여야 한다.
〇 본선에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사례가 있다면 선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차항 검역
당국에 통보하고, 검역당국이 지시하는 조치를 따라야 한다.
〇 다음과 같은 화물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임시검역(Provisional pratique)이 허가
될 수 있다.
- 전염병이 창궐한 국가에서 생산된 마대, 황마자루 또는 이것과 동일한 재료로
포장된 화물은 양하전 훈증소독을 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방사성 폐기물 같은 위험물질
〇 출항시 검역이 끝나면 검역관이 출항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출항검역이 끝난 후
허가 외의 외부인이 승선하거나 화물 등을 양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 조치
가 위반될 경우에는 다시 출항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〇 주요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도한 입항서류를 요구하고 문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전에 입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운항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〇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남아메
리카 국가들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권위적이고 은근히 면세품이나
선물 또는 현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선에서 원칙적으로 대하면 본선
운항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선장은 회사와 상의하여 적정 수준의 접대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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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3

후진국에서의 접대 관행

[사례 1] Seal한 본드창고를 다시 열어 접대품 반출
인도네시아 S항 입항 서류를 준비하던 통신장이 원활한 입항 수속을 위해 C.I.Q 직
원들의 접대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상의하러 선장실에 왔을 때 그때까지 일본과 미
국항로만 다녔던 본인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통신장이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조
리장과 같이 준비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S항 부두에 접안한 후 C.I.Q
직원들의 승선을 기다리는 동안 접대품을 준비해 둔 라운지로 가보니 라면, 비누, 성냥.
양담배 등이 들어있는 큰 서류봉투 수십 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고 신기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입항 수속이 끝났다는 보고가 없어서 3항사를 호출, 상황을 알아
보니 접대품이 적다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다고 하여 통신장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
으니 양담배(말보로)를 3보루 더 주라고 해서 실(Seal)해버려 없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여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대리점을 불러 상의했으나 주지 않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결국 그들의 입
회하에 실(seal)창고를 열어 양담배 3보루를 꺼내는 것을 보고 다시 2보루 추가하여 5
보루를 달라고 한다. 또 실랑이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5보루를 줄 수밖에 없었
고, 본드 서류를 다시 작성하다보니 수속이 많이 지연되면서 양하작업도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향후 지나치게 본드 접대품을 많이 요구하는 항만에 입항할 경우 사전에 대리점과 협
의하여 적정 수준의 접대품을 준비하는 것이 선박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례 2] Marlboro canal
Suez 운하 통과시 통항 수속시나 Pilot 승선시 담배나 접대비가 꽤 많이 나간다. 오
죽했으면 해양인들이 Marlboro canal이라고 부를까? 특히 Marlboro 담배를 엄청 선호
하며 그것도 빨간색 Marlboro 담배이다. 다른 Brand 담배는 더 줘도 시큰둥하다. 유독
한국이나 일본 선장에게만 더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일전에 유럽 선장하고 승선할 때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선장의 사례로
한 보루 정도 주면 엄청 고맙다고 했는데 한국 선장에게는 선박의 안전 항해는 뒷전이
고 하선할 때 담배 몇 보루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흥정하기도 하며 Pilot로서의 체면도
품위도 없는 것 같았다.

[사례 3] Bunker량 오기로 벌금 12,000불 지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입항 수속할 때 Bunker량을 실제 양과 몇 십 톤이 틀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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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신고하였다. 대부분 신고한 양을 실제로 측정 확인하지는 않는데 그 때는 세관원이
작심하고 승선하여 검사를 하게 되었다.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처음 세관 수속시 많은
접대를 요구했고(음료수 20박스, 맥주 20박스, Whisky 5병, Dollar 1인당 20불 5명),
선장이 이를 거절하자 직접 Bunker sounding하고 측정하겠다고 했다.
거짓 신고한 양에 대한 벌금으로 12,000불 지불하게 되었다. 본선에서 연료량을 정
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접대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지역에 입항할 경우 선사와
협의하여 적정 접대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4] 개인 휴대품 압수 시도
Persian gulf 지역 나라에선 포르노잡지 외에도 고가 귀중품, 알코올 성분은 물론이
고 마약성분 향정신성 약품도 신고를 해야 한다. 엄격하게 점검한다. 한번은 Saudi
Arabia 어느 항구에서 세관이 전체 개인침실을 Search하면서 3기사 방에서 Cannon
camera를 발견하고 무조건 압수하겠다고 했다. 신고한 물품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대리점을 통해 무마했지만 그 이후로 개인 휴대품 신고 List 작성시에 가능하면 상
세하게 물품내용을 기재했다.

[사례 5] 인도의 Black gang
일선 선장들이 가장 입항서류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곳이 인도 항구이다. 1차 세관수
속의 접대가 만족하지 못하면 2차 각 개인 침실 수색검사를 위해 7~8명 정도 세관직원
이 승선하여 개인 침실을 Search를 한다. 명목은 마약이나 밀수품이 있는가를 수색하
는 일이다. 이쯤 되면 선장은 더 많은 접대를 하고 무마하게 만든다. 때로는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할 때도 있다. 개인 소모품 목록이나 서류를 꼼꼼히 챙겨 흠 잡히는 일이 없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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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ITI협약, 국제운송통관조약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 표준권고절차
ILO 협약 185호(선원신분증명협약)
Shipboard Working Handbook, STX Marine Service, 201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Quarantine Act of 2004’
North of England P&I Club newsletter Signals, Apr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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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내 회계 업무

2.1 경리보고 일반
〇 경리보고는 선용금의 수령과 정산에 관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절차이다. 이와 관련
한 주요 내용은 선용금, 주부식, 본선불 임금과 수당, 입출항수속 부대비용, 선박통
신비 등이 있다.
〇 경리보고는 매월(또는 대선운항을 하는 경우 당해 항차) 선장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〇 선장이 선용금을 정산하는 회계방식은 대차 대조표(Balance sheet)에 기입하는
단순한 방식이므로 발생하는 거래를 적요형식으로 기입하면 된다.
〇 화폐의 단위는 한국선박의 경우에는 원화로, 외국적인 경우에는 미화로 정산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때로는 환산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〇 환율은 회사가 매월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지정ㆍ통보해주는 ‘장부가’로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전부 장부가로서 환산하여 원화로 표시한다.

