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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theIntensificationSchemeofCompetitiveness
forTugboat& BargeBusinessinKorea

                           Lee, Sang-Pyeong

                           Department of Shipping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ial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Tugboat & barge business, accompanied necessarily with the 

development of shipping industry, is regarded as a pivotal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shipping industry and governmental policy 

toward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ern Asia. 

  The expansion of shipping market and development of shipbuilding 

technology lead to the appearance of a various kinds of large vessels, 

and require the construction of harbors with the depth of water at 

which these vessels can call, and harbor tug to facilitate their incoming 

and outgoing as well. To shorten a shipbuilding period of large vessels 

effectively, parts of ship block are made in several collaborative 

shipyards at home and in China, and then they are transported to 

shipbuilding yard for fabrication. 

  Tugboat and barge,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to support the 

repairs and building of ships, has held an indispensable position along 

with the growth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performed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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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in various harbor-related job sites, such as the transportation of 

sand, dredging soil and cranes, etc.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ugboat and barge, on account of not 

having a national financial support, tugboat & barge business falls into 

financial difficulty with overage vessels and small scale of business. 

Based on the importance of tugboat & barge's role, this paper intends 

to show problems of tugboat & barge business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e, and suggests how to improve and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cope with these difficulties with which tugboat & 

barge business is confronted. 

1. Reinforcing advantages of tugboat & barge business - flexibility,     

   variety, timeliness, and moderate in freight.

2. Overcoming a small-scale of business by integration of companies,   

   and acquiring various-sized fleets. 

3. Opening homepage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ugboat/barge companies and shippers.  

4. Crew training program for safety navigation of vessels combined to  

   tugboat and barge.

5. Removal of overage ships & expansion of funds to improve the      

   organization of fleet. 

6. Taking an opportunity effectively resulting from prosperity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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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taining and training professional staff with tugboat/barge business  

   knowledge 

8. Acquisition of berth & moorage for tugboat and barge. 

9. Supply of duty-free oil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ugboat/barge business. 

10. Furthering positive activities of tugboat & barge association and      

    inducing the attention of government toward tugboat/bar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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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존재하는 산업이 예부선업이며,특히 선박의 입
출항과 관련하여 항만지원 시설로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터그보트 등을 비롯한
예부선업이다.
이러한 예부선업은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항만지원 시설로써 동

북아 물류중심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기반시설이다.특히 선
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업이 없이는 항만이 물류중심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해운시장의 확충과 조선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각종 거대선이 출

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진 항만 건설
이 필요하게 되었고,이러한 선박의 입출항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는 항만터그가
필요하게 되었다.거대선의 신속한 건조를 위해서 대형 조선소 부근의 많은 협
력조선소에서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조선지로 운송하고,임금이 저렴한 중
국 등에서도 많은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조선지로 운송하여 조립함으로써
선박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부선 산업은 항만외에서도 수리조선업을 지원하는 연근해 수송업체로

서 그 역할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모래운송,교각설비 지원,항만준설토 운반,크레인 운송
등 그 역할은 드러나지 않을 뿐 해운산업의 필수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부선업이 원양선사와 같은 대형기업이 아니고 영세
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전체의 규모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뿐더러,정
부의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의외의 상황이다.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하는 항
만지원 SOC산업이라 볼 수 있는 예부선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정책이 있어



- 2 -

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총평이다.
항만의 안전과 산업지원시설인 예부선업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보니 날로

노후화되는 선박과 영세한 규모로 인해 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예부선업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
을 뿐만 아니라,충분한 여건을 갖춘 항만의 건설,새로운 항만,부두의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설기자재 운송에 필요한 예인선 및 부선,입출항 및
접․이안을 용이하게 하는 항내예인선,거대한 각종 선박블록을 운송하는 예
부선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예부선 역할의 중요성과 예부선 항행의 안전,예

부선 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예인선과 피예인선 간의 상호책임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또한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예부선업체의 경쟁력
을 어떻게 보다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고,한국의 항만,
해운,조선업계가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예부
선업의 구조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예부선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
리나라 예부선업체의 현황을 각종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 후 실제 현존하는 문
제점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부선업에 종사하는 업체 중 일정규모 이상
의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회수된 76개 설문지의 항목을 분석
하여,예부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이 연구의 배경과 그 목적,연구방법에 관해 기술한 서론 부분으

로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장은 예부선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어떻게 경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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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점하고,산업구조상 본원적인 분석과 경쟁전략 이론 및 예부선업 또한
해운기업의 일부분이므로 해운기업의 경쟁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은 예부선업계의 현황분석으로서 예부선업의 정의,분류,등록현황,예

부선 항행의 안전,특히 조종성의 많은 제한을 받는 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운
항,예부선 해양사고 및 등록업체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은 예부선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일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기업경영상,영업현황상,외부환경적인 면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제5장은 예부선업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 등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약점이나 외부의 위협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며,어
떠한 해결책으로 예부선업체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
법들을 현실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결과의 요약과,연구의 한계점과 앞으

로의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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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예예예부부부선선선산산산업업업의의의 경경경쟁쟁쟁력력력 강강강화화화전전전략략략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제1절 경쟁력과 경쟁우위

1.경쟁력의 개념

경영전략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기업이 지닌 여러가지 능
력의 가치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형태로 전열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전략
수립에서 핵심이 되는 측면은 경쟁기업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다.다른 기업
들이 취할법한 전략변화의 특성과 성공여부,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기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이러한 동종기업과 경쟁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요소1)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다섯 가
지가 포함된다.

