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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ention policies for marine accidents are steadily being implemented, but the numbers of

accidents and injuri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over the past five years at an annual average

rate of 10%. Besides, although various types of marine accidents continue to occur, previous 

studies on identifying risk factors of marine accid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accidents have 

been limited. In particular, 89% of marine accidents have occurred in coastal areas over the past

five years, so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in coast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een risk factors of marine accidents by accident types targeting 

accidents occurring in coastal area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In this study,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are developed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each type of marine accident.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coefficient signs of risk

factor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ypes of marine accidents, and through this, it is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models for each accident types is necessary. As the risk factors that 

increas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the tonnage of vessels, the sea area where they occur, the 

month, the time of day, and the use of fishing vessels are derived, and customized preventive 

measures for each type of maritime accident are required.

Keywords: binary logistic regression, classification of marine accident types, coastal area, 
marine accident, risk factor

초록

도로 및 철도 교통사고뿐 아니라 해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는 연평균 10%의 증가율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 원인 분

석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양사고의 89%가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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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 사고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사고 유형별로 위험

요인의 계수 부호가 상이함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망 및 중상사고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는 선박의 톤수, 발생해역, 월, 시간대, 어선 용도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

를 고려한 해양사고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주요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해양사고 유형구분, 연안해역, 해양사고, 위험요인

서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는 연평균 10%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며 크게 기존 일반선 및 어선의 안전 관리 부족과 새

로운 해양교통수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과속운항, 야간항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정착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및 여가시간 증가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한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Jang et al., 2015). 예를 들어 면허 취득의 측면에서 동력수상레저면허가 2급

인 경우 시험의 합격 기준이 낮고 몇 가지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해양교통의 특성상 운항 경험과 

선박 및 해양환경 상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는 반면에 간단한 교육 및 낮은 시험기준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 교육 및 홍보 등이 미흡한 실정이

다. 이러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11년 ‘어선 해난사고 예방대책 추진계획’, 2013년 ‘어업관리 역

량 강화 종합대책’, 최근에는 ‘스마트 해양교통 추진전략’ 등을 통해 해양안전 모니터링 전략과 해양사고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각 관계 부처는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확충하여 해양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과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계정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다라는 특성상 육지 ‧ 철도 ‧ 항공 교통사고보다 인적 ‧ 물적 피해가 심

각하다. 육지 ‧ 철도 ‧ 항공 교통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수단에 대하여 선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전체 선박에 대

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려우며, 이동 경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해양사고의 치사율은 2016년 기준 5%로 도로

교통사고(0.003%)보다 약 10배 이상 높으며 사고 비용도 1건당 약 8억 원으로 도로교통사고 보다 7배 이상 높다. 

Table 1은 2016년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 및 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을 나타낸다(Shim et al., 2016).

Table 1. Current status and cost of traffic accident according to transportation type

Type
Number of 
accidents

Number of 
deaths

Number of 
injuries

The cost of marine accidents
(excluding PSG)

The cost of marine accidents
(with PSG)

Road 1,156,474 4,292 1,846,937 11,176,000 27,509,000
Marine 2,307 118 293 79,102,000 102,260,000
Rail 104 27 60 140,462,000 252,297,000
Flight 13 9 - 3,888,040,000 4,088,439,000

지난 5년간 해양교통사고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1km 이내의 연안에서 89%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연안해

역에 대한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분석이 심도 있게 연구

된 적이 없으며 사고에 대한 입력체계의 미흡으로 해양사고의 명확한 요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교통

사고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도로교통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도로교통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경고 서비스, 교

육훈련, 정책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현저히 감소시켜왔다. 이러한 결과로 2010년 

5,505명이었던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2019년 3,349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에 비해 해양교통에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9 No.4 August 2021542

•Article• Identifying Risk Factors of Marine Accidents in Coastal Area by Marine Accident Types

는 해양안전 분야 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이 부재하고,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미시적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해양사고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도별 해양사고 통계와 해양사고 재결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한 단순 

통계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Lee et al., 2011; Kang et al., 2013; Cho et al., 2014, 2017; Jung et al., 

2017; Jung, 2018; Kim et al., 2020; Ha et al., 2020). 통계 자료 및 재결자료 기반의 단순 통계분석은 외부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통계적 유의성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양사고 유형별 사고의 심각도를 

높이는 각기 다른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양교통안전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유형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사고의 정의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유형은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화재

폭발,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안전사고, 해양오염, 운항저해, 기타사고로 총 12개의 유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유형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관련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문헌 검토 및 이론적 고찰을 통

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방법론에서는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고유형 중 유사성이 있는 사고를 묶

고 유형별로 각 해양사고 유형별 발생 원인을 알기 위해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관하여 설명한다. 자료수

집 및 가공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해양사고 자료의 기초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 및 해석에서는 분

석한 유형별 해양사고의 통계적 결과와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선행연구�검토

해양사고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사고 백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자료 및 해양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및 심판의 결과인 재결자료를 통한 통계분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최근 해양분