2.2 선용금
1) 일반
〇 본선 선용금의 관리자는 선장이며 선장실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 수 있는 금
고가 비치되어 있고 이러한 비밀번호는 선장 인수인계시에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된다.

405

선장 실무 지침

〇 해상강도를 당하면 금고에 넣어둔 선용금을 금고채로 탈취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
생하게 되므로, 선용금중 약 USD 3,000 ~ USD 5,000 정도의 금액을 별도로 포
장하여 금고 안에 보관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해상강도가 만났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다.

2) 선용금의 용도
○ 선장은 선용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본선불 임금 및 위로금
• 내객(식사) 접대비
• 선상복지비, 혼승장려금, 실습수당
• 동승가족 외지승하선여비 지원
• 주부식 구입비
• 교육․문화 오락비
• 긴급 선용품 구입비
• 외지 승하선자 국외여비
• Bond품 구입비
• 기타, 회사에서 지출을 승인한 비용

3) 선용금의 청구
〇 선장은 본선의 운항 일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자금 계획을 수립한 후 선용금을 수
령하고자 하는 항구 입항하기 전 충분한 시일을 두고 회사 담당 육상 부서로 청구
한다.
〇 선용금 청구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E-mail로 시행하며,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기해
야 한다.
• 청구 당시 본선 현금 잔액
• 전도 받을 선용금의 용도
• 청구 금액 및 화폐 단위
• 수령 예정 항구 및 입항 예정일
• 대리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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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장은 선용금 수배에 따른 시간 및 경비 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선용금 청구 회
수를 월 1회 또는 항차 당 1회 이내로 최소화하고, 소액 청구는 지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4) 선용금 수령
〇 선장은 청구한 선용금을 당해항 입항 후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면 금액을 확인한
후, 대리점에서 준비한 영수증에 서명하고 영수증 사본 1부를 수령한다.
〇 선용금을 수령하는 항구의 치안 등을 고려,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장은 대리
점에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5) 적절한 선용금 보유
〇 선장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선용금 최소 보유액(보통 총액 기준 USD
10,000) 이내로 보유한다. 선용금의 일부로 운용되는 본드품의 재고 한도액을 고
려하여 보유액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선용금 정산
〇 선용금의 정산 절차는 각 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경리 보고’ 절차를 따른다.
〇 선용금 처리절차를 요약하면 선용금 운용계획수립―선용금 청구―선용금 수배/검
토의뢰―가지급금 정산―송금―선용금 수령―선용금 지출―경비정산 순이다.

2.3 임금 및 수당
1) 일반
〇 본선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본선불 임금 및 수당으로 분류되며, 선장은 동 절차에
의거 선원의 매월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회사에 경리보고를 통해 정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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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하에서는 선사의 임금 및 제 수당 지급절차의 예를 소개하며, 회사마다 달리 정
한 기준에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2) 임금
〇 승무원의 임금은 개인별 고용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지급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종류로 분류된다.
① 가족불 (Payment to family): 계약된 선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되는 임금
② 본선불 (Payment to crew onboard): 계약된 선원에게 본선에서 현금으로 지
급되는 임금
〇 각 승무원은 선원 대리점과 고용 계약 시 가족불 및 본선불 지급 비율을 결정하여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 해상인사팀장은 각 선원 별 고용계약서를
선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본선불 임금
〇 선장은 각 승무원 별 본선불 임금의 정확한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급 기준을
확인 후, 명시된 임금 조건에 의거 본선불을 정확하게 지급하며, 선원의 출ㆍ귀국
일에 관계없이 실제 본선에 승선한 날로부터 실제 하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만 본선불로 지급한다.
〇 한국 선원은 취업규칙 ‘해상직원 임금 및 위로금 지급 기준’ 또는 개인별 ‘고용계
약서’에 의거 본선불을 지급한다.
〇 외국선원(필리핀/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 등)은 개인별 고용계약서 명시된 임금
중 본선불 또는 ‘Request of crew onboard payment(본선불 지급 요청서)’에
명기된 금액을 본선불로 지급한다.

4) 본선불 수당
〇 선박에서 승선 중 지급하는 수당은 취업규칙 또는 회사에서 별도로 통보되는 지침
서에 의거 지급 대상 작업을 시행한 경우 또는 해당 수당 지급 조건에 적합한 경우
선장이 해당 선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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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4

하역작업중 금고(선용금) 탈취당하는 사건과 P & I 보상

1983년 G/T 2.5만톤급 Bulk 선박이 아프리카 어느 항구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중 선
장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가 통째로 외부인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선장은 야간에 사무실을 잠가 두었다고 하였으며 선장 사무실 통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목격자도 없었다. 이후 선장은 이 사실을 알고 대리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지문 등을 추적하여 보았지만 허사였고 선용금 전부를 잃어버린 선장은 회
사로부터 선용금 관리부실로 문책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참고로, 본선에서 선용금을 강도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사건은 P&I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이므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사진 등을 작성하고 당해 선박이
가입한 P&I Club의 Surveyor에게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가 보상받을 수 있다.

