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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1)에는 16톤급 행정선 「추

자호」가 운항 중이다. 추자호는 추자도 관내 유인도서를 

†ankwang@mmu.ac.kr, 061-240-7199

※본 논문은 2019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한국해양

수산연수원, 2019.11.28.-29.)에 발표되었음.

1)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 중간에 위치한 군도(君道)로 4개의 유인

도(상추자도, 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와 3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

어 있음

운항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추자호는 선령이 25년이 넘

어서 정부기준(MOF, 2019)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났고, 선

체, 기관 및 설비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해서 현대화

를 위한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추자도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없어서 응급환자발생 

시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추자호는 속력

이 느려서 응급환자 수송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해양경찰의 

헬기나 경비정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

로 섬 주민들은 제주도청에 의료선 기능을 갖춘 고속 행정

선의 도입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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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행정선 추자호는 제주시 추자군도 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추자호는 선령이 관공선의 내구연한인 25년

이 지나서 안전을 위해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추자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시까지 해상수송 수단이 없어서 추자

도 주민들은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으로 대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자도 행정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행정선

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조사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대체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 현장조

사 및 선박이용자와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대체 행정선이 의료선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

하고,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행정선 대체 건조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 

및 선박기본설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향상 및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용어 : 추자도, 행정선, 관공선, 응급환자, 의료선, 개념설계

Abstract : The administrative ship, Chuja-ho, is the only mode of transportation between manned islands in the Chuja-do, Jeju. Chuja-ho is a 

25-year-old age, which is identified to pass the persisting period (25 years) for public ship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replacement. The residents 

of the island are also requesting that the new administrative ship be outfitted with medical functions because there is no sea transportation system for 

medical emergencies in Chuja-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quired functions of a new administrative ship outfitted with medical 

functions and to suggest a conceptual design. In order to review the necessity of an emergency patient transport system, user requiremen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and the ship's condition assessed by ship experts who carried out an on-site survey and analysis of ship survey data. Thereafter, a 

conceptual design for a new administrative ship with medical functions was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during a review of a new 

budget plan and for basic ship designs during the replacement project by the local government. It is also expected to improve the safety and medical 

environment of Chuja-do residents.

Key Words : Chuja-do, Administrative ship, Public ship, Emergency patient, Medical ship, Conceptual design



추자도 행정선의 필요기능 조사 및 선박 개념설계

- 607 -

본 연구의 목적은 추자도 행정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행정

선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조사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

한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

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추자면사무소 및 추자보건지

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행정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추포도와 횡간도 주

민 및 추자면 자치위원장 등 선박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행정선이 수행할 기능을 식별하였다.

또한 선박전문가의 선박 상태점검 및 정부대행 선박검사

자료 조사를 통해 현 추자호의 선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고, 조선소 관계자들과 함께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대체 

행정선의 선체 재질, 톤수, 주요치수, 기관출력 및 속력 등 

선박 개념설계에 관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2. 추자호 선박 상태 및 운항 현황

2.1 추자호 선박 상태

선박 관련 증서에 따른 추자호의 주요제원 및 전경은 

Table 1 및 Fig. 1과 같다. 추자호는 항해속력 14.5노트로 설

계되었으며2), 건조 시 해상시운전 속력은 기관 2,300 rpm 

(100 % Load)에서 14.99노트였다3). 현지 선박운항점검 결과4)

에 따르면 기관 노후화로 인해 전속 항해는 어렵고 평시 운

항속력은 기관회전수 2,000(70 % load)일 때 약 12노트이다.

추자호는 1995년 건조 당시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서 제1

회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선박검사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5년 4월에 제5회 정기검사 및 2017년 4월에 제1종 

중간검사 시 선체 선저검사가 수행되었고 특이사항 없이 선

박검사에 합격하였다5). 추자호는 관계 법령6)에 따라 상가검

사시 철판두께 측정이 요구되는 선박이 아니므로 육안으로 

현상검사만 실시되었다.

