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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어선사고 중에서도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사고가 4176건

21세기에 들어 국·내외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45.2%)으로 해양사고 2건 중 1건은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으며, 최근에는 국내에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양사고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

전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주로 대형화물선 또는 대

으나 화재폭발사고에 초점을 맞춰 재결서를 분석한 결과

형여객선의 사고들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대고 있지만, 실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형어선 화재폭발사고 재결분은 18

해양수산부의 등록된 선박들 중 어선을 제외한 타 업종의

건으로 그중 73%가 전선의 단락 및 합선과 배터리 관련 화

척수는 약 12%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8% 중에서도 83%

재사고였다. 그리고 화재장소는 기관실 및 배터리실이 14건

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바다로

(78%)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뛰어드는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

일본 하코다테 지방해난심판청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박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소형선박

10년간 발생한 어선화재사건의 재결분은 33건으로 이중 전

의 사고와 그중에서도 화재에 대한 환경조건들을 분석하여

기설비에 의한 화재가 21건(64%), 기관실, 기기실에서 발생

어업인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된 화재가 (73%)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
었다(

, 2005).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박통계자료 및 해양안전심판

4. 결 론

원의 통계자료, 재결서등을 분석하여 소형어선 사고의 종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형어선 화재폭발사고의 70% 이상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운

이 전선의 단락, 합선, 배터리 등 전기적인 문제해서 비롯되

항중인 소형선박을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열과 해양환경에 의한

식별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여 소형어선 화재의 해결방안

전선의 경화, 선박의 진동에 의해 나사가 풀리고 이로 인한

을 모색한다.

전기적 스파크, 선박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전선의 부적합한
연결 등으로 판단되며, 어 업 인 들 의 생 계 와 재 산 을 보 호

3. 연구결과
해양수산부의 선박통계자료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해양사고

하 기 위 해 서 주기적인 전선상태의 점검과 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선피복의 손
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는 9226건 이였다. 그 중 어선의 사고는 6377건(69%)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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