5) 본선불 임금 및 수당의 지급
(Payment of wages and allowance onboard)
〇 수당을 포함한 본선불 임금 지급 시에는 본선불 수당 또는 위로금을 항목별로 세
분하여 명기하고, 승무원 개인별로 수령 서명을 득해야 한다.
○ 선장은 월단위로 지급토록 규정된 본선불 임금 및 위로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코
자 할 경우에는 월액의 1/30을 1일분으로 한다.

6) 특별 작업 위로금
(1) 특별 작업 위로금 대상
〇 본선 고유의 통상 선무 작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관련 작업으로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에서 별도로 통보되는 지침서에 명시된 작업
〇 회사에서 당해 선박에 특별히 지시한 작업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본선 책임자
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되는 입거 수리를 포함한 보수 정비 등의 작업으로서 별도
의 결재 절차를 거쳐 특별히 인정 받은 작업. 특히, 이러한 작업에는 회사의 환경
보호 정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행한 작업(예: 빌지탱크/빌지웰/빌지 바
닥 소제/청락/도장, 소각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초과 근무, 쓰레기 일제 분리
수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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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별도로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 작업
〇 상기에 명시된 특별작업 이외의 선무는 통상 선무로 간주하며, 통상 선무작업에
는 특별 작업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특별 작업 위로금의 지급
〇 특별 작업 위로금은 근무부서나 당해 작업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전 승무원이 균
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단, 타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당
해 작업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선장 재량으로 수당을 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〇 특별 작업 위로금은 총 위로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 작업 위로금
지급대상 작업에 직접 참여 및 수행한 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선장 재량으로 분배
지급하되,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작업수행자를 포함한 전 승무원
에게 균등 배분하기도 한다.

7) 정산
〇 본선불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정산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4 주부식비
〇 거의 모든 회사가 선내 급식비 및 급식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부여하
고 있으며, 급식 관련한 ‘선내 주부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은 전원이 연대
하여 선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〇 명확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부식 운용/관리 부실로 인한 주부식비
Shortage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 또한 선장 교대 시 주부식 재고조사 결과보고
서에 대하여 반드시 실제 재고량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〇 주부식비 관리와 회계처리는 제2장 ‘선원의 인사 및 노무관리’ 중 제5절 ‘주부식
관리’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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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입출항 수속 부대비
1) 일반
〇 선장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사용 목적과 사용 한도 내에서 본선 입출항 수속 부대
비(이하 '수속 부대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〇 선장은 수속 부대비 사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〇 통상 입출항 수속 부대비 기준액은 물품 사용액과 내객 식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〇 회사 및 용선자가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별도로 사용토록 특별히 지시한 비용은
상기 입출항 수속 부대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용 목적
〇 선장은 수속 부대비를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내객에게만 사용하여야 한다.
• 본선 입출항 수속
• 하역작업
• 수리
• 기타 본선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사용 한도액
〇 한도액은 선사마다 다르므로 선장은 회사가 정한 선형별, 항로별 수속 부대비 사용
한도액내에서 수속 부대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〇 선장은 사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하에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례 5-5

후진국의 정부관리 접대비 조율

후진국에서는 때로 정부관리(출입국, 세관, 검역 등)들이 승선하여 접대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때때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잡아서 본선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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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영업부서에서 한도를 정하여 본선의 선용금으로
해결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

4) 정산
〇 선장은 사용한 수속 부대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본드(담배 등)를 사용한 경우와 본
선 주부식으로 식사 제공을 한 경우 등 2가지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방법으로 시
행해야 한다.
〇 선장은 본선 선용금으로 미리 구입해 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일자, 항구, 항차
번호, 대상자, 품명, 수량, 가격 등을 표시하여 당해 월 경리보고에 첨부하여 본선
선용금에서 정산한다.
〇 본선 주부식으로 식사 제공을 한 경우, 선장은 입항 직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
여 식사 제공 범위에 관한 최소 적정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조리장에게 통보하고 식
사를 제공토록 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식사 제공은 자제한다.
〇 선장은 본선 주부식으로 내객에게 식사 제공을 한 경우는 정해진 양식에 일자, 항
구, 항차번호, 대상자, 대상인원, 식수, 금액 등을 표시하여 월말 주부식 정산서에
첨부하여 본선 주부식비에서 정산한다.
〇 1인 1식 당 외래객 제공 식비는 식사 시기에 관계없이 해상직원 1인 일당 주부식
비의 1/3로 계산하고 원 또는 센트 미만은 반올림한다.

2.6 선박 통신비
1) 책임
〇 선장은 모든 선박 통신 및 통신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선의 선박 통신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절차에 의거하여 선박 통신 운용 및 관
리 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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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통신
〇 Inmarsat를 이용한 해륙간 통신에 대한 선박 통신비는 육상에서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〇 선장은 승무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Inmarsat 통신 이용시는 개인별로 허가를 받
도록 하여 장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Off Peak Time 이용
〇 긴급 사항을 제외하고 선박 통신비 절감을 위해 Inmarsat를 이용한 해륙간 통신
은 원칙적으로 각 대역별로 다음과 같은 Off peak time을 이용한다.
• 태평양 지역:

1301 ∼ 1700 UTC

• 인도양 지역:

2200 ∼ 0200 UTC

• 동대서양 지역: 0130 ∼ 0530 UTC
• 서대서양 지역: 2330 ∼ 0330 UTC

4) 개인 선박 통신
〇 개인 목적의 Inmarsat 통신은 별도의 통신 카드를 선장에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〇 선장은 필요한 통신 카드 수량을 파악하여 회사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통신카드 사용 번호를 메일로 송부하여 준다.
〇 통신카드 판매대금은 선용금으로 이체된다.