2) 추자호 일반시방서에 시운전 최대속력은 15노트, 항해속력은 14노트

로 정의되어 있음

3) 추자호 해상공시운전성적서에는 기관 2,300 rpm(100 % load)에서 속력 

14.99노트, 2,200 rpm(85 % load)에서 13.91노트, 2,089 rpm(75 % load)

에서 13.23노트, 1,825 rpm(50 % load)에서 12.35노트로 측정됨

4) 선박전문가 2인(정부 선박검사관으로 2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로서 

각 자 선체와 기관을 담당)이 선박운항 현장에서 선박상태 및 운항

현황을 점검하고 작성한 결과 보고서

5) 추자호 제5회 정기검사(2015.4.17. 추자조선소/삼우기공사) 및 제1종 

중간검사(2017.4.13. 추자조선소/삼우기공사) 자료 

6) 선박안전법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에 따라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 시에 선체두께 측정을 실시해야 함

Items Contents

Registry number JJC-958535

Type of ship Motor vessel / Other ship (Public ship)

Gross tonnage 16 tons

Dimension L 15.44 m x B 4.00 m x D 1.80 m

Built year (Age) July 1995 (25 years)

Main engine Diesel engine (659 HP) x 1 set

Propulsion Propeller x 1 set

Material of hull Steel

Navigation area Near coastal area

Boarding capacity 12 Persons (passenger : 8, crew : 4)

Navigational 
limitation

Navigation only within 2 hours navigation 
area with her maximum speed 

Table 1. Registry status and main characteristics of Chuja-ho

Fig. 1. View of Chuja-ho.

선박전문가의 선박 현장점검 결과 선체는 전반적으로 부

식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상갑판 상의 개구가 

대부분 부식으로 고착되어 수밀상태가 불량한 상태였고, 여

객실은 내부 내장재의 부식이 심하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

고 비상탈출 및 구명설비의 상시 사용이 어려워 여객실의 

기능은 상실된 상태였다.

기관은 건조 시 설치된 디젤기관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

는데,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추자도 관내에는 전

문 수리업체가 없어서 기관고장 시에는 선박운항이 중단되

어 인근 주민들의 어선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기관고장이 우려되어 기관을 감속 운항 중인 실정이다. 또

한 해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고장이 우려되어 운

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18년의 경우 운항계획 230회 대

비 실제 운항횟수는 132회(57 %)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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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추자호는 항해속력 및 기관성능이 

건조 당시보다 저하되어 있으며, 선체 및 기관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선박의 일반적인 수명은 선박소유자

의 처분결정에 따라 결정되나(Kim, 2008), 관공선의 경우 정

부규정을 따른다. 이와 같은 추자호의 상태는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박상태평가를 실

시했을 경우 “3등급 - 즉시 대체건조추진 및 안전운항을 위

한 수리”에 준하는 등급평가에 해당한다. 또한 추자호는 관

공선의 내구연한 선령 25년이 넘은 선박으로 선박상태평가 

없이도 대체 건조할 이유가 충분한 상태이다,

2.2 추자호 운항 현황

추자호는 추자도를 출발하여 추포도 및 횡간도를 거쳐 다

시 추자도로 돌아오는데, 운항거리는 8.8해리이고 소요시간

은 1시간이다. 추자호 항로도는 Fig. 2와 같고, 제주항을 기

점으로 추자도의 해상위치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추자호는 주 5회 운항하며 해양기상 조건이나 공휴일 등

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되고 있고, 주로 추포도와 

횡간도의 주민들이 이용한다. 현재 추포도에는 2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횡간도에는 8가구 12명이 거주하고 있다. 

추자호는 도서민 외에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발전소 정비 등을 위한 자가 이용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생

필품과 택배화물 등 화물수송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Fig. 2. Operating route of Chuja-ho.

추자호 운항 해역은 선박안전법상 연해구역으로 연중 조

류가 세고 파고가 높다. 조석 차이는 연중 2~3미터인데 고조 

시 가장 조위가 높을 때는 약최저저조위7)로부터 343센티미

터8)이고 조위가 가장 낮을 때는 약최저저조위로부터 –53센

티미터9)로 차이가 최대 4미터에 달한다. 조석차이로 인해 

7) 조석으로 인하여 가장 낮아진 해수면 높이(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8) 2019년 9월 1일 00:06 예보치

9) 2019년 2월 5일 05:32 예보치

발생하는 조류도 빠른 편이이서 최강창조류10)가 초속 58~70

센티미터(1.1~1.5노트)에 달한다(KHOA, 2020).

