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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각종 해양사고로 인해 유조선, 대형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해저에 침몰하는 경우 선적된 화물유 또는 연료유는 해양환경에 

대한 직접적 위험요소로서 안전하고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서는 국내외 구난업체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다

양한 방법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를 목적으로 상이한 작업환경에서 수행된 작업사례들의 자료를 조사하여 작업과정 단계를 사전

준비, 작업실행, 작업완료 단계로 구분한 후 세부공정별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 핵심요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구

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다. 평가에서 특정인의 주관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

이터 지표들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일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방법 및 기술 평가모듈을 각 회수작업의 사전 또는 사후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거 또는 미래의 여러 작업사례 평가데이터 축척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잔존유 회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현장적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핵심용어 : 침몰선, 유출유 방지, 잔존유 회수, 회수작업 평가, 유류오염, 유류오염방제 

Abstract : When oil tankers, large passenger ships and cargo ships sink under the sea owing to various maritime accidents, the residual cargo oil or 

fuel oil in the such vessels could pose direct risk to factor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 require safe and rapid removal. Although domestic and 

foreign salvage companies are adopting various recovery methods and technologies with customizations according to each site during recovery operations 

studies on reasonable assessment modules for the operation proces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data from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s  

performed at different site condi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designed an operation assessment module, define the operational process 

steps in terms of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and derive key factors for each detailed process. Subsequently, the module was designed 

in such a way as to construct performance indicators to assess these key factors. In order to exclude subjective opinions from the assessment as much 

as possible, the assessment each item was constructed with indicators based on data that could be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its usefulness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module to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cases. We expect this the method and the technology assessment module for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on sunken vessels will help to verify the adequacy of the trapped-oil recovery such operation before or after.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continuous accumulation of assessment data and feedback from past or future operation cases will contribute toward enhancing the 

overall safety, efficiency and field applicability of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Key Words : Sunken vessel, Leaking oil response, Trapped-oil recovery, Recovery operation assessment, Oil pollution, Oil pollu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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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 선복량과 선종의 다변화, 화물유, 연료유 및 화학

물질 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 유류오염의 

개연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돌, 좌초 등으로 침몰

한 선박 내 잔존하는 기름(이하 ‘잔존유’라 한다.)은 해양환

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안전하고 신속한 회수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포집·수거하는 해상방제와 해안가

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해안방제에 대한 기술 개발과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해중에서의 방제

작업 개념인 침몰선 기름탱크로부터 유출유 방지와 잔존유 

회수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정이

다. 과거 국내에서 대표적인 침몰선 잔존유 회수에 관한 연

구로는 ‘침몰선박의 잔존유 회수 시스템 최적화에 관한 연

구(Shim, 2017)’,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Choi et al., 2003)’ 등이 수행되었으나 잔존유 회수절차 

및 적용기술의 효율성, 효과성 중심의 연구로서 회수방법 

및 기술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안전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초기 평가모듈 개발하여 다양한 잔존유 회

수작업 현장별 적용된 잔존유 회수방법 및 적용기술을 최대

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향후 잔존유 회수작업의 적합한 방법 및 기술 선정

뿐 아니라 사후 평가에도 일부 활용되어 잔존유 회수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현장적용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잔존유 회수작업 실제 사례들을 조

사, 분석하여 잔존유 회수작업 진행절차를 정리하고 공정별 

핵심요인를 도출하였다. 이후 핵심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핵

심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잔존유 회수작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일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듈 초기 버전 설

계하였다. 또한 평가모듈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과거 수행

된 국내 잔존유 회수 사례에 적용하여 작업환경은 다소 상

이하나 사례별 회수방법 및 적용기술 등의 특성을 평가모듈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사례별 회수작업 과정에 대해 전

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평가모듈은 향후 서로 다른 현장마다의 적합한 잔

존유 회수방법 및 기술의 올바른 선정과 각각 진행된 잔존

유 회수작업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기준으로 일부 활용이 

기대된다. 더불어 향후 더 많은 사례의 평가가 진행되고 결

과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잔존유 회수작업의 안정성, 

효율성, 현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메커니즘 분석

2.1 국내 침몰선 현황 및 위험성

2017년 말 기준 국내 침몰선 현황은 총 2,200척으로써 이

중에는 유조선 5척을 포함하여 일부 케미컬운반선, 대형 여

객선 및 화물선 등은 선박 내 기름 등의 위해물질이 선적되

어 있다. 유조선과 가스운반선을 제외한 각 유형의 선박들

의 침몰사고는 2014년의 조사결과에 비해 증가하였고, 동서

남해 해역별 침몰선의 비율은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였음을 

Table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MOF, 2014; MOF, 2018).

