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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국내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염원 대부

분이 소형어선과 예인선이었으며 특히, 예인선의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아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오염원인 예인선에 의한 좌초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령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 61척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발생위치 63개소를 표시하고 

선장들에게 표시된 좌초위치를 주의하여 확인하면서 운항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효과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20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피험선박에 의한 좌초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선장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명 중 36명(90%)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험 효과가 검증되었다.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및 알려지지 않은 암초 위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사 및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방안 제안 등 다양한 좌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핵심용어 : GPS 플로터, 예인선, 좌초사고, 사고위치 표시, 해양오염 사고, 보령 연안해역 

Abstract : In the event of a marine pollution accident, Korea, which is bordered by the sea on three sides, would suffer tremendous damag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in Korea, most pollutants were small fishing boats and tugboats. In particular, urgent safety measures are 

required due to the high incidenc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tranded tugboats. This study aims to decrease secondary marine 

pollution accidents by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by stranded tugboats, the main source of pollution accidents. To this en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ark 63 locations where stranded accidents have occurred on the GPS plotters of 61 tugboats operating in 

Boryeong sea area. Its effectiveness was then investiga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tranded accident by the subject ship during the 

20-month experiment period. As a result of survey of the captains, 36 out of 40 respondents (90%) stated that the experiment was significantly 

helpful in ensuring safe navigation, thus confirming its effectiveness.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to prevent stranded accidents, including 

providing information to manufacturers and users by marking the location of grounded accidents on GPS plotters and post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unknown reefs on the official website of institution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ey Words : GPS plotter, Tugboat, Stranded accident, Accident location indication, Marine pollution accident, Boryeong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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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5년 7월 유조선 씨프린스호(144,567톤)가 여수 소리도 

해안에 좌초되어 원유 및 연료유 5,035 kl가 유출되었으며 

약 230 km의 해상이 오염됨으로써 어민 피해 규모가 700억 

원이 넘었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Korea coast guard, 

2020). 이렇듯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양식장이 풍부한 우

리나라 연안해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

질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

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2019). 

해양오염의 원인은 충돌·좌초 등에 의한 해양사고 기인 

‘해난’과 기름을 바다로 불법으로 배출하는 ‘고의’, 그리고 

선박종사자의 과실 등에 의한 ‘부주의’ 로 구분될 수 있다. 

해양오염사고의 오염원으로는 대부분이 소형어선, 예인선

(Tugboat)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건수는 어

선(115건, 42.4 %)＞예인선 등 기타선(76건, 28 %)＞화물선(25

건, 9.2 %) 순이었다(Korea coast guard, 2018). 

해양오염사고에 의한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유조선(88.5 kl, 

38.5 %)＞기타선(56.1 kl, 24.4 %)＞육상기인(45 kl, 19.6 %)＞어

선(37.4 kl, 16.3 %)＞화물선(2.3 kl, 1 %) 순으로 나타났다(Korea 

coast guard, 2018). 기타선이란 예인선과 부선 등을 말하며 안

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전체 사고건수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선의 좌초 예방을 위한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사고 주요 오염원 중의 하나인 

예인선을 대상으로 예인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에 좌초사

고 위치를 표시하고 운항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선장에 의한 

인적사고 예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통계연보를 토대로 최근 5년(2015-2019년) 간 우리나라 해역

에서 예인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

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예인선 선장이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연구하였으

며 보령 연안해역을 실험장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인선의 용도범위를 항만공사나 해상공사

에서 사용되는 준설선, 모래운반선 등의 작업선으로 하여 

항양용과 연안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소적 범위인 보령 연안해역은 북쪽으로 충남 홍성군 서

부면 남당항에서 남쪽으로 충남 서천군 장항항의 해역까지

로 설정(Fig. 5 참조)하였으며, 연안해역이란 바닷가와 만조 

수위선 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의미한다

(Coast management act, 2019). 

보령 연안해역을 선정한 이유는 보령 해역에서 지난 2018

년 한 해 동안 3건의 예인선 좌초사고로 해양오염이 발생하

여 전국 최대 유출량(48.7 kl)을 기록하였고 큰 피해를 입혔

기 때문이다. 즉, 2018년 9월 인천선적 예인선의 서천화력발

전소 인근 좌초로 벙커 A유 20 kl 유출, 각각 11월과 12월에

도 부산선적 예인선이 좌초된바 있었다. 