야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고찰을 수행한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해양사고 분석은 해양사고자료에 기술통계분석(Jones-Lee, 1990)과 설문조사(Antonsen, 

2009; Chang et al., 2014) 등 다양한 통계모형을 적용하여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항행 및 교통분석, 사고데이

터 분석은 해양사고분석 분야에서 꾸준하게 연구되었다.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

기 시작하였다. 해양교통 안전분야의 분석방법은 Bayesian Network를 활용한 연구(Faber et al., 2012; Martins and 

Maturana, 2013; Montewka et al., 2014),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활용한 연구(Arslan and Turan, 

2009), Formal Safety Assessment(FSA)을 활용한 연구(Psarros et al., 2010)들이 있었다. 위와 같이 국내와 비교하

였을 때 국외에서는 해양교통에 관한 다양한 심도 있는 통계분석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국내에서 본 연구와 

같은 통계기법을 활용한 해양사고 분석의 부재 및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해양사고 원인분석 연구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자료와 재결자료의 단순 통계치를 이용한 비

교 및 분석이 많았다(Lee et al., 2011; Kang et al., 2013; Cho et al., 2014, 2017; Jung et al., 2017; Jung, 2018; 

Kim et al., 2020; Ha et al., 2020). 평균값 차이, 전년 동기 증감 등 단순 통계분석은 해양사고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해양사고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ang et al.(2013)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의 통계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자료 및 재결분을 이용하

여 국내 해양사고의 현황을 어선과 비어선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해양사고유형 중 충돌과 기관손상에 대하여 원

인과 그 대책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충돌사고는 해양사고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이며, 사고 원인은 경계소

홀, 항행 법규 위반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항해를 위

해 선위 확인, 침로 유지 등을 준수하며 해상충돌 예방 법규를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기관손상의 원인은 정비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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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손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선의 업종에 관계없이 보다 세심한 정비 ‧ 

점검과 철저한 당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Cho et al.(2017)은 1996-2015년 20년간 선박 해양사고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운항 선박의 전체적인 

해양사고와 어선의 해양사고를 비교 ‧ 분석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사

고에 있어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비어선들의 해양사고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비어선을 위한 해양사

고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비어선 및 어선에서 모두 기관손상의 경

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해양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비어선 및 어선에서 모두 인적 요소인 운항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운항자 경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논문에

서 제시한 저감 대책은 당직 선원의 교육 철저, 보험과 연계한 충돌사고 감소 방안, 선박자율운항시스템의 개발 등이 

있다.

Jung(2018)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자료와 재결 자료 중 어선을 대상으로 2007-2016년 10년간의 자

료를 분석하여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2016년의 해양사고는 기

관손상, 기타사고, 충돌사고 등 순으로 분석되었고, 총 톤수 별로는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 많은 사고를 유발하며, 

섬들과 항로가 복잡한 남해안 및 서해안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충돌, 접촉, 좌초 

사고는 일반 원칙 미준수, 전복사고는 출항 준비 부적절, 기관손상사고는 장비 점검 부적절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선박의 안전 관리를 위해 PMS(계획정비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강조한다.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분산 분석(Park and Ahn, 2007), 다중선형회귀분석(Lee et al., 2009), Markov Chain(Jang, 

2020)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사고 원인 분석 또는 해양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수행하였다.

Park and Ahn(2007)은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의 해양사고 발생자료를 이용하여 운항 선박의 전체적인 해양

사고와 어선을 구분하고, 분산 분석을 통하여 시간대, 속력 등의 요인에 따른 사고 발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시간대별로 20-04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는 집단 간 사고 발생 차이가 존재하며, 속력에서도 5-10노트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간대 및 속력에 유념할 것을 제시하였다.

Won and Kim(2019)은 효과적인 사고 절감 대책 수립을 위하여 어선 사고를 대상으로 위험도 매트릭스를 구축

하였다. 분석 결과, 9가지의 사고유형(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침몰, 기관손상, 인명사상, 기타) 중에서 충돌사

고의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빈도와 사고피해가 평균값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침몰, 전복은 사고 

빈도수는 낮으나 사고피해가 평균값보다 높으며, 기관손상, 좌초, 기타사고는 사고 빈도수는 높으나 사고피해가 평

균값보다 낮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사고 유형에서 인적오류로 비롯되는 운항과실이 공통요인으로 식별

된 반면, 사고 원인별 위험도 분석에서는 사고유형마다 위험도가 높은 사고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사고 대부분이 인적오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도 저감 대책 수립에 있어 인적오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위험도 매트릭스는 분석된 요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Jang(2020)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연보(2014-2019년)를 기반으로 Markov chain을 활용한 해

양사고 발생 빈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양사고의 빈도를 3단계 상태 집합으로 구분하고, 각 해양사고의 위험

상태 전이 확률을 전이 행렬로 구축하였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월별 해양사고 상태를 주의, 경계, 심각의 3가지 