Item
Passenger

ship
Bulk

carrier
Tanker

Gas
carrier

Chemical
carrier

Fishing
boat

barge
Tug
boat

Etc.
Un-

known
Total

Dec. 
2014

(Number)

10 105 5 2 1 1,694 49 69 47 97 2,079

Dec. 
2017

(Number)

11 100 5 2 2 1,790 58 76 57 99 2,200

Increase
(Number)

+1 -5 - - +1 +96 +9 +7 +10 +2 +118

Table 1. Statistics of domestic sunken vessels

(Unit: Number(%))

Item East sea West sea South sea Total

Dec. 2014 430(20.7) 767(36.8) 882(42.5) 2,079(100)

Dec. 2017 452(20.5) 823(37.4) 925(42.1) 2,200100)

여기서 비록 침몰된 선박의 80 % 이상이 어선인 점을 감

안하여도 5척의 유조선, 2척의 가스운반선, 1척의 케미컬 운

반선, 122척의 여객선 및 벌크선이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침

몰되어 있다. 이 선박 내부에는 현재까지도 상당량의 화물

유 또는 연료유 등 잔존유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MOF, 2018). 비록 일시적 대량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선제적·능동적 조치 없이는 선체의 부식 진행 등

으로 언제 어디서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은 이러한 침몰선 내 선적되어 있

는 화물유, 연료유 등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회수하여 침

몰선 주변에 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다. 

선박사고 직후 진행되는 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구

조·구난 작업과는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침몰선이 해저면에 

안착된 후 선박의 침몰상태, 적재유종, 유량, 제반 작업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Shim, 2017). 

2.2 잔존유 회수작업 기본 진행단계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 대한 기본 진행단계는 크게 준

비-실행-완료 3단계로 구분된다(Fig. 1). 효율적이고 안전한 



강광구․이은방

- 90 -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단계, 작업계획을 실

행하는 본 회수작업 단계, 이후 회수작업 완료에 대한 확인 

작업 단계이다(Kang, 2014a).

Steps Contents

Step1) Preparation Pre-survey & Set-up removal targets
▼

Step2) Implementation Oil recovery operation
▼

Step3) Completion Checking the oil existence

Fig. 1. The general procedure of the trapped-oil recovery.

1단계 사전준비 작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침몰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침몰지역 주변의 작

업수심, 조류, 기상상황 등 작업여건에 대해 분석하는 문헌

조사와 침몰선 상단 해상에 해상작업기지선 설치 후 선체 

침몰상태 및 주변 작업환경(장애물 등) 조사, 잔존유 위치 

및 추정량 파악 등을 실시하는 현장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잔존유 회수방법 및 적용기술을 결정하고 

각종 필요한 선박 및 장비들이 현장에 동원된다.

현장조사에 활용되는 해상작업기지선으로 활용되는 선박

의 대표적 종류로는 주로 오프쇼어 작업에 투입되는 DP 

DSV(Dynamical Positioning Diving Support Vessel) 또는 숙박시

설이 구비된 작업바지선(Accommodation Work Barge)을 들수 

있다. DP DSV는 묘박작업 없이 신속한 이동에는 유리하지

만 작업공간은 작업바지선과 비교하면 협소하다. 반면, 작업

바지선은 DP DSV와 비교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작업환경

을 제공하지만 태풍 발생 등 유사 시 묘박 회수작업 등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Kang, 2014b).