주요 사고 원인은 타 지역에서 온 선장이 부주의로 저조

시에 암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암초(Reef)란 수중에 있으며 썰물 때만 노출되거나 해면 

밑 수 미터에 해저로부터 돌출되어 있어 선박 항행에 장애

가 된다(Doopedia, 2020). 특히, 서해안에서 저조시에 수면 근

처의 간출암(Rocky dry)은 항해하는 선장이 알지 못하는 경

우에 좌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KIOST, 2018). 

본 연구는 GPS 단말기에 암초 및 저수심 정보는 표시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고조와 저조 사이에 수심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저조시에 암초가 수면 가까이 존재하지만 선장

이 당해 해역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간과하고 항해

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상황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예인선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GPS 플로터

에 과거 좌초사고 위치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장들이 이

를 이용하여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좌초사

고와 이에 의한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2. 연구과정

2.1 연구 절차 

Fig. 1은 본 연구의 단계별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절

차는 4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process chart. 

•Step 1: 보령연안해역 해양오염사고 원인 조사

KMST 재결서 검토와 보령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보

령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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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해양오염사고 원인 식별 

‘STEP 1’의 해양오염사고 원인과 주체를 식별한다. 

•Step 3: 피험선박 GPS 플로터에 사고위치표시 실험

보령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예인선을 대상으로 GPS 플로

터에 좌초사고 위치를 표시하고 운항하는 실험을 실시한다.

•Step 4: 실험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선장 대상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검증하고 실험결

과를 반영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2 선행연구 조사 

이전 연구에서 선박 내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경위

도 위치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선장에 의한 좌초

사고 예방의 방법으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항만과 진입수로에서 속

력제한 위반 경고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GPS 플로터에 특정 

구역의 위치표시와 함께 음성경고 기능 등을 도입하는 방안

이 제시된바 있다(Kim, 2019). 또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

고 예방 및 경감과 관련하여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

(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

과실을 줄이는 방안이 보고된바 있다(Choi and Ha, 2020). 

3. 예인선 사고분석 및 문제점 식별 

3.1 선박용도별 사고척수 비교 

Table 1은 KMST에서 발행한 통계연보를 근거로 국내해역

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것이다(KMST, 2019). 이 중 예인선에 의

한 해양사고는 총 467척이 발생하여 화물선을 제외하고 여

객선이나 유조선보다 발생척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ype Tugboat Ferry Cargo ship Oil tanker

Total 467 274 581 387

2015 94 66 115 65

2016 77 65 116 67

2017 91 46 127 73

2018 111 44 112 89

2019 94 53 111 93

Table 1. Status of maritime accidents by ship type (Unit: Ship)

3.2 예인선의 주요 사고유형 

Fig. 2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국내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좌초사고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여객선 11척, 화물선 12척, 유조선 8척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비교하여 예인선의 경우는 총 25척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KMST, 2019). 

해양경찰청 백서에 의하면 2018년에 국내해역에서 발생

된 좌초사고에서 인명피해(사망사고)는 없었으나 적재된 연

료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모든 좌초사고에서 공통적으

로 발생하였다(Korea coast guard, 2019). 

Fig. 2. Status of aground accidents by ship type (2015-2019). 

3.3 예인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좌초사고의 원인분석 

Fig. 3은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국내 연안해역에서 

각종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좌초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

다(KMST, 2019). 다양한 원인 중에서 본선(Own ship)의 선위 

확인 소홀이 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Analysis of cause of ship aground accident (2015-2019).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첫째, 본선의 위치와 저수심 

등 항해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GPS 등 항해 보조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좌초 사고는 통상 적재된 연

료유 등 유류유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좌초 사고 예방의 중

요성이 인식된다. 

(2) 보령 연안해역에서 좌초사고에 의한 문제점 식별 

보령 연안해역에서 최근 5년(2014-2018년) 간 발생한 해양

오염사고 36건 중 예인선에 의한 사고는 8건으로 22 %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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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예인선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첫째, 동 기간 전체 유류 유출량 70.7 kl 중 예인선에 의한 

유류 유출이 45.5 kl로 64.3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예인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식별되었다. 