상태로 나누어 확률을 계산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예측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른 예측 기법인 회귀분

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해양사고 예측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Markov chain 모델이 가장 우

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해양사고의 원인분석 연구는 일부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에도 폭넓은 해양사고 유형별 원

인 식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으며, 특히 연안해역에 관한 해양사고 원인분석은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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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연안해역으로 한정하고 연안해역의 유형별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사고 유형별 사고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사고유형에 따른 개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구축을 위한 사고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결과에 따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1. 분석�모델�분류

해양사고의 정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5803호)｣제2조에 따라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

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Table 2는 분석을 위해 활용한 12개의 해양사고(충돌, 접촉, 좌초, 전

복, 침몰, 화재폭발,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안전사고, 해양오염, 운항저해, 기타 사고)의 정의를 나타낸다. 안전사고

는 충돌 ‧ 전복 ‧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 실종 ‧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해양사고에서 운항저해는 모래

섬 등에 올라앉아 선체 손상은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고를 말한다. 부유물 감김은 선박의 추진기에 폐

어망과 같은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고를 말하며, 기관손상은 선박의 주기관, 보일러, 주

요한 보조기관, 연료 ‧ 냉각수 펌프 등이 손상된 사고를 말한다.

Table 2. Definition of marine accident

Accident Definition
Collision Marine accident hitting or touching other vessels, whether voyage or at anchor
Contact Marine accident that hits or touches an external object or facility instead of another ship or seabed
Standing Marine accident hitting the seabed, reefs, shipwrecks coastal areas
Rollover Marine accident in which the ship capsized
Sinking Marine accident that caused cracks in the outer panel due to bad weather
Burning Marine accident that caused property and human life damage hue to sudden expansion and 

rupture caused by fire and rapid combustion
Engine damage Marine accident in which the main engine, major auxiliary engine, elderly/cooling water pump are 

damaged
Floating material 
windings

Marine accident in which marine floaters were submerged in the propellers and unable to continue 
sailing

Negligent accident Marine accident that killed went missing, or was injured regardless of collision, capsizing or sinking
Marine pollution Some substances and energies that flow directly or indirectly into the ocean into human activity 

can deteriorate water quality, harm human health, interfere with maritime activity, damage the 
landscape, or impede the use of seawater. Marine accidents that have adverse effects such as 
deteriorating water quality

Operation 
impairment

Marine accident where sailing cannot continue due to trapped marine artifacts such as closed ropes 
and waste fishing nets during voyage

Other accident All types of marine accidents except the above accident types

기본적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개별 모형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형별로 제한적인 사고 건수와 복

잡성을 감안하여 유사한 사고원인을 가지는 유형은 통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Table 3은 각 해양사고유형을 연

관성이 있는 사고 유형별로 그룹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Model 1과 2는 복수의 사고유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Model 

1이 포함하는 충돌 및 접촉은 선박 또는 외부 물체에 의하여 부딪치는 해수면의 횡의 방향으로 발생된 사고로써 사

고 유형별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수면의 횡 방향 사고는 서로 다른 선박이 해수면 위에서 상호작

용을 하거나 해양시설물에 부딪치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좌초 ‧ 전복 ‧ 침몰)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선박이 뒤집

히거나 가라앉는 등 해수면의 열의 방향으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단일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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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였다. 해수면의 열 방향 사고는 선박이 파고의 변화, 파주기의 변화와 같은 해수면 밑의 해류의 변화와 암초와 

같은 자연 지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Model 3-9의 화재 폭발, 기관손상, 부유물감김, 안전사고, 

해양오염, 운항저해, 기타사고는 각각의 사고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해 모형을 분류하였

다. 모형별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사고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 분류 방안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3. Model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ccident types

Model Type of accident
Model 1 Collision, Contact
Model 2 Standing, Rollover, Sinking
Model 3 Burning
Model 4 Engine damage
Model 5 Floating material windings
Model 6 Negligent accident
Model 7 Other accidents
Model 8 Marine pollution
Model 9 Operation impairment

2. 이항�로지스틱�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유형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각 해양사고유형의 발생 여부로 설정하였

다. 예를 들어, Model 1은 발생한 해양사고의 유형이 충돌 또는 접촉사고일 경우 1, 발생한 해양사고가 충돌 또는 접

촉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일 경우 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들도 범주형 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Shin et al., 2012).

  
exp 

exp 

exp 


 (1)

여기서,  : 유형별 해양사고(i) 발생(=1) 또는 해양사고 없음(=0)을 나타내는 종속변수

 :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 와 파라미터 로 구성된 함수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는 주어진 설명변수의 조건에서 특정한 선택이 이루어질 확률의 최댓값이 1이고 

최솟값은 0인 S자형 곡선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선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 ln

  (2)

위의 식을 Equation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3)

효용을 확률변수로 대입하고 이를 로짓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이 과정을 역순

으로 전개하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를 통해 각 대안별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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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및�가공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15년 1월-2019년 12월까지 총 60개월의 외해를 제외한 연안해역 내의 

해양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안해역이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해역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해안으로부터 500m 또는 1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해양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시간적, 계절적 요인과 선박 및 환경적 요인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Figure 1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보여준다.