2.7 본드 물품 관리
1) 본드 물품 재고량 범위 및 종류
〇 본드(보세창고) 물품의 한도는 회사에서 정하여 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관리에 적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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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〇 본드 물품은 선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호품(술, 담배, 커피 등)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드 물품으로 비치한다.

2) 본드 물품의 관리
〇 본드 창고의 관리는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반드시 재고량이 정확하게 신고 되어야
하며, 별도의 창고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출입문은 잠금장치로 잘 잠그져 있어야
한다.
〇 본선의 정박기간이 길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하여 세관에게 요청하여 세관관리의
입회 하에 선원들의 소모량만큼 일정량을 반출할 수도 있다.
〇 본드 창고는 본선이 입항하여 재고량을 신고하고 나서 출항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
우에도 당해 항만의 보세구역(영해해역: 나라마다 약간씩 거리 차이가 있다)을 벗
어날 때까지는 입항수속 뒤에 부착한 Seal을 절대로 제거해서는 아니되며, 내용물
과 재고량도 입항시에 신고되어 있는 숫자와 상이해서는 아니 된다.

영해의 거리
각 국가는 국제연합 해양법(UNCLOS)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마다 영해의 거리
가 상이하며, 미국은 3마일, 우리나라는 12마일이며, 북한 같은 나라는 60마일을 주장한
다. 초기 영해의 거리는 대포 포탄의 도달한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통상 영해 내에서는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
의 Casino 영업장도 반드시 기항국의 영해를 벗어난 해역부터 개장을 허용하고 있다.

사례 5-6

영해(보세구역) 내에서 본드창고 개방으로 과대한 벌금부과

1987년 국적선이 리비아의 어느 항구에 입항하여 입항 수속시 Bond 물품을 신고하
고 Bond store는 Seal을 한 후 하역작업을 마치고 출항하게 되었다. 선장은 항구에서
출항하였으므로 Bond 창고를 개방하여 맥주는 저녁 식사시 음료로 사용하고, 담배 등
의 일부를 꺼내어 선원들에게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해당 항만의 세관관리가 쾌속정을 타고 접근하여 선박을 정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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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본선에 승선하여 Bond의 Seal 상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Bond store를 개방
했다는 이유로 과대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영해는 보세구역이므로 선박이 영해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Bond store seal을
뜯어서는 아니 된다.

2.8 경리 보고
1) 일반
〇 선장은 본선에서 수령하고 사용한 선용금에 대하여 본선 경리보고서 양식에 제 증
빙을 갖추어 선용금의 수령, 반환, 사용명세를 보고함으로써 경리보고 한다.
〇 통상 경리보고는 매월 월간단위로 시행한다.

2) 경리 보고 대상
• 본선불 임금
• 본선불 지급 수당
• 선용금
• 주부식비
• 입출항 수속 부대비
• 본드

3) 경리 보고 시기 및 방법
〇 선장은 통상적으로 본선의 항행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선 선용
금을 정산하고, 경리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〇 매월 기준일 기준시까지 경리정산 자료를 우선 전산 송부하고, 관련 증빙서가 첨부
된 경리보고서를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고 1부는 본선에 보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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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 기준 화폐단위
〇 선장은 한화로 전도받은 선용금은 한화로, 미화로 전도 받은 선용금은 미화로 환산
하여 정산한다.
〇 선장은 미화 외 화폐로 전도 받은 선용금은 미화로 환산하여 정산할 경우 미화 1
불당 외화 환산율을(환율) 경리보고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증빙서 청구 및 첨부
〇 선장은 선용금의 수령, 반환, 지출한 모든 내역은 반드시 관련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보고해야 한다.
〇 선장은 국내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반드시 정식 세금계산서를 회사로 조속히 송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 국적
선박에 한함)

6) 증빙서 미 첨부시의 조치
〇 선장은 증빙서가 확보되지 않아서 경리 정산이 불가할 시에는 경리보고서상에 반
드시 미 정산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7) 본드품의 처리
〇 선장은 본선 선용금으로 운영하는 본드 물품을 선용금 지출로 처리하여서는 안되
며, 본선 선용금의 잔액으로 운영되는 현금으로서 경리보고서상 잔액 난에 표기해
야 한다.

8) 경리보고서 작성기준
〇 선장은 회사에서 마련한 경리보고서 작성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참고 문헌
HMM/STX 선내 회계처리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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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서, 문서 및 기록 관리

3.1 증서의 관리
1) 증서의 종류
(1) 국적증서 (Ship΄s certificate of registry)
○ 당해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발급받아야 하며, 선주가 선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등록하면 관할 해운관청이 교부하는 증서이다.
○ 선주가 당해 선박이 운항 중에 해당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 선박의 입출항 수속 시에 항상 사용되는 증서이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케이스
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선급 증서 (Cert. of classification)
○ 선급에 입급 검사후 가선급 증서를 우선 받고 선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승
인후 선급 증서를 발급 받는다.
○ 만일 Overdue 검사 항목이 있으면 Due date가 지난 날부터 별도 탈급신청이
없어도 선급은 자동 정지되므로 누락된 검사항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3) 가선급증서 (Interim cert.)
○ 신조선 제조중 등록검사 또는 제조후의 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때에는 선급현장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가선급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선급증서가 발급
될 때까지이다.