2단계 본격적인 잔존유 회수작업은 천공위치(Drilling 

Point) 표시, 필요장비 작동 테스트, 장애물 제거 등의 현장 

준비작업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선체 내 잔존유가 가장 

많이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유 및 연료유 탱크는 사

전조사에서 파악된 잔존유 선내 분포상태 및 추정량을 토대

로 우선 탱크별 선체 외판을 최상단에 천공작업을 실시한

다. 이후 회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이송 호스를 통해 해상작

업기지선 회수유 저장탱크로 펌핑(Pumping)하는 방식으로 

잔존유 회수작업이 진행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 회수작업 완료를 확인하지만 사실상 해

저에 침몰된 선박 내 잔존유를 100 %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 선박 내 기관실에 있는 소규모 기름탱크, 각종 파이

프라인 등 수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Diver)가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

수작업의 완료는 침몰선의 접근 가능한 모든 부분의 잔존유

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회수된 사실을 독립검정인(Independent 

surveyor)를 통해 판단하기도 하며, 감독자-작업수행자 간 합

의된 절차 및 범위에 한하여 잠수사가 직접 내부를 확인하

여 작업완료를 선언하기도 한다(Kang, 2014a). 

3. 국내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 비교

3.1 잔존유 회수 작업사례 선정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인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 대한 

평가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 사례는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작업사례로서 1998년 제1유일

호, 2011년 경신호 사례와 2015년 세월호 작업사례이다. 일반

정보를 비교해보면 Table 2와 같다(KOEM, 2011; MOF, 2015). 

Item No1. Youil Kyung Shin Sewol

Type of vessel Oil tanker Oil tanker Cargo ferry

Gross tonnage 1,591ton 995ton 6,825ton

Year
(Sinking/Operation)

1995/1998 1988/2011 2014/2015

Sinking location
34-54´-48´´
128-58´-54´´

36-05´-30´´
129-38´-10´´

36-12´-36´´
125-57´-18´´

Sinking depth 78 m 98 m 44 m

Table 2. Cases of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in Korea 

3.2 사례별 회수작업 방법 및 진행단계 비교

1998년 제1유일호 작업사례는 총톤수 1,591톤인 유조선으

로 1995년 거제도 인근 해역에 침몰 되었으며, 침몰한 지 3

년 후인 199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주관으로 침몰선 내 

잔존유 회수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수심은 약 78 m이고 총 

69일간의 현장작업이 진행되어 약 665㎘의 잔존유를 안전하

고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이다.

작업과정은 우선 해상작업기지선이 설치된 후 사전 준

비작업으로 해상에서 원격으로 작동하는 수중로봇 장비인

ROV(Remotely-Operated Vehicle)를 통해 선체 주변 환경조사 

및 천공위치 표시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KMPRC, 1999). 이

후 ROV가 원격으로 작동하는 무인 잔존유 회수장비(Remote 

Offloading System)와 함께 사용되어 접근 가능한 모든 잔존유

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였다(KMPRC, 1999). 적용된 회수기술

은 ROV가 ROLS를 해당 침몰선 화물유 탱크 최상단에 밀착

시키고 해상작업기지선에서 원격으로 ROLS를 작동시켜 선

체 외판에 연결부착판(flange)를 설치한다. 이후 ROLS를 통

해 선체 내 잔존유를 해상작업기지선 내 회수유 저장공간으

로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Fig. 2). 화물유 탱크 하단에

는 선내 진공상태 방지를 위한 해수 유입구도 설치되었다

(Frank Mohn Flatoy AS & Gas Divis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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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LS and operating Concept.

ROV 및 ROLS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잔존

유가 침몰선으로부터 회수되었다고 판단되어 작업의 완료

가 최종 선언되었다. 작업완료 확인방법은 감독자와 작업수

행자로부터 독립된 검정인(Surveyor)이 당시 상황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완료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KMPRC, 1999). 

2011년 경신호 작업사례는 총톤수 995톤인 유조선이 1988

년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에 침몰된 후 23년만에 해양환경

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작업수심은 약 98 m이고 

총 36일간의 현장작업이 진행되어 약 634㎘의 잔존유가 안

전하고 성공적으로 회수된 사례이다.

해상작업기지선으로 대형 작업바지선이 현장에 설치되고 

포화잠수사가 투입되어 잔존유량 조사, 작업대상 주변 작업

여건 조사, 천공위치 표시 등 잔존유 회수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1988년 침몰 이후 약 20년간 방치에 따른 폐그

물, 뻘 등 장애물이 많아 잠수사가 아닌 ROV를 활용해서는 

정상적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KOEM, 2011). 본격

적인 잔존유 회수작업은 잠수사가 수중에 투입되어 침몰선

박 탱크 표면에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Hot Tapping(이하 HOTTAP 이라 한다) 기술을 활용, 선체 외

판에 플랜지(flange) 및 유회수 밸브를 우선 설치하였다(Fig. 