Figure 1. Study area

본 연구에서는 12,776건의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고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구득한 파고, 파주기, 풍속의 환경 변

수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ure 2는 2015-2019년까지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를 나타낸다. 2015-2019년

까지의 연안해역 해양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53건, 2,322건, 2,625건, 2770건, 3,006건으로 2015년

부터 감소 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사고 건수는 2015년 2,053건에서 2019년 3,006건으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인다.

Figure 3은 2015-2019년 해양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손상(Engine damage)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29%), 충돌사고(Collision), 기타사고(Other accident), 부유물 감김(Floating material win-

ding), 안전사고(Negligent accident), 좌초사고(Standing), 운항저해(Operation impairment), 화재폭발(Burning), 

해양오염(Marine pollution), 전복사고(Rollover), 침몰사고(Sinking), 접촉사고(Contact)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2. Number of marine accidents Figure 3. Type of marine accidents

Figure 4는 위치별 해양사고 발생 건수를 나타내며, 선박의 입출입과 교통량이 많은 영해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 영해(South territorial area)에서 가장 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고, 서해 영해(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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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area), 개항 및 진입수로(Trade port and fair ways), 동해 영해(East territorial area), 남해공해(South 

international sea), 서해공해(West international sea), 동해공해(East international sea), 일본수역(Waterbody of 

japan), 동남아(Southeast Asia), 원양(Deepsea)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4. Number of marine accidents by location

Table 4. Description of variables

Division Explanation Variable
Type of accidents Model 1 Collision, Contact=1, Others=0

Model 2 Standing, Rollover, Sinking=1, Others=0
Model 3 Burning=1, Others=0
Model 4 Engine damage=1, Others=0
Model 5 Floating material windings=1, Others=0
Model 6 Negligent accident=1, Others=0
Model 7 Other accidents=1, Others=0
Model 8 Marine pollution=1, Others=0
Model 9 Operation impairment=1, Others=0

Ton Weight 1 5ton or less=1, Others=0
Weight 2 More than 5ton and 1,000tons or less=1, Others=0
Weight 3 More than 1,000tons=1, Others=0

Territorial area Area 1 West territorial area=1, Others=0
Area 2 South territorial area=1, Others=0
Area 3 East territorial area=1, Others=0

Marine accident (month) Spring 3-5 month=1, Others=0
Summer 6-8 month=1, Others=0
Autumn 9-11 month=1, Others=0
Winter 12-2 month=1, Others=0

Marine accident (time) Dawn 1-6 time=1, Others=0
Morning 7-12 time=1, Others=0
Afternoon 13-18 time=1, Others=0
Over night 19-24 time=1, Others=0

Use of vessel Fishing vessel 1 Division fishing vessel=1, Others=0
Fishing vessel 2 Inshore fishing vessel=1, Others=0
Fishing vessel 3 Other fishing vessel=1, Others=0
Fishing vessel 4 Fishing boat=1, Others=0
Fishing vessel 5 Coastal fishing vessel=1, Others=0
Fishing vessel 6 Deepsea fishing vessel=1, Others=0

Environment variable Sign wave Average of digging corresponding to 1/3 in descending order of 
wave height of waves generated during any time

Wave cycle Time to the highest point of the next wave due to the viscosity
Wind speed Speed of air moving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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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설명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각 해양사고의 유형(Type 

of accidents)을 총 9가지의 모델로 나타내었다. 종속변수 중 기타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사고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유사하게 사고 원인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고를 의미하며, 그 사고 비율(16.43%)이 높고 추후 구체적인 

사고분석이 요구되는 유형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별적인 모형을 구축하였다. 도로교통사고와 달리 해양사고에서는 

해양오염이 중요한 사고 유형으로 계절, 시간, 날씨 해양조건 등에 따라 사고발생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양오

염 발생확률이 높은 지점 또는 시점에 어업지도선을 통한 지도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양오염을 종

속변수로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는 선박의 무게(Ton)를 5톤 이하, 5톤 초과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었다. 선박의 무게가 5톤 이하면 소형선, 1,000톤 초과인 선박을 대형선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선박의 무

게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발생 영해(Territorial area)는 기초통계분석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남해 

영해, 동해 영해, 서해 영해인 경우로 나누었다. 해양사고 발생 월(Marine accident(Month))로는 3-5월(Spring), 

6-8월(Summer), 9-11월(Autumn), 12-2월(Winter) 네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간대로는 1-6시

(Dawn), 7-12시(Morning), 13-18시(Afternoon), 19-24시(Over night)으로 설정하였다. 어선 용도(Use of vessel)

는 어선의 용도에 따라 구획어업선(Division fishing vessel), 근해어업선(Inshore fishing vessel), 기타어업선(Other 

fishing vessel), 낚시 어선(Fishing boat), 연안어업선(Coastal fishing vessel), 원양어업선(Deepsea vessle)으로 설정

하였다. 환경 변수는 유의 파도(Sign wave), 파주기(Wave cycle), 풍속(Wind speed) 3가지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다. 유의 파도란 임의 시간 동안 발생한 파도 중 파고가 높은 순서로 1/3에 해당하는 파고들의 평균을 의미하

고, 파주기는 파도의 최고점에서 다음 파도의 최고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풍속은 해양사고 발생 시간 동안 이동

하는 공기의 속도를 의미한다.