(4) 제조 검사 증서
○ 선급 등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제조중 검사 또는 박용기관, 보일러,
기타 보기 및 의장품의 제조중 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 검사 증서
417

선장 실무 지침

를 발급받는다.

(5) 화물선 안전구조증서(SC: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
○ 선박의 복원성, 조타설비, 조명설비, 비상 통신 및 차단장치 등을 검사후 발급 하
는 증서이며 매년 연차검사를 수검해야 하므로 사전 점검후 필요시 수리신청 등
의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

(6) 화물선 안전설비 증서(S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
○ 선박의 소방, 구명 탈출 및 항해장비를 검사후 발급하는 증서이며 매년 연차검사
를 수검해야 한다. 특히 연차검사 시행전 소방설비, 구명설비의 비품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비품청구 및 구명뗏목 개방검사 등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한다.

(7) 화물선 안전무선 증서(SR: Cargo ship radio/telegraphy cert.)
○ 선박의 무선 설비를 검사한 후 발급하는 증서이며 매년 연차검사를 수검해야 하
며 연차검사 시행시에는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 신청
서를 제출한다.

(8) 국제 만재흘수선 증서 (International load line cert.)
○ 선박의 수밀, 폐쇄장치, 복원력 및 배수설비 등을 검사후 발급하는 증서이며 매년
연차검사를 수검해야 한다. 특히 PSC 검사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9) 국제 기름오염 방지 증서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
○ 해상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내 유수분리기, 빌지 펌프, 슬러지 탱크 등을 검사 후
발급하는 증서이며 매년 연차검사를 수검해야 한다.

(10) 면제 증서 (Exemption cert.)
○ 화물창내의 소방 설비의 면제를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다.

(11)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
〇 위험물 운송에 따른 설비를 보완하여 선급 검사후 발급 받는 증서이다.

(12) 국제톤수 증명서 (International Tonnage Cert.)
(13) 파나마 톤수 증명서 (Panama Canal Tonnage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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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에즈 톤수증명서 (Suez Canal Tonnage Cert.) Cal. sheet 포함
(15) F.M.C Cert (Water pollution): 미국항만 입항시 적용되는 오염사고
방제책임 관련 증빙서
(16) De-ratting Exemption Cert.
(17) Sanitary Inspection Report, Korea
(18) Sanitary Inspection Report, Japan
(19) Radio Station Cert.
(20) Minimum Safe Manning Cert. (최소 승무정원 증서)
(21) Annual Tonnage Tax Receipt (Liberia)
(22) Mandatory Annual Survey Report (기국 정부의 년차검사)
(23) ILO Convention Survey Report
(24) ITF Cert. (Application)
(25) Japanese Tonnage Cert. with Calculation sheets (PCC, PCTC)
(26) Liberian Safety Inspection
(27) RDF Correction Curve
(28) Compass Deviation Curve
(29) Life raft Cert. + Hydrostatic Release Cert.
(30) P&I Entry Cert.
(31) Cargo Register Book
(32) 오염방제자재비치증서 (Korea Calling Vessel)

2) 관리
(1) 증서(Certificate) 및 검사 보고서 (Survey report)
○ 선박의 등록 검사, 정기, 중간, 연차 및 임시 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급으로부터 선박 검사보고서 및 증서를 발급받는다. 회사는 검사보고서의 원본
을 선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회사에 보관하도록 하며, 외지에서 수검후 선장이
직접 수령할 경우는 사본을 회사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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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은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검사 수검후 일정기간(약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검사
보고서 또는 증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접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분실 또는 절차상의 누락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 선장은 선급 증서(가증서 포함), 건명서 및 검사 보고서 등을 항시 선내에 보관하
고 선급 검사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종 류

내 용

증서철

선장은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정부검사 및 선급검사에 따라 발급되는 제반
증서의 원본은 증서철(Certificate file)에 보관해야 하며, 관련 검사의 수검시
또는 증서 교환시에는 반드시 증서 원본을 확인하여 증서철에 교환하여 보관
한다.

검사보고서철

선장은 관련 검사사항을 수검시에는 검사보고서(정부검사, 선급검사)의 발급일
자와 만료기간을 관련 증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검사보고서철의 분류방법(정
부검사, 선급검사, 검사준비통보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보관하여 검사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검사 보고서는 선박의 수명기
간 동안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기ㆍ장비의
형식승인(검사합격)
증서철

선장은 선박에 탑재된 항해/통신(ECDIS, VDR 등) 기기의 형식승인증서를 관
리하며, 기관장은 선체, 갑판/기관 기기 및 전자 기기 관련 형식승인(검사합
격)증서를 관리한다. 형식승인증서는 선박의 수명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어야
하며, 법정 비품의 교체 또는 추가 설비시에는 관련 증서를 확보하여 기기ㆍ
장비 증서철에 보관해야 한다.

(3) 증서상의 기재
○ 선급 유지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때에는 선급 증서의 검사기록부 또는
가선급 증서의 뒷면에 선급 검사원의 서명을 받는다.