3). 이후 해상작업기지선에 설치된 회수유 저장탱크와 유이

송 호스를 연결하고 펌프를 활용하여 잔존유를 회수하였다. 

Fig. 3. Hot tapping and flange connection procedure.

경신호 사례의 작업환경 중 특이점은 깊은 수심(약 98 m)

으로 인해 선체 내 잔존유 점도가 일반적인 작업대상 잔존

유보다 높은 끈적한 엿가락과 같은 상태(4℃ 기준 60,771 cst)

였다. 원활한 회수작업을 위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1

차로 가열된 잔존유를 폐쇄회로 방식으로 재순환가열 하여 

점도를 낮추는 Fig. 4와 같은 원리의 특수 고안된 가열시스

템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회수 가능한 모든 잔존유를 성공

적으로 회수하였다(KOEM, 2011).

Fig. 4. HOTTAP equipment and the principle of re-circulated 

heating system adopted in Kyung Shin project. 

이후 발주자와 작업수행자 간 상호 합의된 확인절차에 따

라 접근 가능한 잔존유가 합리적 수준까지 회수되었음을 잠

수사가 직접확인 후 작업을 완료하였다(KOEM, 2011).

2015년 세월호 작업사례는 총톤수 6,835톤인 로로여객선

(Ro-ro passenger ship)으로 2014년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여 

2015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선체 인양작업을 위해 잔존유 

회수작업을 진행한 사례이다. 작업수심은 약 44 m이고 총 59

일간의 현장작업이 진행되어 약 131㎘의 잔존유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회수된 사례이다.

해상작업기지선은 7,000톤급 대형 작업바지선이 활용되었

고, 잠수사가 침몰선 주변에 투입되어 잔존유량 조사, 작업

여건 조사, 천공개소 표시 등의 사전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격적인 잔존유 회수작업은 경신호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진

행되었다. 다만, 낮은 작업수심으로 포화잠수가 아닌 표면공

급식 잠수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천공장비를 사용했다(Fig. 5; 

MOF, 2015).

Fig. 5. HOTTAP equipment applied to Sewol.

제1유일호 및 경신호 작업사례는 모두 선종이 유조선이고 

선체가 해저면에 직립된 상태로 침몰되어 선박 구조상 화물

유 탱크 상단 내부에 별도의 구조물이 없었던 반면, 세월호 

경우는 선종이 화물 여객선이었으며 좌현이 해저면과 맞닿

아 있는 상태로 선저탱크로부터 갑판으로 연결된 우현 에어

벤트 파손 등으로 선저탱크 내 연료유가 Fig. 6과 같이 차량 

구역 갑판(Car deck)로 Fig 6 그림과 같이 상당량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잠수사가 선체 내로 직접 진입하여 해당 잔존유

를 회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작업여건에 적합한 별도

의 소형 회수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잔존유를 회수

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기간 또한 상당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Fig. 6; M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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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pped-oil in car-deck's shell plate of Seowl and 

suction operation.

이후 작업의 종료선언은 경신호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가 합리적 수준까지 회수되었음을 감독

자-작업수행자 간 상호 합의된 확인절차에 따라 잠수사가 

직접 투입되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MOF, 2015).

3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된 회수작업 방법 및 기술을 잔존

유 회수작업 기본 진행단계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해보

면 Fig. 7과 같다.

Vessel name
(Year conducted)

No.1 You-il
(1988)

Kyung Shin
(2011)

Sewol
(2015)

Type of vessel Tanker Cargo ferry

Operation type ROV+ROLS Diver+HOTTAP
S

①
Prepara-

tion

Survey 
& set up 
removal 
target

Document
survey

Document
survey & 
physical
check

Document
survey & 
physical
check

▼ ▼ ▼ ▼

②
Implem-
entation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ROV
+ROLS

(Saturation)
Diving

+HOTTAP

(Air)
Diving

+HOTTAP

Steam insert Recirculating Steam insert

▼ ▼ ▼ ▼

③
Comple-

tion

Check for
trapped-oil 
existence

Independent
surveyor's
judgement

Physical 
checking

(by diver)

Physical 
checking

(by diver)

Fig. 7. The basic process & method of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in the 3 cases.