Fig. 3. Location of Chuja-do based on Jeju.

추자호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풍랑·폭풍해일주의보시 출

항이 통제된다(MOF, 2020b). 또한 추포도 및 횡간도에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 접안시설이 없어서 선박이 암벽

에 선수를 걸쳐 접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4. Berthing facility in Hoeng-gan-do.

3. 응급환자 해상수송체계 필요성

3.1 추자도 응급환자 이송 현황

최근 추자면 관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응급환자의 발

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추자면의 주민등록 인구는 1,733명

이며, 전체인구의 약 33 %가 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Jeju, 2019). 

10) 저조에서 고조로 해수면이 높아질 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창조류라 하며, 가장 빠른 유속을 최강창조류라 함(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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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보건지소의 자료에 따르면 추자면 관내에서

는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총 2,079명(한 해 평균 약 416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54명(한 해 평균 91명)

의 환자가 제주시 소재 응급의료시설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연도별 긴급이송 현황은 Fig. 5와 같다.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의 이송수단

을 분석해보면, 5년간 총 455건의 이송건수 중 해경(KCG11)) 

경비정이 165건으로 전체의 36 %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헬기가 총 155건12)으로 전체의 34 %로 두 번째로 많이 이용

되었으며, 다음으로 여객선이 126건 이용되어 전체의 28 %

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선, 해군 함정 및 어선 등이 

일부 이용되었는데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최

근 5년간 응급환자 수송에 사용된 운송수단별 비율은 Fig. 6

에 나타나 있다.

Fig. 5. Number of patients for 5 years in Chuja-do.

최근 5년간 운송수단별 환자 이송 현황은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정의 이용은 점차 줄고, 헬기 이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는 소방방재청의 119헬기

가 투입되어 이용이 늘고 있다. 해경 경비정이 추자항에 상

시 대기 중이 아니므로 경비정보다는 헬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응급환자들은 헬기 이용을 희망하지만 야간이

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헬기의 이용은 제한적이다. 

특히, 횡간도의 경우 헬기 이착륙 시설이 미흡하여 헬기 이

용이 어렵고, 추포도의 경우 헬기장은 있으나 헬기 이용을 

위해서는 추자보건지소장의 진단확인이 필요한데, 추자보건

지소장이 추자도에서 추포도로 이동수단이 없어서 추포도

와 횡간도 주민은 헬기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래서 응급환자 긴급이송에 해경 경비정이 가장 많이 이용되

는데, 추자도 인근에 경비함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주에서 

11) KCG : Korea Coast Guard

12) 총 155건의 헬기이용 건수는 해경청 헬기 94건, 경찰청 헬기 48건 

및 소방방재청 헬기 13건을 모두 합한 숫자임

출발하여 추자도에 왔다가 다시 제주시까지 가는데 최소 5

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골든타임을 다투는 응급환자에게

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Fig. 6. Status of transfer by means of transfer.

Fig. 7. Number of transferred patients by year.

추자도에서 제주항까지는 약 30해리(약 56 km)로 응급환

자 이송에 헬기는 소요시간이 약 50~70분 정도이고 해경 경

비정은 100~150분 정도이다. 그러나 해경함정이 추자도에 상

시 정박 대기 중은 아니므로 함정이 추자도에서 멀리 있는 

경우 소요시간은 더 길어진다. 

주민들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이용 가능한 해

상 이송수단으로 속력이 빠른 행정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

다.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이 도입되어 119헬기 및 해경

청 헬기와 함께 활용된다면 기상 및 시간에 구애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의 경우 기상에 따른 운항제약이 많

아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8년에 추자도에 응급환자의 긴급이송 실패로 응급처치가 

늦어져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13). 

13) 추자보건지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환자는 뇌출혈 의심 증상이었

는데 당시 해상안개로 헬기출동이 불가하여 해경경비정으로 제주

로 이송 중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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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증외상은 1시간, 심혈관질환은 2시간 및 뇌

혈관질환은 3시간 이내에 최종치료가 필요하다. 추자도 관

내에 발생한 응급환자의 약 70 %가 사고가 아닌 일반질환에 

의한 환자이므로 필요한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이다.

