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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1
여객선 레드스타호(총톤수 5,223톤, 길이 약 107m, 디젤기

[표 1] A호의 최근 5항차 항적 분석
일시

선회시간

관 2,640kw 2기, 선수 바우스러스트, 이하 “A호”라 한다)는
2016. 8. 12. 18:45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8. 13.
05:40경 부산항 입항을 위해 주기관을 준비하였다. A호는 같은
날 06:21경 부산북항대교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6:34경 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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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진하여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12번 선석에 게류하기 위
해 접근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교에서 부산북항 쪽으로 진

2) 부적절한 선회장

입하는 예인선이 A호에 접근하자 A호 및 부산항VTS관제사가 예

A호가 연안여객터미널 12번 선석에 계류하기 위해 선회하

인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A호 선장은 A호의 후진

는 연안여객터미널 전면수역은 봉래동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는

중 접근하는 예인선에 집중하느라 13번 선석에 계류 중인 부선

부선이 부산항 제4항로를 침범하고 있어 연안여객터미널과 봉

컨벤션크루즈(총톤수 13,276톤, 이하 ‘B호’라 한다)와 가까

래동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약 240

워지는 것을 놓쳤다. A호 선장은 충돌 1분 전 A호 선미에 배치

미터이다. A호의 전장이 116m인 점을 고려할 때 A호의 선회장

된 항해사로부터 B호와 많이 가깝다는 보고를 받고 전진기관을

은 A호 전장의 약 2배로서 자력으로 선회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사용하고 타를 우현으로 사용하였으나, 2016. 8. 13. 06:41경

보기 어렵다.

A호와 B호가 충돌하였다.

3) 부산항의 속력제한규정 위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에서 최고항행속력을 규정

2. 원인고찰

하고 있다. A호는 북내항에서 8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1) 선장의 부주의 및 조선미숙

그러나 A호 선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력제한규정

A호는 매주 3회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출항하면서 입

을 위반하여 A호를 운항하였다. 참고로 A호는 전속전진속력

항 시 연안여객터미널의 전면수역에서 선회한 후 후진하여 출

12.5노트, 반속 8노트, 미속 6노트 및 극미속 4노트이다.

항자세로 계류하고 있다. A호의 시험운항 후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최근 5항차 항적을 분석한 결과, A호 선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안여객터미널 부두 전면에서 13
번 선석에 계류하고 있는 B호와 거리가 계속해서 근접한 시점
에 뒤늦게 좌현 선회를 시작하였고, 후진하기 위해 A호의 선
수방위를 12번 선석의 일반적인 방향(125도)으로 정침할 때까
지 선회시간이 약 5분에서 약 3분으로 단축되며 선회속도가
빨라졌다. 즉 A호 선장의 부주의 및 조선미숙이 이 충돌사건
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개선 및 교훈사항
여객선 A호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는 봉래동물량장에 계
류하고 있는 부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적정 선회장이 확
보될 때까지 예선의 지원을 받도록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봉
래동물량장에 계류 중인 부선들은 부산항 제4항로를 침범하고
있어 부산남항과 부산북항 사이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저
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VTS관제사 및 운항관리사는 여객선들이 부산항 북내항에서 최
고항행속력을 준수하여 항행하도록 적절한 선박교통관제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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