둘째, 기간 중 예인선에 의한 7건의 해양오염사고가 외지 

선적(부산 4척, 인천 3척)에 의한 좌초 사고였다. 사고의 주

요원인은 ① 해상 공사를 목적으로 보령 해역의 주요 항구

에 출입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선장이 항해 해

역의 특성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저수심과 암초위치에 대

한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항해한 점, ③ GPS 단말기에 암초 

및 저수심 정보는 표시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고조와 

저조사이에 수심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저조시에 암초가 수

면 가까이 존재하나 이를 간과하고 항해하여 사고로 이어지

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 3.3절에서 분석된 운항부주의에 해당하는 선위확

인 소홀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보령 연안해역에서 운항하는 예인선 척수 증가와 

관련하여 보령항 및 장항항을 입출항한 예인선은 2018년 

146척 대비 2019년에는 269척으로 증가하여 총 123척이 전년 

대비 증가(Table 2)한 것으로 나타났다(Port-MIS, 2019). 

Table 2에서 장항항과 보령항을 입출항한 예인선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사작업의 목적으로 보령 

연안해역 운항 예인선이 2018년 대비 123척이나 증가하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좌초 사고의 가능

성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Port          Year 2018 2019 Rate of increase

Total 146 269 123↑

Boryeong 43 50 7↑

Janghang 103 219 116↑

Table 2. Comparison of increasing number of tugboats about entry 

and departure at ports

4. 예인선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실험

제 3.3절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령 연

안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을 대상으로 예인선의 선교에 설

치된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위치를 표시하고 운항하

도록 하는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험목적은 연안해역에

서 선장 등 선박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좌초사고 예방을 통하여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1 실험설계

보령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예인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

에 과거 보령 연안해역에서 발생했던 각종 선박에 의한 좌

초사고 발생위치를 SD 메모리 카드(Secure Digital memory 

card)에 저장하여 입력한 후 운항토록 하는 실험방법을 설계

하였다. 실험기간은 20개월로 하였고 기간 중 선장들이 항해 

중에 좌초사고 위치정보를 활용토록 한 후 사고 감소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 실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보령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좌초사고 총 63개소의 발생

위치를 정보표시 대상으로 선정한다(Fig. 5). 

(2) 항만법상 보령 연안해역의 무역항인 장항항과 보령항 

및 연안항인 대천항과 비인항의 총 4개 항구에 입·출항하는 

예인선 61척을 대상으로 선장의 동의를 받아 GPS 플로터에 

SD 메모리 카드로 좌초사고 위치정보를 입력한다. 

(3)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0개월이다. 

(4) 실험 기간 종료 후 예인선의 좌초사고 발생 여부를 조

사하여 실험방법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5) 피험선박 중 40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장을 대상으

로 전화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질문하여 결과를 검증한다. 

4.2 GPS 플로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

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으로 선박 등의 내비게이션장치에 주로 쓰이고 있다. 

해상용 GPS 플로터는 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기능을 접목한 장치로 소형선박들을 위한 간이전

자해도가 내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형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항해 보조 장치이다.

Fig. 4는 실험용 GPS 플로터의 샘플 사진이며 최신의 디지

털 전자해도가 내장되어 있고 SD 카드로 전자해도 화면에 

특정 위치표시가 가능하며 업데이트 또한 가능하다. 

Fig. 4. GPS plotter sample photo (NAVIS 51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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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좌초사고 위치표시 개소 선정 

예인선의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를 표시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에 각종 선박이 보령 연안해역 항해 

중 발생했던 좌초사고 기록을 보령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

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년 동안 보령 연안해역에서 발

생한 해양사고 기록을 토대로 좌초사고 총 63개소를 선정하

여 사고가 발생했던 정확한 경위도 좌표를 확보하였다. 

Fig. 5는 선정된 좌초사고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노란색 

삼각형은 예인선들이 좌초되었던 위치이며 빨간색 삼각형

은 예인선외의 각종 선박들이 좌초 되었던 위치이다. 

Fig. 5. Location indication of aground accidents in the coastal 

waters of Boryeong (2014-2019). 

특징은, 오천항 및 보령항 서방해역에 좌초사고 위치가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원인으로는 보령항 인근의 LNG 터미

널과 보령화력부두 석탄취급설비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예인선의 입출항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4.4 피험 선박 

피험선박은 보령 연안해역의 무역항인 장항항과 보령항 

및 연안항에 해당하는 대천항과 비인항의 총 4개소 항구에 

입·출항하는 예인선 총 61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보령 

연안해역에 선적항을 둔 예인선은 총 15척(보령 11척, 장항 

4척)이고 외지 선적 예인선은 46척이다(Table 3). 