3.2 의료선 기능 병행 행정선 필요성 

3.2.1 경제적인 측면 

추자호 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은 대

체선박 건조비 1,508백만원14), 의료선 기능 추가를 위한 시

설비 10백만원 및 5년간 선박운영비 170백만원15)을 합한 

1,688백만원이다. 선박운항 인력은 기존의 제주시 소속 공무

원을 활용하고,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추자보건지소 소속 공

무원이 동승하면 되므로 행정선을 의료선으로 활용하는데

에는 별도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지는 않다.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행정선에 가장 필요한 기능은 선박

의 빠른 속력이며 추가로 이송 중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

료장구의 비치가 필요하다. 응급의료장구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10백만원 정도로 현재 응급환자 긴급수송에 사용되

는 헬기나 해경경비정의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면 미

미한 수준이다. 

행정선에 의료선의 기능이 추가된다면 해경 경비정 및 헬

기의 이용 횟수 감소로 치안 및 경비관련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간 47회에 달하는 헬

기 출동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정부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응급사망 감소 및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로 도서주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경제적 측면

을 뛰어 넘어 사회공익적 효과가 기대된다. 

대체될 추자도 행정선은 평시에는 추포도 및 횡간도 주민 

18명16)이 도선(渡船)으로 활용되지만, 추자도 행정선이 의료

선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면 추자면 관내 주민 전체17)가 이

용하므로 행정선 운영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2.2 정책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의료선 기능을 포함한 행정선의 도입에 

대하여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

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MOEF, 2020). 의료선 기능을 갖

14) 건조비 산출 근거(단위 : 백만원) : 총 1,508 = 선각공사 324 + 의장

공사 183 + 배관공사 65.5 + 기관공사 535 + 전기공사 43 + 항해통

신장비 48.3 + 기타 159.5(출처 : 선박전문가, 조선소 및 설계전문가 

전문가의 검토 결과)

15) 운영비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총 170 = 연간 운영비 34(2019년 

제주시 예산에 편성된 선박운영비 기준) x 5년

16) 추포도 인구 : 2가구 6명, 횡간도 인구 : 8가구 12명

17) 추자면 총 인구수 : 1,733명

춘 추자도 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은 기존 선박운영 인력에 

대한 일자리 보전,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안

전성 증진에 기여한다. 

추자호는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선체와 기관이 노후화되

어 건조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선의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새로 건조되는 관공선은 친환경 규제18)

를 따라야 하므로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이다(MOF, 2018).

또한 열악한 추자도의 의료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대체될 행정선에 의료선 기능을 추가해줄 것

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2.3 지역 균형발전 측면

의료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에 주요 요소

이다(Choi, 2016). 추자도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이다. 그럼에도 응급환자 긴급이

송체계도 확립되지 않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보장

되지 않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나 대도시에 비해 의료환

경이 취약하다. 최근 일부 도서지역19)에서는 의료 환경 개

선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의료

진을 배치하였지만, 추자도의 경우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

시설이다. 따라서 추자도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

의 도입은 지역 균형발전에 합당하다.

4. 의료선 기능 행정선에 대한 개념설계

일반적으로 개념설계20)는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

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박건조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선박

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기능을 식별하고 특성을 정하여, 선

박의 크기, 선체의 재질 및 성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

박의 크기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과 운영비가 결정되므로 개

념설계에서는 선박의 용도와 예산 규모에 적정한 선박의 크

기를 결정해야 한다. 선박의 크기는 길이, 폭, 너비 등 기본 

치수와 선박의 전체 폐위구역의 용적을 산정하여 총톤수로 

표시한다(KMRI, 2003). 선박개념설계 단계에서 선박의 추진

성능, 내항성, 조종성 및 복원성 등을 고려한 선형 결정도 

필요하다(Kang et al., 2007).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박운

1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1.1.]

19) 전남 완도군 노화도의 경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병원

급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중이며 응급환자 긴급 이

송체계를 확립하였음

20) 설계과정에서 첫 단계로 하는 작업. 요구사항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설계의 사양을 결정해가는 과정(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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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현황 및 이용자 요구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체 행정선

이 수행할 기능을 종합적으로 식별하고, 행정선의 기능 수

행에 적합한 선박의 크기 및 주요 제원을 정의하여 제시하

였다. 