(4) 증서의 멸실, 재발행 및 반환
○ 선급 증서 또는 가선급 증서, 건명서 및 검사 보고서를 분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와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행 신청을 해야 한다.
○ 가선급 증서를 가진 선박이 선급 증서를 받은 때와 증서가 분실된 때를 제외하고
증서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구 증서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선급 증서 또는 가
선급 증서를 즉시 선급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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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서의 게시
○ SOLAS 협약에 의하여 발행된 제반 증서는 SOLAS 제1장 16규칙에 의거하여 선내
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게시 대상 증서: 모든 SOLAS 증서(DOC, SMC, SC, SE, SR)
(2) 게시장소: 선장 Deck 통로 벽에 게시 또는 선박 실정에 따라 선장이 지정.
(3) 게시방법: 증서 사본을 비닐로 포장하여 게시.
(4) 증서 원본비치 예외규정: 일부 기국에서는 선박에서 컬러 출력한 증서를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3.2 문서관리
1) 분류
○ 선박의 문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선내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
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서이다. ISM Code에 의한 업무의 표준화, 문서화 그
리고 업무 검증과 평가를 위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문서이다.
○ 둘째는 화물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업문서(Commercial documents)들로
구분할 수 있다. 선주나 용선자의 수익과 관련한 것들로 해기사들의 지식이 취약한
분야로 생각된다.

2) 회사 절차서
○ 선장과 승무원들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업무를
세세히 담을 수 없으므로 절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선장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1) 절차서의 종류
○ 대략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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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manual
• Operation management procedures
• Maintenance management procedures
• Safety management procedures
• Environment management procedures
• Crew management procedures
• SOPEP(Ship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 SOLAS training manual
• Fire training manual
• CSM(Cargo securing manual)

(2) 관리
○ 불합리한 내용 또는 새로운 기준이나 법규정으로 인하여 절차서의 지속적인 개정
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개정이 되면 절차서에 이력의 내용과 개정
이 이루어진다.
○ 선장과 승무원들의 업무근거는 절차에 근거하고 모든 업무의 검증 또한 절차서에
근거하여 수행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상업문서
○ 화물운송과 관련한 문서들의 더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려면 시판되고 있는
‘Commercial management for shipmasters'를 참조한다.
○ 문서에 서명할 때의 Golden rule은 다음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서명할 권한이 있을 때
• 문서에 작성된 내용을 모두 이해할 때(외국어로 작성되었거나 번역문이 첨부되
지 않았을 때는 서명하지 말 것) 한국인에게 영어는 공용어이므로 번역문서는
필요 없다.
• 문서에 제공된 문언 또는 정보가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 때
○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문언들은 다음과 같다.
• For receipt only (단지 수령함)
• Subject to owner's approval (선주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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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록 유지
○ 선장은 Log book과 각종 선박 기록들이 증거로 사용될 때 그 기사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지와 왜 이 기록들이 선박에 유지 보관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따
라서 선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기록 유지의 중요성
○ 미래에 논쟁 또는 클레임이 제기될 때 선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를 원한다. 해당 정보와 명확한 문서들이 쉽게 사용가능하면, 단기
에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판결은 전적으로 문서증거들에 의존하게 된다. 상세한
Log book의 많은 기록들은 당직자들의 그들의 임무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 선박
은 Seamanship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
과 관행은 선주가 판결에서 유리하도록 만든다.

2) 증거로써 Deck logbook
○ 사고 당시의 Log book 기사는 매우 귀중한 증거이다. 클레임이 법원에 다다를 때
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때서야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기억을 재생하
기 위해 Log book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면, 더 상
세한 기록들을 만들 것이며 나아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더욱 잘 살필 것이다.
○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인은 완전히 그리고 적
절히 화물을 관리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해서 화물작업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3) 사실의 기록 (Recording all the facts)
○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적게 기록하는 것보다 좋다. Log book형식
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상의하여 첨부 List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하여 많은 기록
을 하여야 한다. 요즈음은 전자기록 방식이어서 많은 기록이어도 형식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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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 기사는 일어났던 사실을 독자가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순수한 사
실과 관측만을 기록하고 의견들은 결코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4) 화물과 항만일지 (Cargo & port logbook)
○ Deck Log book과는 별개로 Cargo & port logbook을 만들어 상세하게 기록하
고 간추려서 Deck Log book에 옮겨 적는 체계를 가진 회사들도 있다. 이들 기록
물들도 Deck Log book처럼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 기록의 유지 보관 (Retaining records)
○ 선박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판결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들을 유지, 보관 및 필요시 회수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6) 당직사관의 메모 일지 (OOW’s rough notebook)
○ 법정에서는 사고당시 원본의 기록물이 나중에 선택적으로 작성되는 기록물보다 더
소중한 증거물로 간주한다. 지저분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당직사관의 현장
Notebook도 보존해야 한다.
○ Deck Log book의 마지막 기사란에 당직사관이 서명을 하는 관행은 당직사관의
Rough notebook을 대신하는 이유로 정착된 것이다.

7) 대략적인 보고서 (Rough reports)
○ 심각한 사고 발생시, 당직사관이나 상급사관들은 선주와 상의 전에 보고서를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법적인 관점은 이러한 상의는 보고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고서가 편견 없는 증인으로부터의 진실한 증거로 믿어지려
면 이러한 상의는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작
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 당직사관은 보고서에서 진실해야 하며, 특히 법정에 당도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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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이 문서들을 상세히 검토하거나 내용면에
서 당직사관을 여러 각도로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부 전문
가들은 이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자신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거나, 자신의 고용주
를 불리하게 만드는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Although an omission may be forgiven, an untruth cannot be forgiven.누락은 용서될 수 있지만 거짓은 용서할 수 없다.)