Subject ship Total
Port of registration

Boryeong regions Other regions

Tugboat 61 15 46

Table 3. Registration ports for experimental tugboats (Unit: Ship)

4.5 예인선의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1) 예인선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방법 

예인선내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는 다음의 방

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특정 예인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에 

구매한 SD 메모리 카드를 넣는다. 둘째, 확보한 63개소의 좌

초 위치 좌표(경위도)를 사고 개소마다 입력한다. 셋째, SD 

카드에 좌표를 저장한 후 해당 SD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예

인선에 저장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좌초사고 위치표시는 의 형태로 하였으며 색상은 변

경 가능하나 선장들이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개별 입력한 

빨간색 색상이 많아 검정 색상으로 설정하였다. 

설치작업은 예인선에 방문하여 선장의 협조를 받아 GPS 

플로터에 SD 카드를 넣어 다운로드하였으며 선장들에게 보

령 연안해역을 항해할 때 GPS 플로터에 표시된 좌초위치를 

주의하여 확인하면서 항해하도록 당부하였다. 

예인선 방문을 위한 입항여부 파악은 선박 출입항 관리와 

위치파악을 위한 해양경찰의 V-PASS 시스템과 해양수산부

에서 운영하는 통합 PORT-MIS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2) 실험과정 

Fig. 6은 본 실험의 전체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Marking accident 
locations on chart

(b) Save coordinates to SD 
card

(c) Subject ship (Sample) (d) Download to GPS plotter

Fig. 6. The whole process of the experiment to display the 

location of aground accident points on a GPS pl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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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첫째 과정으로 좌초사고 위치 63개소를 해도에 표시

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이다. 

(b)는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된 사고 위치에 해당하는 경위

도 좌표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SD 메모리카드에 저장한다. 

(c)는 보령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 61척에 대하여 

Port-MIS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항구 입항여부를 확인한다. 

(d)는 선정된 예인선을 방문하여 GPS 플로터에 SD 메모리 

카드를 넣어 사고 위치 좌표를 입력하는 장면이다. 

Fig. 7은 좌초사고 해점이 표시된 GPS 플로터 스크린을 촬

영한 사진으로 좌초위치는 빨간 점선 내에 의 형태로 나

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Sample picture of GPS plotter screen showing the location 

of the aground accident (aground point: displayed in dotted 

line). 

5. 실험 결과 및 고찰 

5.1 실험 결과 

Table 4는 실험기간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

령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에 의한 좌초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전인 2018년까지는 예인선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

고가 매년 2건 또는 3건이 발생하였으나 실험기간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10월 까지 20개월 동안 피험선박 61척 모두

에서 좌초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인선의 운항부주의, 지형지물 숙지 미흡 등에 의한 좌

초사고 및 이에 따른 해양오염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인선의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표출

실험으로 안전항해 유도효과 및 타 지역에서 보령 연안해역

에 처음 진입한 선장들에게 과거 좌초사고 위치표시 방법으

로 저 수심과 암초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효과를 통하여 운항부주의에 의한 좌초사

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Table 

4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좌초사고 예인선은 모두 외지

선적이었으나 Table 3의 46척의 외지선적 예인선(Table 3은 

외지 선적의 사고 발생비율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구

별함)의 경우에는 실험기간 한 척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실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Marine pollution
(Boryeong coastal waters)

2 3 3 0 0

Table 4. Marine pollution caused by aground accident of tug

5.2 피험선박 선장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 및 고찰 

실험내용에 대하여 피험선박 선장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이유는 실험결과에 

대한 검증의 성격으로 피험 선박에 해당하는 예인선 선장들

에게서 실험방법의 유용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5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0까지 18일 간 피험

선박 선장 4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질문 문항에 

대하여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은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의 방법이 안전

항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은 ‘안전항해에 상당히 유용한 도움이 되었다’이며 둘

째 문항은 ‘보통의 도움이 되었다’ 이고 셋째 문항은 ‘도움

이 되지 않았다’ 이었다. 응답자 40명 중에 36명(90 %)이 유

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10 %)만이 보통이었다라고 응답

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선장은 없었다. 