4.1 선박의 기능과 용도

추포도, 횡간도 등 선박이용자 및 선박운항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식별한 대체 행정선

의 수행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추자군도 유인도서 간 주민의 교통수단

○ 유인도서에 주민생필품, 택배 등 화물수송

○ 추자-제주간 응급환자 해상 긴급이송(의료선 병행)

○ 추자면 행정기능 수행

기존 행정선의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선원 4명과 여객 8명

으로 총 12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선박운항 상 큰 문제가 없

었다. 그 동안 선박운항실적을 고려할 때 선박에 여객이 13

인 이상 승선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박

의 용도는 현행처럼 「기타선(도선)」 또는 「행정선(의료

선)」이 적합하다.

4.2 선박의 크기와 속력

선박의 구조, 기관 및 설비 등 선박시설의 규격은 총톤수

와 선박 길이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정해진다. 선박법에서

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여 선

박등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선박공시제도에 따

른 행정적인 문제로 선박 건조 및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므로 반드시 20톤 미만일 필요는 없다.

반면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요건은 선박의 성능은 물론 건조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

다. 대체 행정선의 항행구역은 추자항에서 제주항까지이므

로 연해구역에 해당한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연해구역을 항

해하기 위한 선박구조 및 크기에 관한 최소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운항구역의 해상여건, 운항시간 및 

선박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선박의 구조와 크기가 고려되어

야 하며 특히, 선박의 구조와 강도에 대해서는 선박의 길이

에 따라 규정이 달리 적용되므로 선박의 길이가 우선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MOF, 2020a).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미만일 경우 소형선박으로 일부 규

정은 완화 적용21)될 수 있지만 선박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

서 제주항까지 항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박의 길이는 최소 1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강선

구조기준22)상 강재의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21)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소형선박’으

로 정의하고 선박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크기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될 행정선은 종전의 추자호가 수행했던 행정선의 일

반적 기능에 추가하여 의료선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추

자도 행정선이 의료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적 요건은 선박의 속력이다. 행정선들은 운항 

경제성을 고려하여 1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Kim et al., 2012). 그러나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추자도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시 소재 응급

의료시설까지 2시간 이내에 이송이 필요하며, 추자항에서 

제주항까지의 해상구간의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지 않

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선은 25노트의 속력

을 낼 수 있어야 한다.

4.3 선체의 재질

선박의 선체를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선박의 무게와 강도

가 결정되므로 선질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 재질로

는 크게 철강(steel)과 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FRP)이 사용되며 두 재질의 장단점을 분석해 본 후 적합한 

선질을 결정해야 한다. 

철강은 일반선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분에 따라 연강, 고장력강, 고강도강 및 알루미늄강 

등의 종류가 있다. 최근 환경보호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알루미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형선박에 알루미늄을 사용할 경우 경량화에 의한 고속화

가 가능하고 높은 내식성에 의한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폐

선 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 친화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한편, 알루미늄선박은 건조과정에서 용접 시공에 고도의 숙

련 기술이 필요하여 용접기능공의 인건비가 매우 높다(Cho, 

2012). 

FRP는 적당한 강도를 가지면서도 무게가 가볍고 부식이 

덜 하므로 선체의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며 폐선 시 정상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Oh, 2019).

FRP선은 강선에 비해 선체의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외판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추자호의 선박운

항거리는 멀지 않으나 운항해역이 연중 바람과 해상파고가 

높고, 추포도와 횡간도에 잔교시설 없어 선박이 암벽에 선

수를 대고 접안해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FRP선은 선수

부 파손에 취약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선체의 재질을 강재로 했을 때 선체가 무거워져서 

고속주행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체되는 행정

22)「강선구조기준」에서는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에는 강재의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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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25노트 이상의 고속주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선체 무게

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체는 고강도강으로 하여 강재의 

두께를 줄이고 상부 구조물은 알루미늄강이 적합하다. 최근 

군함이나 행정선도 이 같이 고강도강 선체와 알루미늄강 상

부구조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최근 건조사례23)에서도 참조해볼 수 있다.

4.4 추진기관 및 추진방식 

추진기관은 사용연료에 따라 디젤엔진과 LNG엔진이 있

으며, 추진방식과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적인 황

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로 대형선박에서는 LNG기관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Lee et al., 2018), 국내항해에만 종

사하는 소형선박에서는 디젤엔진의 사용이 아직까지 보편

적이다. 