Table 5는 각기 다른 종속변수를 가진 각 모형별 사고발생 건수를 보여준다. 가장 적은 표본 수를 가진 Model 8

(해양오염)가 354건으로 최소한 300건 이상의 표본 수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Model 9
Marine 
accident 
occurrence

Occurred 2,356
(18.44%)

1,149
(8.99%)

528
(4.13%)

3,704
(28.99%)

1,265
(9.90%)

686
(5.37%)

2,099
(16.43%)

354
(2.77%)

635
(4.97%)

Not 
occurred

10,420
(81.56%)

11,627
(91.01%)

12,248
(95.87%)

9,072
(71.01%)

11,511
(90.10%)

12,090
(94.63%)

10,677
(83.57%)

12,422
(97.23%)

10,677
(95.03%)

Table 6은 각 사고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범주형 설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7은 연속형 

설명변수로 해양사고 환경변수인 유의 파고, 파주기, 풍속의 기초통계 결과이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discrete explanatory variable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Model 9
Ton 5ton or less* 728

(32.3%)
618

(55.0%)
157

(31.8%)
2,361

(67.6%)
559

(49.1%)
148

(23.9%)
1,034

(52.4%)
22

(6.6%)
394

(64.4%)
More than 5ton 
and 1,000ton 
or less

1,156
(51.3%)

477
(42.5%)

288
(58.4%)

1,082
(31.0%)

573
(50.3%)

411
(66.4%)

892
(45.2%)

189
(56.4%)

208
(34.0%)

More than 
1,000tons

370
(16.4%)

28
(2.5%)

48
(9.7%)

51
(1.5%)

7
(0.6%)

60
(9.7%)

48
(2.4%)

124
(37.0%)

10
(1.6%)

Terri-
torial 
area

West territorial 
area 

597
(33.4%)

361
(35.9%)

92
(24.1%)

1,095
(34.5%)

381
(36.1%)

277
(49.8%)

582
(34.5%)

36
(23.5%)

250
(48.3%)

South territorial 
area 

870
(48.6%)

483
(48.1%)

217
(56.8%)

1,616
(50.9%)

529
(50.1%)

209
(37.6%)

850
(50.3%)

102
(66.7%)

216
(41.7%)

East territorial 
area

322
(18.0%)

161
(16.0%)

73
(19.1%)

461
(14.5%)

146
(13.8%)

70
(12.6%)

257
(15.2%)

15
(9.8%)

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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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discrete explanatory variables (continued)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Model 9
Marine 
accident 
(month)

3-5 month 479
(21.3%)

219
(19.5%)

120
(24.3%)

803
(23.0%)

270
(23.7%)

132
(21.3%)

453
(22.9%)

94
(28.1%)

142
(23.2%)

6-8 month 580
(25.7%)

277
(24.7%)

132
(26.8%)

1,007
(28.8%)

317
(27.8%)

142
(22.9%)

529
(26.8%)

108
(32.2%)

198
(32.4%)

9-11 month 715
(31.7%)

421
(37.5%)

116
(23.5%)

1,117
(32.0%)

344
(30.2%)

191
(30.9%)

599
(30.3%)

79
(23.6%)

185
(30.2%)

12-2 month 480
(21.3%)

206
(18.3%)

125
(25.4%)

567
(16.2%)

208
(18.3%)

154
(24.9%)

393
(19.9%)

54
(16.1%)

87
(14.2%)

Marine 
accident 
(time)

1-6 time 637
(29.1%)

244
(22.5%)

78
(16.6%)

390
(11.4%)

175
(15.6%)

86
(14.3%)

334
(17.4%)

30
(9.2%)

44
(7.3%)

7-12 time 760
(34.8%)

423
(39.0%)

180
(38.2%)

1,431
(41.6%)

399
(35.6%)

251
(41.8%)

785
(40.9%)

154
(47.1%)

219
(36.1%)

13-18 time 512
(23.4%)

312
(28.8%)

146
(31.2%)

1,326
(38.6%)

392
(35.0%)

178
(29.7%)

578
(30.1%)

104
(31.8%)

267
(44.1%)

19-24 time 278
(12.7%)

106
(9.8%)

67
(14.2%)

289
(8.4%)

155
(13.8%)

85
(14.2%)

222
(11.6%)

39
(11.9%)

76
(12.5%)

Vessel 
use

Division fishing 
vessel

12
(0.9%)