4.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 및 적용 

4.1 작업 성공 핵심요인 및 핵심평가지표 도출

우리나라 해역에 이미 침몰 되어 있거나 향후 발생하는 

침몰선 내 잔존유는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도 회수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수

방법 및 기술 등 작업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해상 및 해중, 바다에서의 현장작업 특성상 작업과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매우 많아 유경험자의 정성적 

평가가 때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개개인의 

경험, 철학,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점을 생각하면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량적 평가기준이 반영된 평가모

듈 개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모듈 설계방식은 조사된 3가지 사례의 작업내용을 조

사결과를 토대로 잔존유 회수작업 기본 진행단계(준비-실행-

완료)별 핵심 세부공정을 구분하였다. 이후 핵심 세부공정별 

평가를 위한 핵심요인(Key Factor)을 도출하고 해당 핵심요소

들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다. 

우선 작업진행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의 세부 핵심공정

은 ‘작업여건 조사’ 및 ‘대상 잔존유량 추정’이며, 두 가지 

세부공정의 대표적 핵심요인은 정보의 정확성이다. 부정확

한 정보는 실패와 직결될 수 있다. 

작업진행 2단계인 ‘작업실행’ 단계의 세부 핵심공정은 ‘잔

존유 회수방법’ 및 ‘잔존유 가열방식’이며, 두 가지 세부공정

의 대표적 핵심요인은 각 잔존유 회수작업별 환경 및 여건

에 적합한 회수방법 및 기술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다. 적합하지 않은 회수방법의 적용은 작업 중 기름 유출

사고 발생 또는 작업기간 지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인 ‘작업완료’ 단계는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

한 모든 잔존유가 전량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회수

작업의 완결성이다. 전문가의 경험 활용 또는 잠수사를 통

한 확인 등 작업완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미흡한 작업완료 선언은 사후 추가적 기름 유출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잔존유 회수작업 기본 진행단계별 핵심요인을 표로 정리

하면 Fig.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Steps Detailed work processes Key factor

①
Prepara-

tion

Survey of working condition
‣

Accuracy of 
operation 

method and 
technique

Estimation of oil volume trapped 
in a sunken vessel

▼

②
Implem-
entation

Oil recovery operation
‣Appropriateness 

of operation
Heating

▼

③
Comple-

tion

Check over residual oil inside 
the sunken vessel ‣

Degree of 
perfection of 

operation

Fig. 8. The key factors of detailed work processes for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rom sunken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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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계별 핵심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는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잔존유 추정량’, ‘잔

존유 회수량’, ‘소요기간’, ‘작업 중단기간’, ‘소요비용’ 등의 

작업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

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잔존유 회수 작업과정 중 도

출되는 데이터 중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서로 다

른 형태의 회수작업 간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가능한 데

이터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각 잔존유 

회수 세부공정별 핵심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하

고 정량적인 핵심평가지표는 Fig. 9와 같을 것으로 사료된다.

Contents Key factor Key performance indicator

①
Prepara-

tion

Survey of 
working 
condition

Accuracy of 
operation 

method and 
technique

Net working days
in total working days

▼ +
Estimation 

of oil 
volume 

trapped in a 
sunken 
vessel

Error rate between remaining 
and recovered oil

▼ +
②

Implem-
entation

Oil recovery
operation

Appropriaten-
ess of 

operation

Average recovered oil per 
1 day

Heating Pure oil recovery rate
▼ +

③
Comple-

tion

Check over 
residual oil 

Degree of 
perfection of 

operation

Whether physically 
checked or not

Fig. 9.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4.2 평가모듈 작업사례 적용 및 결과 비교․분석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기본 작업단계별 세부 핵심공정

을 구분하고 공정별 작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이를 평

가하기 위한 핵심평가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잔존유 회수작

업에 대한 정량적 초기 평가모듈 설계하였다. 설계된 평가

모듈을 활용하여 3가지 작업사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비

교・분석하였다. 물론 작업사례별 선종, 침몰상태 등 작업여

건이 상이하여 작업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사례 

간 직접적 비교평가는 곤란하다. 하지만 각 사례별 평가결

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유사 침몰선 잔존유 

회수 작업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최적의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표준모델 등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로 1단계 ‘사전준비’ 단계의 핵심요인인 정보의 정