특히, 외지선적 선장 30명 중 29명이 상당이 유용했다고 

응답하여 본 실험방법이 효용성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Question
Person
(Ratio) 

Per-
son

Useful for 
navigation 

Normal for 
navigation 

Unhelpful for 
navigation 

Total 40 36 (90 %) 4 (10 %) 0 (0.0 %)

Other regions 
registration port

30 29 1 0

Boryeong area 
registration port

10 7 3 0

Table 5. Results of phone calls survey targeting the subject ship's 

captains



예인선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실험을 중점으로 -

- 35 -

Table 6은 Table 5의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선장 40명을 대

상으로 실험 전 보령 연안해역 항로 및 지형지물에 대한 숙

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받은 결과이다. 질문 유형

은 자주 항해한 경험이 있어 항로가 익숙한 상태는 ‘상급

(Advanced)’, 항해한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익숙할 경우에는 

‘중급(Middle level)’, 항로가 익숙하지 않을 시에는 ‘하급

(Low)’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결과 보령해역에 선

적항을 둔 선장들은 10명 중 9명이 익숙하고 1명은 보통이

라고 응답하였고 타 지역에 선적항을 둔 선장 중 29명이 하

급이라고 응답하여 특히, 타 지역에 선적항을 둔 선장들에

게 본 실험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
Person
(Ratio) 

Per-
son

Sailing skill level in Boryeong coastal 
waters

Advanced Middle level Low

Total 40 9 (22.5 %) 2 (5 %) 29 (72.5 %)

Other regions 
registration port

30 0 1 29

Boryeong area 
registration port

10 9 1 0

Table 6. Results of phone calls survey for sailing skill levels in 

the Boryeong coastal waters (ship's captains)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위치

표시 방법이 보령 연안해역의 지형, 지물 및 항로에 익숙하

지 않은 타 지역 선장들에게 안전항해 측면에서 상당한 도

움이 되었으며 좌초사고를 예방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

능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조사를 위한 전화통화에서 청취된 선장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좌초사고가 발생한 위치라는 점에서 그 표

시 위치에 본선이 접근할 때 경각심이 생겨 유심히 GPS 플

로터 화면을 보았다. 

둘째, 자신이 표시한 위치가 아니기에 평소보다 더욱 주

의하여 보게 되고 검정색 색상도 눈에 잘 띄어 괜찮았다. 

셋째, 그 간 알지 못했던 저조시에 위험요인이 되는 암초

의 존재를 알 수 있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넷째, GPS 플로터 제조업체에서 구매시점부터 서비스 제

공이 된다면 좋겠다. 

특히, 셋째 의견에서 대부분의 암초는 GPS 단말기에 나타

나 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연안에서는 물때에 따라 저조

시에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

을 사고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GPS 화면을 보고 사전에 인지 

가능한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6. 예인선 좌초 예방의 방법으로 해양오염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5장에서 실험결과 예인선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위치표시 서비스의 방법이 좌초사고 예방효과와 함께 2차적

으로 해양오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제 6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적용한 예인선 좌초 예방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6.1 예인선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제 5장에서 예인선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가 발생

했던 좌표를 SD 카드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방식으로 설정하

고 운항하는 실험을 해본 결과 20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좌초

사고 발생이 없었고 선장들로부터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

이 된다는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나라 전 연안해역에서 운항중인 예인선

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설치 대상을 연안해

역을 항행하는 예인선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선 등 각종 

중소형 선박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공 주체는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해역별 과거 특정 기간의 좌초사고 경위도 좌표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스(Data-base)로 구축하고 이를 안전항해 계도 서비

스의 일환으로 방문의 방법으로 단말기에 설치해 주거나 또

는 관공서에서 위치정보를 제조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제조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프로그램을 무상

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GPS 플로터 전자해도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Samyung ENC 

homepage, 2020). 

6.2 GPS 플로터에 연안해역 암초 위치표시 

6.2.1 국립해양조사원 중심으로 연안해역 암초정보 수집 

시판 중인 GPS 플로터에 일반적인 암초는 표시가 되어 있

으나 암초정보 수집대상의 암초란, 기존 해도에 기재되어 

알려진 암초 외에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저조시에 

수면 근처에서 선박 항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과거 

좌초사고가 발생했던 위치의 암초가 대상이 된다. 즉, 어선 

등 중소형 선박의 경험이 많은 선장이나 해양경찰 함정, 어

업지도선 등 관공선 에서 근무하는 항해 승조원들이 자체적

으로 파악하고 있는 암초위치가 주요한 수집대상이다. 