6
(0.8%)

6
(1.7%)

22
(1.0%)

17
(2.0%)

1
(0.2%)

10
(0.7%)

1
(1.1%)

4
(1.5%)

Inshore fishing 
vessel 

395
(28.0%)

112
(14.0%)

104
(28.7%)

231
(10.4%)

156
(18.3%)

199
(18.3%)

186
(13.5%)

41
(43.2%)

29
(11.0%)

Other fishing 
vessel 

119
(8.4%)

142
(17.8%)

42
(11.6%)

170
(7.7%)

38
(4.5%)

37
(7.6%)

149
(10.8%)

11
(11.6%)

37
(14.0%)

Fishing boat 170
(12.1%)

85
(10.7%)

26
(7.2%)

373
(16.9%)

137
(16.1%)

6
(1.2%)

221
(16.0%)

1
(1.1%)

35
(13.3%)

Coastal fisheries 
vessel 

696
(49.4%)

451
(56.5%)

178
(49.0%)

1,410
(63.8%)

505
(59.2%)

242
(49.7%)

813
(58.8%)

24
(25.3%)

157
(59.5%)

Deepsea fishing 
vessel 

18
(1.3%)

2
(0.3%)

7
(1.9%)

5
(0.2%)

0
(0%)

2
(0.4%)

3
(0.2%)

17
(17.9%)

2
(0.8%)

*Underlined italic variables indicated baselines.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tinuous explanatory variables

Sign wave Wave cycle Wind speed
Min Max Mean Std Min Max Mean Std Min Max Mean Std

Model 1 0 6.5 0.50 0.58 0 18.1 5.60 2.22 0 19.2 4.90 3.04
Model 2 0 6.9 0.73 0.94 0 18.8 6.00 2.60 0 27.8 5.62 3.63
Model 3 0 3.2 0.53 0.54 0 15.8 5.72 2.19 0 17.3 5.02 2.98
Model 4 0 5.0 0.43 0.48 0 20.0 5.54 2.36 0 16.6 4.65 2.75
Model 5 0 3.8 0.53 0.52 0 19.6 5.53 2.30 0 18.5 5.05 2.86
Model 6 0 4.3 0.55 0.57 0 18.6 5.50 2.22 0 20.4 5.30 3.05
Model 7 0 9.8 0.63 0.81 0 20.3 5.82 2.47 0 25.6 5.51 3.53
Model 8 0 4.1 0.43 0.57 0 15.7 5.45 2.51 0 21.9 4.86 3.14
Model 9 0 2.8 0.42 0.53 0 16.4 5.51 2.44 0 15.7 4.94 3.04

분석결과�및�해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각 모형별 위험요인의 영향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 모형은 유의 확률 90%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만을 포함하였으며, 분석에 기준이 되는 

변수는 무게별로 5톤 이하, 영해별로 동해 영해, 월별로는 9-11월, 시간대별로는 13-18시(오후), 어선 용도별로는 

구획어업선을 설정한 결과, 총 19개의 유의한 변수를 얻을 수 있었다. 특징적으로 모형에 따라 위험요인의 부호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고유형을 구분한 세부적인 모형 구축 및 해석이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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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odel estimation results

Variable

(Model 1)
Collision, 
Contact

(Model 2)
Standing, 
Rollover, 
Sinking

(Model 3)
Burning

(Model 4)
Engine 
damage

(Model 5)
Floating 
material 
winding

(Model 6)
Negligent 
accident

(Model 7)
Other 

accident

(Model 8)
Marine 

pollution

(Model 9)
Operation 
impairment

Coefficient (B)

Ton More than 
5ton and 
1,000ton of 
less

.575*** -.163 .804*** -.789*** .170** 1.067*** - 2.441*** -.397***

More than 
1,000ton

1.901*** -1.029*** 1.316*** -2.128*** -2.122*** 1.964*** -1.049*** 3.342*** -2.074***

Terri-
torial 
area

West terri-
torial area

-.391*** .173** .133*** .148** .367** -.400*** - -1.610*** .401***

South terri-
torial area

-.243*** - -.106* .229*** .366*** -.555*** - -.515*** -

Marine 
accident 
(month)

3-5 month -.199*** -.264*** .276** - - - - - -

6-8 month -.166*** -.230** .244* - - - - .243* .226**

12-2 month - -.189* .396*** -.106* - .244** - -.405** -

Marine 
accident 
(time)