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평가지표 ‘총 작업기간 대비 순 

작업기간’과 ‘추정 잔존유량 대비 실제 회수량의 상대오차’

를 3가지 작업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인 ‘총 작업기간 대비 순 작업기간’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총 작업기간’은 잔존유 회수 작업선단이 현장에 

동원된 시점부터 현장작업이 모두 종료되고 모든 선단이 현

장에서 철수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순 작업기간’

은 총 작업기간에서 기상, 계획착오, 장비고장 등 사전에 계

획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기간을 의미한다. 각 사례별 

이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Item
Total

working
days

Work suspending days by Net 
working

days

Net 
working

rateBad weather
Equipment 

failure

No.1 Youil 69 21 19 29 42.0 %

Kyung Shin 22 1 2 19 86.3 %

Sewol 59 12 0 47 79.7 %

Table 3. Total and net working days in 3 cases of oil recovery 

from the sunken vessels

작업기간이 단축될수록 전체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

약됨은 물론 선박 침몰 후 선체로부터 일시적 잔존유 유출

로 인한 환경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험성도 신속히 제거

될 수 있다.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나 악천후 또는 주요 회수장비 고장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업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작업여건의 사전조사 정보의 정확

성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기상여건 상 변수가 많아 직접 비

교는 곤란하지만 제1유일호 및 세월호의 경우 전체 작업일

수의 약 20 ~ 30 %의 악천후에 따른 작업 중단일수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작업 전 작업구역의 철저한 과거 기상데이터 분

석 등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장비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일수는 ROV+ROLS Type의 잔존유 

회수방법을 적용한 제1유일호 사례가 잠수사+HOTTAP Type

의 방법을 적용한 경신호 및 세월호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

으로 많았다. 이는 선박 침몰 직후 침몰선 내 기름이 일시적

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회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수사+HOTTAP Type의 잔존유 

회수방법이 적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추정 잔존유량 대비 실제 회수량의 상대오

차’를 평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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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stimated oil (kL)

(A)
Recovered oil (kL)

(B)
Relative error

(∣A-B∣/A)×100

No.1 Youil (document) 1,435.0 664.8 53.7 %

Kyung Shin (measured) 512.3 634.0 23.8 %

Sewol
document 171.0

131.2
23.3 %

measured 112.1 17.0 %

Table 4. Relative error between estimated and recovered oil 

침몰선 잔존유 회수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

한 작업 중 하나는 선체 내 잔존유량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잔존유 추정량과 실제 선체 내 잔존유량의 오차가 크면 작

업 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작업완료 확인 과정

이 계획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소요비용 증

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침몰 후 즉각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제1유일호 또는 

세월호 사례와 같이 출항 시 선박 내 기름 선적량에서 침몰

지점까지의 운항소모량과 사고 당시 유출량을 공제하는 방

식으로 잔존유량을 단순 추정할 수도 있다(Chang, 2015). 하

지만, 이러한 단순 문헌조사 및 침몰 당시 현장 상황을 반영

한 잔존유량 추정방법은 선박사고 발생 당시 또는 일정 기

간 방치되면서 유출된 일정량의 잔존유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상대오차가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제1유일호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다(KMPRC, 1999). 반면, 경신호 사례와 같

이 잠수사가 선체 내부의 잔존유의 분포상태를 직접 파악하

고 탱크 내의 물-기름 간 경계면(Interface)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비교적 정확한 잔존유량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Tabl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유일호 사례의 경우 문헌조사 및 침몰당시 상황을 반영

하여 잔존유량을 추정하였고, 실제 잔존유 회수작업을 실시

한 결과 추정량 대비 53.7 %의 상대오차가 발생하였다. 반면, 

경신호 사례의 경우 실측을 통해 잔존유량을 추정하였고, 실

제 잔존유 회수작업을 실시한 결과 23.8 %의 상대오차를 보였

다. 또한, 2015년 9 ~ 10월 실시된 세월호 사례의 경우는 설명

한 단순 추정방법과 실측방법,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잔존

유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역시나 실측방법을 잔존유량 파악

이 상대오차가 약 6.3 %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도 잠수사 투입이 가능한 작업여건에서는 실측을 통한 잔

존유량 추정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 ‘작업진행’ 단계의 핵심요인인 회수방법 및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평가지표 ‘일 평균 잔존유 회