첫째, 국립해양조사원(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HOA)에서 우리나라 해역별 연안해역의 암초에 대

하여 기존에 파악하여 확보하고 있는 암초위치에 부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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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파악된 암초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수집된 암초 좌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확한 좌표

를 확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안해역의 암초 위

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로 Kim(2020)은 항행안전정보 통

합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항행안전정보 

제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성․대 국민 접근성․활용성이 

강화된 항행안전정보 통합플랫폼(Navigation Safety Information 

Integrated Platform: NSIP)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수

심, 암초, 해상공사구간을 표시한 ‘항해위험구역’, ‘해양사고 

다발해역’ 에 관한 정보 및 경위도 좌표를 항행안전정보 플

랫폼에 저장하여 한국형 e-Navigation 선박 단말기에 제공하

고 이 단말기에 시청각 알람기능을 적용하여 선장 또는 항

해사가 항해 중 이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

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된 방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6.2.2 암초 위치정보를 GPS 플로터 제조사에 제공 

KHOA에서 수집, 확인된 연안해역 별 암초 위치정보를 수

요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거나 암초 위치정보가 저장된 SD카드를 제공하는 방

법으로 GPS 플로터 단말기 제조사에 이를 무상 제공한다. 

이미 판매된 단말기에는 제조사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사용

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SD 카드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전자해도 업데이트와 병행하여 무상 업데이트 가능

하도록 한다. 또한, 추가되는 암초 위치정보를 수시 업데이

트 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6.3 GPS 플로터에 해양사고 위치표시 서비스로 확대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은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시원으로서 예인선에 출입검

사의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2020). 이에 따라 예인선에 출입하는 경우에 업데이트 된 암

초 위치정보 또는 좌초사고 위치정보를 SD 카드를 이용하여 

설치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우

선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정착되면 단계적으로 암초 및 좌

초사고 위치정보 서비스 외에 충돌사고 위치 등 다양한 해

양하고 발생 위치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4 좌초사고, 암초위치 설정 반경 접근시 경보기능 설정 

최근 시판되는 GPS 플로터에는 도착경보, 저수심 경보 등 

알람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Samyung ENC homepage, 2020). 

이를 이용하여 좌초사고 위치 또는 암초위치를 중심으로 사

용자가 설정한 특정 반경 거리 내에 본선이 진입하면 적색

원이 점멸하면서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

다(Samyung ENC homepage, 2020).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다면 

각종 선박의 선장이나 항해사가 낯선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에 부주의로 GPS 플로터 화면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알람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 주의 환기가 가능하게 되므로 좌초 

사고 등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결 론 

예인선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

양오염사고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바, 예인선 좌초에 의

한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량이 유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예인선 좌초사

고 예방을 위하여 예인선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해 주고 20개월 동안 운항하도록 한바 좌초사고

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

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예인선 사고는 좌초사고가 가

장 많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은 인적과실에 해당하는 선장

의 선위확인 소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보령 연안해역의 좌

초사고 분석결과 외지선적 예인선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

었다. 좌초의 원인은 GPS 단말기에 암초 및 저수심 정보는 

표시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고조와 저조 사이에 수심

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저조시에 암초가 수면 가까이 존재하

지만 선장이 당해 해역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간과

하고 항해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2) 이에 따라 선장에 의한 인적사고 예방 측면에서 보령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예인선 61척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

초사고가 발생했던 63개소 좌표를 SD 카드를 이용하여 저장

해 주고 선장들이 이를 확인하면서 주의하여 운항토록 한 

실험결과 20개월 동안 좌초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으며, 

피험선박 선장들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40명 중 

36명(90 %)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여 

실험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3) 실험결과를 적용한 예인선 좌초예방 방안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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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서비스를 해양경

찰서 또는 해양수산청이 주체가 되어 전국의 해역별로 운항 

선박에 대하여 제공하는 방법 또는 제조사에 제공하여 홈페

이지를 통하여 무상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립해양조사원 중심으로 알려지지 않은 연안해역 

암초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GPS 플로터 제조사에 제공하

고 보급토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GPS 플로터에 해양사고 위치표시 서비스로 확대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과거 좌초사고 위치 또는 사고 다발해역의 암초위

치에 대하여 GPS 단말기에 본선이 특정거리 이내의 반경에 

접근 시 경보기능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용 된다면 선장 등 선박종사자의 안전

항해에 보조역할을 하게 되어 각종 선박의 항행부주의에 의

한 연안해역에서의 좌초사고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2차적으

로 해양오염사고 또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제안된 활용방안의 기술적 세부 구현방법과 다양한 

제도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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