1-6 time .935*** .395*** -.238** -.599*** -1.89 -.455*** - -.778*** -.798***

7-12 time .197*** - - -.110** -.156** - - .247* -

19-24 time .311*** - - -.366*** .203** - - -.418** -

Vessel 
use

Inshore 
fishing vessel

- - .838*** -.517*** .183* 1.649*** -.310*** -.703*** -1.322***

Other fishing 
vessel

.434*** .906*** 1.007*** -.638*** -.516*** .974*** .264*** -.678** -.701***

Fishing boat - - - .170** .449*** -.1508*** .401*** -3.903*** -1.023***

Coastal 
fisheries vessel

- .171** .623*** .196*** .373*** 1.206*** .173*** -1.548*** -1.001***

Deepsea 
fishing vessel

- - 1.035*** .787* - - -1.036* 1.218*** -

Environ-
ment 
variable

Significant 
wave

-.221*** .432*** -.184** -.170*** .158** - .233*** -.840*** -.369***

Wave period - - - - .041** - - - -

Wind speed - - - -.024** - - .027*** .056** .058***
***p<0.01, **p<0.05, *p<0.10

충돌(Collision) 및 접촉(Contact)에 대한 분석결과(Model 1), 선박이 5톤 이상일 경우 충돌 및 접촉사고 발생 확

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충돌 및 접촉사고는 다른 사고유형과 달리 선박 간의 물리적 충격이 발생

하고 물리적 충격은 무게가 높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대별 요인으로는 오후 시간(13-18시)에 비해 다른 시

간대에 충돌 및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에 어업량이 많고, 오징어 등 

심야시간에 주로 작업하는 어종이 많기 때문에 오후 시간보다 다른 시간대에 충돌 및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어두운 주위 환경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Kang et al., 2013).

좌초(Standing), 전복(Rollover), 침몰(Sinking)에 대한 분석결과(Model 2), 선박이 5톤 미만일 경우 좌초, 전복, 

침몰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박의 무게가 높은 경우 악천후 및 그 외의 외부요인에 대

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높아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Kwon and Lee, 2007). 또한, 어선법 시행령에 

따라 총톤수 50톤 이상이거나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의 경우 복원성 검사 대상 선박으로, 선박 설계 시 복원성에 대

한 안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비대상 선박의 경우 복원성 검사에서 제외됨으로 상대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에 취약함

을 알 수 있다. 영해별로는 동해 영해보다 서해 영해에서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서해 영해의 낮은 수심으로 인하여 암초 등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 변수로는 유의 

파고가 사고 발생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상악화의 경우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배수 능력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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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유입으로 선박이 흔들릴 경우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Jung et al., 2012).

화재폭발(Burning) 사고에 대한 분석결과(Model 3), 선박이 5톤 이상의 경우 화재폭발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5톤 이상의 어선은 배의 노후화, 무리한 조업, 취급 불량 및 결함 등에 따른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승선 인원 및 사용 빈도 등이 톤수가 낮은 선박보다 높아 화재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You and Chung, 2015). 최근 5년 계절별 평균 수온은 봄(12.9°C), 여름(23.0°C), 가을(20.7°C), 겨

울(12.2°C)로 계절 중 가장 높은 영향을 나타낸 봄과 겨울의 경우 낮은 온도로 인한 선박 내 전열기구의 사용으로 화

재의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손상(Engine damage)에 대한 분석 결과, 선박의 무게가 5톤 이하인 선박이 5톤 초과한 선박들보다 기관손상 

발생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톤 이하의 소형 어선은 5톤 초과의 선박들에 비해 기관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기관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소형 선박이 대형 선박보다 미흡하여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

다고 생각한다. 영해별로는 동해 영해보다 서해 및 남해 영해에서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동해 영해보다 서해 및 남해 영해가 선박의 입출항 및 선박 교통량이 많으므로 기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

한 시동모터 손상, 시동용 축전지 방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Kang et al., 2013). 선박용도 별

로는 연안어업선과 근해 어업선, 원양어업선이 기관손상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유물 감김(Floating material winding)에 대한 분석결과(Model 5), 사고 영해는 동해 영해보다 서해 및 남해 영

해에서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해의 조류가 강하고 조업 방식이 근해채낚기 어업, 근해 

통발 어업 위주로 이루어져 비교적 폐어망과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적게 발생하고, 서해와 남해는 근해형망, 자망 

형태의 조업 유형이 많으며 중국과 근접하여 육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해상부유물로 인한 감김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Lee et al., 2019). 부산지방해양 수산청의 ‘2020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보면 가을철인 9-11월은 성

어기로 본격적으로 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조업활동을 하면서 폐어망과 폐로프를 포함한 해상부유물이 

증가하게 되어 9-11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사고(Negligent accident)에 대한 분석결과(Model 6), 선박의 톤수는 5톤 초과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 5톤 이하의 선박보다 승선 선원이 많고 조업 중 양망기 끼임

이나, 해상추락, 어구 ‧ 로프 등에 의한 가격, 미끄러짐 등의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Jung, 2018). 발생 영해별로는 동해 영해보다 서해 및 남해 영해에서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동해 영해보다 선박 교통량이 많은 서해 및 남해 영해에서 충돌 회피 법규 사항 미준수, 일반 원칙 

미준수 등의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ang et al., 2013). 월별로는 12-2월에 안

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온도가 낮은 겨울에 어업활동 시 신

체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두꺼운 옷으로 인하여 가동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선 용