수량’과 ‘유성혼합물 총량 대비 기름 비율’을 3가지 작업사

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 중 

하나인 ‘일 평균 잔존유 회수량’을 평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Item
Recovered oil

(kL)
Net working

days

Daily average 
recovered

oil per 1 day
(kL/day)

No.1 Youil 664.8 29 22.9

Kyung Shin 634.0 19 33.4

Sewol 131.2 47 2.8

Table 5. Daily average oil volume recovered from sunken vessel

이 지표는 얼마나 현장에 적합한 장비 및 회수기술을 적

용하고, 효율적 방법으로 현장작업이 진행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침몰선 종류 및 침몰상태, 선내 잔존유 

분포 및 종류, 각각 적용된 잔존유 회수기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작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1유일호와 경신호는 선종이 유조선이다. 두 침몰선 화물

유 탱크 내 잔존유를 ROV+ROLS Type(제1유일호) 및 잠수사

+HOTTAP Type(경신호)의 회수기술을 각각 적용하여 잔존유를 

회수한 사례로써 일 평균 잔존유 회수량을 비교해보면 총 회수

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경신호에 적용된 잠수사+HOTTAP 

Type이 제1유일호에 적용된 ROV+ROLS Type보다 상대적으로 

회수효율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Kang, 2014b). 반면, 세월호 

사례의 경우 경신호 사례와 같은 잠수사+HOTTAP Type을 적

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유일호 사례보다 일 평균 

잔존유 회수량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제1유일호 

및 경신호에 비해 세월호는 선체구조가 복잡한 로로여객선

(Ro-ro passenger ship)으로 선박 침몰과정에서 선체 연료유탱

크 내 잔존유가 상부 차량구역(Vehicle spaces)으로 유입되어 

넓게 퍼짐으로써 잠수사가 직접 선내에 진입하여 이를 직접 

회수하는데 상당 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잔존유 회수 작업과정에서 각 잔존유 분포 위치별 회수량을 

표로 나타낸 Table 6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MOF, 2015). 

Item
Capacity

(kL)

Quantity(kL) Recovered oily 
water(kL)

Estimated oil 
quantity(kL)Estimated Measured

C-DECK - - 37.0 305.0 51.5

D-DECK - - 50.0 466.0 46.0

MELOST-S 20.6 7.5 10.0 22.0 10.0

MELOST-P 20.6 7.5 1.2 5.0 1.2

NO.1 FOT-P 278.7 52.0 0.0 5.0 0.0

NO.1 FOT-S 278.7 52.0 8.0 64.0 15.0

RGLOST-P 5.7 4.0 1.4 16.0 2.0

RGLOST-S 5.7 4.0 0.0 10.0 0.0

NO.2 FOT-P 55.5 17.0 3.5 12.0 4.0

NO.2 FOT-S 52.1 17.0 0.0 17.0 0.5

LOST-C 16.7 10.0 0.0 8.0 0.0

Eng. Room - - 1.0 7.0 1.0

Total 734.3 171.0 112.1 937.0 131.2

Table 6.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rom S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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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 중 하나

인 ‘유성혼합물 총량 대비 기름 비율’을 사례별로 평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Item
Recovered oily 

wate (kL)
(A)

Recovered oil 
only (kL)

(B)

Oil recovery rate
(B/A)×100

No.1 Youil 2,368.0 664.8 28.1 %

Kyung Shin 868.0 634.0 73.0 %

Sewol 957.4 131.2 13.7 %

Table 7. Oil recovery rate 

침몰선 내 잔존유를 선체 각 구조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

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량의 해수가 잔존유와 섞이는 현상

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기름 성분을 포함한 유성혼합

물은 회수작업 종료 후 지정폐기물로 매각 또는 소각처리 

된다. 즉, 이러한 유성혼합물 성분 중 해수 성분의 비율이 

높을수록 폐기물량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작업기간의 지연

과 연계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처리하는 비용 또

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

해 고점도 잔존유를 가열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잔존유 펌

핑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침몰

선 잔존유 회수작업 진행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야만 개선될 수 있는 지표이다.