8) 소손해 (Minor claims)
○ 운항중 클레임으로 진행하지 않는 많은 소손해들이 일어난다. 이것들은 클레임 액
수보다 조사하는 것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따라서 선주들은 분쟁비
용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클레임을 지불하려고 할 수도 있다.
○ 연속적인 작은 클레임들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주가 이러한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게 Logbook 기사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선주
는 상당한 액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9) 기타 선내 보관 기록들 (Other records kept on board)
○ Calculation (cargo, stability, draft survey)
○ Plan (cargo, ballast)
○ Records (equip. soundings, bilge pumping, acidity of bilge water,
ventilation, cargo hold temperatures, gas detector reading, Ref-con
monitoring etc)
○ 선내 모든 자동기록 내용의 출력물
○ 선종에 따른 각종의 기록들

10) 사진 기록 (Photographic records)
○ 사진, 영상물은 카메라의 자동기능을 사용하여 날짜/시간과 함께 각각 번호를 붙
이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보고서에 첨부 한다. 이것들은 장래 일정시점에서 요구
된다면 빠르게 재생될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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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은 문서들처럼 상대방에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선박의
명백한 결함을 나타내는 사진촬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 사진들은 문서를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진 촬영이
사고나 손상을 피하는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11) 삭제 (Erasures)
○ 삭제 또는 정정은 상대방이 Log book을 검사할 때 의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많
은 삭제를 한 Log book은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추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례 5-7

3기사의 잘못된 Oil record book 수정

원유선을 승선할 때인데 중동의 어느 항구에서 Major Vetting 수검 중 발생한 일이
었다. 본선의 각종 기록부를 검사하던 Major 검사관이 본선의 Oil record book에서 한
페이지에 종이를 붙여서 기록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선박의 각종 기록부 작성시 잘못 기
록한 부분이 있으면 줄을 그어서 수정을 하여야 하는데 3등기관사가 잘못 기록된 부분
위에 종이를 잘라서 붙이고 수정한 것이었다.
입항 전 3등기관사가 Oil record book에 서명을 받으러 왔을 때 기관부 Oil record
book은 기관장께서 서명을 한 후에 선장이 서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
만 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수검시 부적합(Non-conformity)에
해당되는 중요한 과실이다. 다행히 Major 검사관이 이 내용을 검사기록에 남기지 않고
양해를 해주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수였다.

12) 변조 (Falsifications)
○ 위조 또는 변조는 과학적 조사로 모두 규명되므로 시도하면 안 된다. 만약 법정에
서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선주가 제출한 다른 진실한 증거들조차 채택되지 않거나
거부될 수도 있다.

13) 정확한 시간 (Accurate timings)
○ 개별 Log book에 기록되는 시간은 모든 문서의 근간이 되므로 정확히 기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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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화물작업의 중지는 정확한 시간과 이유가 규명되어 기록되는 것이 중요
하다. 당직사관은 하역인부 팀장 등 관련자들과 협의된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어떠한 불일치들도 출항 전 바쁠 때보다는 사건이 발생할 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14) 흘수의 기록 (Logging drafts)
○ 선박 흘수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매 당직을 마칠 때마다 확인
하여 기록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다. 적양하작업이 빠른 Bulk선에서는 선적단계마
다 사전 계획된 수치와 비교되어야 한다.
○ 이런 목적을 위해서 Draft gauge는 정확해야 하며, Bending moment와 Shearing
force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수 비중 또한 각 흘수
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15) 기상상태 기사 (Logging the weather)
○ Rain, 기타 습도의 다른 형태가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을 항상 기록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부두를 기다리는 정박지 시간을 포함하여 하역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라도 이런 정보들은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간이 하역작업이 허용되는
정박기간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16) 손상 상황 기사 (Logging damage)
○ 당직사관이 목격하는 모든 손상들은 24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클레임도 유효하지 않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 선주 또는 용선자로부터 제공된 양식에 의해 손상 상세를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지
만, 이럴 때라도 사고의 간략한 내용은 Log book에 기록되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이런 모든 손상들은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7) 선창 검사 (Hold inspection)
○ 개별 화물창의 검사가 완료되면, 당직사관은 적절한 언급과 함께 그 화물창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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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Log book 기록(예)
[선창검사 기록]
 All cargo for that port has been discharged.
 The securing arrangements for the cargo have been checked, and the stow
is secured sufficiently for the next intended sea passage.
 A search has been made for stowaways, and that afterwards all the hold
accesses have been locked.
[주요 방문자]
 Ex) 0915-1645: Captain h.s. Choi(KR surveyor) attended for annual safety
equipment survey
 0830-1100: Mr P.Jones(DNV register) attended for CMS items 1025, 1640 &
2310(Continuous survey of hull/machinery)
 1300: Two lashing gangs on board, working deck as required.
[주요 Event]
 Cargo operation with detailed equip.
 Samples of cargo, bunker
 Other crafts
 Repairs
 All accidents
 Any fumigation
 Any protest
 Shifting
 Any pollution
 All extra security measures
 All extra precaution taken on the advic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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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의 사고조사

4.1 관련 법규
1) 국내 규정
〇 선원법
-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79조(선내 안전ㆍ보
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2) 국제 규정
〇 SOLAS 제21규칙(해양사고)
〇 MARPOL 73/78 제8조와 제12조
〇 IMO 해양사고조사코드
〇 MLC 협약 규정 제5.1.6조
〇 MSC/Cir. 827 (MEPC/Cir.333) Harmonized Reporting Procedures