도별로 보면 근해어업선과 연안어업선의 안전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박의 톤수가 커질수록 충돌 및 접촉사고, 화재폭발, 안전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여객선 중 상대적

으로 선박 톤수가 높은 원양어선 및 근해어업선에 충돌/접촉, 화재폭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톤수가 높은 선박은 탑승 인원도 많으므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발생해역요인(남해 및 서해 영해)에 대해서는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의 발생확률이 높다. 남해 및 서해 영해에서

는 안전조업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점검 및 해상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사고 예방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서

해 영해에서는 충돌, 전복, 좌초사고와 운항저해사고에 관한 교육도 요구된다. 선박검사 시 선박의 복원성 검사 대

상 선박을 확대하거나 최대 복원 경사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실시간 활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즉, 실시간 선박의 경사각의 위험 유무를 판정하여 위험 값에 근접 시 이를 선박 운전자에게 알리고 육상 

운영센터에도 전송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Lee et al., 2011).

월별 요인과 관련해 9-11월에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졌다. 9-11월은 성어기로 

본격적으로 조업활동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연안어업선, 소형 선박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선원들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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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변화와 선원의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효

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수행했던 안전교육 방식의 문제점과 선원들의 교육과정 개선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Ahn et al., 2017). 특히, 분석결과 사고 유형별 시간대별 사고발생 확률이 상이하므로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사고유형에 적합한 경비정을 주변에 배치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어선 용도별로 보면 근해 어업선은 화재폭발, 부유물 감김, 안전사고, 연안 어업선은 좌초, 전복, 침몰, 화재폭발,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안전사고와 같이 많은 사고유형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은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원양 어업선은 화재폭발, 기관손상, 기타 어업선은 좌초, 전복, 침몰, 안전사고, 원양 어업선은 화재폭

발, 기관손상 사고 발생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따라서 어선 용도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장비의 개선

과 안전교육에 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선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및�향후�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해양사고 중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기반으로 사고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5-2019년까지 총 60개월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데이터를 활

용하여 해양사고 유형별 9개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설명변수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시간별 요

인, 월별 요인, 발생해역별 요인, 선박 톤수별 요인, 어선용도 별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자료를 구축하였다. 

9개의 모형마다 사고에 관하여 양의 영향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유형별 사고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체 사고의 57%를 차지하는 기관손상(29%), 충돌 및 접촉(18%), 부유물 감김(10%)에 대해서는 집중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동해 영해에서는 충돌 및 접촉사고에 발생확률이 높으므로 9-11월의 동해 영해의 선박을 대상

으로 충돌 및 접촉사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서해 및 남해 영해에서는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 사고가 많이 발

생하므로 어업관리선 및 구조선들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심각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어선 용도별 결과를 확인할 

때 기타어업선은 충돌 및 접촉사고에 관한 교육을 낚시 어선 및 연안 어업선은 부유물 감김, 기관손상사고에 대한 예

방교육을 해야 한다.

각각의 독립변수별로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선박의 톤수, 발생해역, 월별, 시간대별, 어선 용도별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의 개선과 안전교육에 관한 캠페인을 시행하여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시

키고, 세심한 기관의 정비 점검과 철저한 당직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첫 번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기관별로 수집 ‧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의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 선박별 사고 유형을 통하여 계절별 

사고 취약 선박 선정과 현장 교육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지자체별 연안해역 안전도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해양 

안전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선박의 종류, 계절별, 해역별 특성에 맞추어 안

전용품 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사고 유형별로 유의한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분석자료 및 

방법론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해양사고는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일 뿐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에 의하여 심도 있는 원인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육상 교통사고 발생 시 수집되는 인적정보 및 위반정보(음주 여부, 혈중 알코올, 구명조끼 착용 여부, 법규위반 항목 

등)에 대한 폭넓은 자료의 수집뿐 아니라 사고 유형별 원인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해양사고 발생 유무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충돌, 운항저해의 경우 항적 데이터를 통한 

통행량 기반 위험 해역을 도출하는 경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업 유형 및 조업량 데이터 

결합을 통해 과적으로 인한 전복이나 조업량이 높은 시기에 안전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기상데이터

의 폭넓은 활용도 향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유의 파고, 파주기, 풍속 외에도 해무(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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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와 충돌 등), 조석(좌초 등) 등의 추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선 면세유 정보나 보험 가입 정보

를 통해 유류 소모량 분석을 통한 어선의 조업 기간 산정, 기관손상과 선박보험 지급과의 연관성을 통해 기관의 자체

손상, 외부손상 등을 분석하여 상세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20년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

양교통 추진전략 중 하나인 E-Navigation을 통해 2021년 해상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현하고 2022년까지 단말기 보

급을 통하여 통합 빅데이터 구축 및 4차 해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E-Navigation의 데이터를 통하여 선박

들의 항로 및 속도, 거리 데이터가 구득 가능할 시 모형의 정확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할 때 오차항을 반영할 수 있는 Random 

parameter model을 고려한 모형을 활용한다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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