속력 25노트 이상 고속으로 항해하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적용 가능한 추진방식은 전통적인 고정피치 프로펠

러(Fixed Pitch Propeller, FPP), 워터제트(Water Jet Propulsion) 

및 IPS(Inboard Propulsion System)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FPP는 추진효율도 다소 높고 설계와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

여 제작비도 저렴하지만, 암초나 수중 부유물에 취약하고 

고속 주행 시 와류와 공동현상(cavitation) 때문에 효율이 감

소할 수 있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워터제트는 추진장치가 모두 선체 내부에 설치되어 선체 

밖으로 돌출부가 없어 수심이 낮은 곳에서의 운항에 유리하

며, 타와 축계가 필요 없고 돌출물에 의한 부가물 저항이 없

는 장점이 있다. 워터제트는 제트분사엔진으로 소형 고속선

에 많이 사용되며 선체의 선형이 받쳐준다면 같은 출력의 

엔진에서 프로펠러 추진 방식보다 고속을 낼 수 있다. 그러

나 설치비, 연료소모량 및 유지비가 고정프로펠러 방식에 

비해 높다. 

IPS는 회전축 없이 엔진의 회전력이 바로 선저에 설치된 

추진기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추진기가 360도 회전하므로 별

도의 조향장치가 필요 없고 접이안 작업이 용이하다. 설치

비용은 워터제트보다 저렴하다.

기관의 출력과 추진방식은 선박 설계가 완성된 이후 별도

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세

가지 추진방식을 비교하여 Table 2에서 예시로 제시하였으

며, 주요 항목별 상호 비교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 제조사

의 주기관과 추진기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성능과 비용측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FPP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23) 경북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88톤급, 정원 30명, 길이 33.5 m, 22노트,

사업비 60억원

Propulsion FPP (Shaft) IPS Water jet

Main eng. Diesel eng. Diesel eng. Diesel eng.

Propeller FPP IPS Water jet

Power 700 hp 550 hp 700 hp

RPM 2300 2900 2300

Displacement 12.8 L 7.7 L 12.8 L

Fuel consumption 130.4 ℓ/h 109 ℓ/h 130.4 ℓ/h

NOX level Tier 2 Tier 2 Tier 2

Weight 1,950 Kg/set 1,410 Kg/set 1,890 Kg/set

Price(2 sets) 360 M. won 420 M. won 450 M. won

Cases General ship Warship High-speed ferry

Table 2. Comparison of propulsion

추진기관의 종류와 출력을 정할 때에는 선박의 크기, 용

도 및 선박속력 이외에 환경규제에 관한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이 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

화적 선박24)을 구입해야 하며, 친환경선박에 관한 최신 해

양수산부의 방침에 적합해야 한다(MOF, 2020c).

또한 최근에는 선박의 추진효율을 상승시켜 선박의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녹색선박기술(green ship technology)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프로펠러와 함께 

추진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Lee et 

al., 2019). 

5. 결 론 

제주시 추자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 추자호는 선령

이 25년 된 노후선박으로 관공선으로서의 내구연한이 지났

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체 건조가 필요하다. 또

한 추자도는 추자보건지소 외에는 별다른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시 응급의료

기관으로 긴급이송이 필요함에도 상시 이용 가능한 긴급이

2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③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④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

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⑤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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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체계가 전문한 실정으로 추자면 주민들은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대체건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추자보건지소의 행

정자료 조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대체건조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체할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현지 선박운항현황 조사, 선박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조사 및 전문가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 행정선의 주요 제원을 정의하여 개념

설계로 제시하였다. 선박의 크기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총톤수 20톤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강재의 배치와 구조 등 선박건조 관련 기준 

적용을 고려하여 선박의 길이는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을 

제시하였다. 현지 접안시설을 고려하여 선체의 재질은 강 

및 알루미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응급환자 수송을 위하

여 속력을 최대한 낼 수 있는 추진방식과 기관출력을 비교

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행정선 대체 건조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검토자료 및 선박기본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추자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 

대체사업이 추진된다면 도서민의 교통안전이 향상되고 응

급환자 발생 시 긴급 해상이송수단이 확보되어 추자도의 취

약한 의료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크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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