4.2 사고조사의 필요성
1) 사고조사의 목적
〇 사고조사의 목적은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재해요소에 관한 정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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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재해원인을 분석, 검토해서 재해원인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〇 즉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원인과 안전 위협요소를 광범위하게 찾
아냄으로써 기 발생된 사고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〇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를 위해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선박사고조사의 목적을 누구의 비난 정도를 결정하거나 책임을 판단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〇 한편 2006년 ILO 해사노동협약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대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사고조사 대상
〇 「선원법」에서 요구하는 직무상 사고
〇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
(1) 인명의 사망 또는 중상
(2) 선박으로부터의 인명의 실종
(3) 선박의 멸실, 추정멸실 또는 유기
(4) 선박에 대한 중대한 손상
(5) 좌초 또는 선박의 운항불가 또는 충돌에 연루
(6) 해당 선박, 타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해양 시설물
의 중대한 손상, 또는
(7) 한 선박 또는 복수 선박에 의하여 야기된 심각한 환경피해 또는 심각한 환경피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
〇 선장은 법률에서 정한 해양사고 외에도 선박의 안전, 인명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
래한 사건이 있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경우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사고조사의 주체
〇 사고조사는 각 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선내 안전관리자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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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왜냐 하면 안전관리자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작업조건을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어떤 시정조치가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4.3 사고조사 방법
1) 조사기법 적용의 필요성
〇 선박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잠재된 원
인은 흔히 사고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〇 따라서 그러한 원인을 적절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을 찾는 등 적기에, 적절한 조사기법을 동원
해야한다.

2) 조사의 시기
〇 사고조사는 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람의 정확한 기
억에 의존하는 증거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하면 매우 빠르게 훼손될 수 있으며, 조
사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즉시 이루어진 증거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〇 또한 즉각적인 조사의 착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다.

3) 사고 현장
〇 사고현장은 가능한 한 조사팀들이 조사를 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어서 즉각적인 수리
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사진, 영상-녹음장비, 스케치 또는 기타 이용 가능
한 수단을 이용하여 추후에 결정적인 증거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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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특히, 현장에서 각 개인별 위치, 설비의 위치 및 상태, 감독자 지시사항, 작업허가
및 기록용 해도를 기록하여 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손상을 입었거나 못쓰게 된
부품들은 조사팀들이 도착할 때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나중에 중
요 증거물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그와 같은 중
요한 증거물은 주의해서 표시해 두어야 한다.

4) 증인 정보
〇 사고 이후 상황이 진정되고 사람과 설비 및 환경에 대한 위험상황이 사라지면 사
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동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항들을 문서로 기록
해 두어야 한다.

5) 사고배경에 관한 정보(Background information)
〇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사고배경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4.4 사고조사 순서

그림 5-1. 사고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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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사고관련 자료 수집
〇 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사실들을 수집한다.
〇 이 단계에서는 사실 확인, 면담 대상자의 선정, 관련자의 면담 실시가 이루어진다.

2) 2단계 : 사고경위의 확정
〇 1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조합하여 사고경위를 작성한다.
〇 사고경위에는 사고발생 과정, 그 배경, 발생한 시각 및 그와 같은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단계 : 불안전한 행위, 의사결정 또는 조건의 식별
〇 1단계 및 2단계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사고경위를 활용하여 불안전한 행위, 의사
결정 또는 조건을 식별한다.
〇 식별된 각각의 불안전한 행위, 의사결정 또는 조건의 근원을 판단한다.

4) 4단계 : 과실 및 위반유형의 식별
〇 3단계에서 식별된 각각의 불안전한 행위, 의사결정 또는 조건에 내포된 과실
(Error) 또는 위반(Violation) 유형을 식별한다.

5) 5단계 : 잠재요인의 식별
〇 불안전한 행위, 의사결정 또는 조건의 이면에 잠재된 요인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〇 각각의 잠재요인에는 여러 개의 불안전한 행위, 의사결정 또는 조건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되었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6단계 : 잠재적인 안전문제의 식별과 안전조치 마련
(1) 분석
〇 가장 우선하는 원칙은 어떠한 분석도 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에 확고히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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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〇 증거들이 수집되면 사고 발생과정을 구성하고 밝혀지지 않은 안전 결함사항에 대
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가능한 요소들은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〇 분석은 실제의 사실과 결론을 연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논리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지적활동이다.

(2) 안전조치
〇 사고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안전을 증진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〇 따라서 권고된 안전조치는 어떠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누구 또는 어떤 조직
에 이행책임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행조치의 긴급성 등이 명확해야 한다.

사례 5-8

작업자의 억측으로 인한 펌프 폭발 사고 원인

본선에서 유류 이송작업을 하던 중 이송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1기사는 펌프를
중지하고 수리를 한 후 다시 재가동을 하였다.
기름 이송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1기사는 펌프 제어판에서 정지 버턴을 눌렀고,
펌프의 작동램프가 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곧 바로 1기사는 이송펌프의 흡입측 밸브
를 원격조작에 의해 폐쇄하였다.
몇시간 후 기관제어실에서 이송펌프의 고온 Alarm이 울렸는데, 1기사는 분명히 이송
펌프를 정지시켰고, 작동램프도 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고온 Alarm이 고장
이 나서 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무시하였다.
얼마 후 펌프가 과열되면서 기관실 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펌프를 수리할 때 회로를 잘못 연결하여 펌프 정지버턴을 누
르면 펌프는 정지하지 않고 단지 운전램프만 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기사가 정지
버턴을 눌렀지만 펌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았으며 흡입측 밸브를 잠그자 공회전을 계
속하다가 과열되어 폭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고의 주된 기여요소는 운전중인 펌프가 과열되어 고온경보를 울렸지만 운전자는 펌
프의 운전램프가 꺼졌다는 것은 펌프가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는 작업자의 '억측'이었다.
'펌프 정지램프가 꺼지면 펌프가 멈춘다.'는 규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펌프가 계속 돌
아가고 있다는 온도 경고의 증거를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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