제1유일호, 세월호, 경신호 사례를 비교해보면 경신호 사

례가 해수 대비 기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탱크 내 가열된 잔존유를 재순환시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획기적인 잔존유 가열기법(heating method)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1유일호 및 세월호 사례의 

경우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고

온의 스팀을 주입하여 주입구 주변을 국부적으로 가열시키

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더욱이 세월호 사례는 유조선이 아

닌 로로여객선으로서 선저 연료유 탱크로부터 상부화물창 

벽면으로 기름이 유입되어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잠수사가 

직접 투입되어 진공흡입을 한 결과 많은 양의 해수가 혼합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 때문에 제1유일호 사례와 비

교하여 ROV가 아닌 잠수사가 직접 투입되어 잔존유 회수작

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혼합물 총량 대비 기름

비율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4.3 한계점 고찰

국내에서 과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3가지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를 기반으로 작업 기본 진행단계를 정리하고, 

사전정보의 정확성, 회수방법 및 기술의 적합성 등 회수작

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듈 

설계를 시도했으나 일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을 국내 침몰선 작업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경신호 및 제1

유일호 사례처럼 선종과 작업여건이 유사하지만 회수작업 

방법 및 적용기술이 상이한 사례 간 비교는 유의미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 선종이 유조선

이 아닌 로로여객선이고 대부분의 잔존유가 침몰과정에서 

차량구역으로 유입된 까다로운 작업환경 등으로 나머지 2개 

사례와 직접적 상대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또 다른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의 자료 확보 및 선종, 

작업난이도(수심, 조류 등)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보정

계수를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 대한 평가모듈의 고도화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우리나라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규모는 갈수록 대형화되

고 있다. 또한, 기상악화, 운항과실 등의 사유로 선박 침몰사

고도 전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유

조선 또는 대형선박이 해저로 침몰하는 경우, 침몰하는 과

정에서 여러 개구부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는 기름에 방제

대응 방법 및 기술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침몰 

이후 해당 선박 내부에 선적된 화물유 또는 연료유의 지속

적 유출에 대한 신속한 밀폐와 안전하고 신속한 회수작업의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당장에 유출되지 않는 침몰선 

내 잔존유 회수작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해저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잔존유가 어느 순

간 침몰선 선체의 부식, 파손 등으로 일시에 유출되어 어장 

등 해양환경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환경적 관점에서

만 생각해봐도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방법 및 적용기술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과거 성공적으로 진행된 3가지 실제 사례의 회수방

법 및 적용기술 비교・분석을 토대로 잔존유 회수작업 진행 

기본절차를 3단계(사전준비-작업진행-작업완료)로 정리하고 

각 작업단계별 중요한 세부공정을 구분, 각 세부공정별 성

공적인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각

종 데이터 중 성공적 작업 진행의 핵심요인이라 사료 되는 

‘사전정보의 정확성’, ‘회수작업 방법 및 기술의 적합성’, ‘회

수작업의 완성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

심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평가모듈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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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모듈을 사례에 다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작업사례별로 안

전성, 효율성 등을 조금이나마 개선 시킬 수 있었던 시사점

을 도출하였고 이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침몰선 및 작업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노력은 불필요한 작업 소요일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문헌적 조사는 물론 작업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 잠수사 또는 ROV를 활용하여 선

체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은 성공적 작업 진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침몰선 내 잔존유량에 대한 정보는 불가능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잠수사가 침몰선 선체에 접근하여 선체 내부 

공간별 잔존유 분포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전 추정량

과 작업 후 실제 회수량과 상대오차를 최소화하여 작업기간

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요비용 등 경제성 측면을 배제하고 작업 진행방

법 및 적용기술의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ROV+ROLS Type

보다 잠수사+HOTTAP Type 회수방법이 상대적으로 신속하

고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고점도 잔존유 등 기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효

과적 유동성 확보기술의 개발 및 적용은 작업시간 단축은 

물론 불필요한 유성혼합물 증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을 

적용하여 도출된 이 시사점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해역에

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현장적용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연구에 활용된 사례가 3건으로 한정되어 추후 국내외 잔존

유 회수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잔존유 회수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하

는 모듈, 작업과정 상 유출되는 기름에 대한 방제작업을 평

가하는 모듈이 추가된다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한 본 연구의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

모듈 구상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방법 및 기술의 객관적 평

가 및 피드백으로 해당 분야 기술력이 개선되는 선 순환적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어 우리나라 해양환경 오염의 잠재적 

위해요소인 침몰선 내 잔존유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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