1)사업영역의 범위
사업영역의 범위란 기업이 진출한 혹은 진출해야 할 산업,제품라인,세분시

장의 수와 형태를 말한다.사업범위에 대한 결정은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인
의도를 반영한다.

2)기업의 목표전략
목표전략은 기업이 진출한 혹은 진출할 사업과 제품시장,그리고 기업수준

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성취되어야 할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명시해야 한다.

3)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전략은 제한된 재무,인적자원을 각 산업단위,제품시장 별로 어

1) 안광호 외 2인 ,『마케팅전략』,2판,학현사,경기,2006,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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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4)지속적 경쟁우위의 파악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사업단위․제

품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를 구체화하는 것일 것이다.즉 현․잠재
경쟁자들에 대하여 차별적 우위를 획득․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포지션
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마케터는 각 사업과 각 사업내의 개별
제품시장의 시장기회와 자사의 핵심역량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5)시너지(synergy)
시너지는 기업 혹은 사업부 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관을 맺음으로써 더
높은 경영성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기업내 두 사업부가 유
통망이나 창고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너지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각 사업,제품시장,핵심역량들이 서로를
보완․강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대체로 관련 사업들간에 시너지가 발생할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영성과를 더 높인다.
경쟁력이란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즉,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2.경쟁우위

1)가치사슬
기업의 경쟁우위는 경쟁자보다 낮은 비용으로,또는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러 활동들을 구성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창
출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 경쟁우위의 기본단위는 기업의 분리된
가치활동이다.그리고 이러한 분리된 활동들은 서로 연계되어 다른 활동에 영
향을 미치며 동시에 스킬(skill),조직 루틴(routine),지식 등의 무형자산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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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기업의 경쟁우위를 살피기 위해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전략적 단위활동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가치사슬이다.이러한 가치사슬을 통해서 그 기업이 원가
또는 차별화의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경쟁우
위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가치란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말한다.가치활동은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며,이윤은 총 가치에서 가치활동 수행에
필요한 원가를 뺀 차액이다.따라서 분석해야 하는 것은 가치를 창조하는 가
치활동이며,이 부분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성립시키는 요소이다.

2)구조적 결정요인
기업의 경쟁우위는 기업이 가치사슬상의 활동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능력

에서 나온다고 하였다.가치활동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는 활동의 규모,누적학습,활동간 연계성,타 사업단위와의 활동공유능력,생
산시설의 가동률,활동의 입지,투자결정시기의 적절성,수직적 통합의 정도 및
정부규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가치활동 구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결정 등이
있다.

(1)원가우위의 원천
① 기업 활동간의 관련성
특정기업 활동의 원가는 그 기업에서 수행하는 여러 다른 활동이 어떻게 수

행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기계의 사용과 보수유지활동,품질검사와 애
프터서비스(A/S)활동,부품구매활동과 생산활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
으로 한 활동에서 원가를 높임으로써 다른 활동에서의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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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부간의 상호 관련성
기업내 다른 사업단위와의 상호 관련성도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특히,어떤

활동이 기업내 다른 사업단위와 공동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상당한 원가절감을
얻을 수 있다.즉,한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함께 공동의 브랜드나 유통경
로,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큰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③ 수직적 통합
기업 활동에서의 수직적 통합의 정도도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통합이 이루

어진 경우에는 각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그
러나 통합은 유연성을 해치거나 철수장벽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원가를 상승시
킬 수도 있다.
④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많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또는 광고활동이나 R&D활동 등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를 보
다 많은 생산량에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한편,규모가 증가함
에 따라 나타나는 복잡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서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⑤ 학습 효과
기업 활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습 효과에 의해 효율이 증대되므로 각

활동의 원가는 감소한다.학습효과는 학습의 원리가 다양하고 산업에 따라 상
이하기 때문에 각 활동에 적합한 학습효과의 수준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⑥ 경험곡선 효과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원가를 가지게 되는 이유로서 경험곡선 효

과를 지적할 수 있다.
학습곡선은 직접비 중에서도 임금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

지만,이에 반해 경험곡선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망라한 총 생산원가가 감소하
는 패턴을 설명하므로 그 적용범위가 훨씬 크다.경험곡선이라는 개념은 이론
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개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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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부품의 직접생산 또는 구매에 대한 판단도 이미 축적된 경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⑦ 조업도
특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클 경우 그 활동의 원가는 조업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정비가 클 경우에 조업도가 낮으면 원가가 급상승하기 때문
에 총원가에 대한 고정비의 비율(고정비/총원가)은 기업 활동의 조업도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⑧ 입지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입지조건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입지선정이란 대체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지만 기업의 성장배경이나 주요 투
입요소의 소재지,기후,사회적 환경 등 기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2)차별화의 원천
기업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전략적 의

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선택이 가장 일반적인 차별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차별화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책에는 제

품의 외양,성능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뿐만 아니라,투입물의
품질,종업원들의 기술,경험 및 교육․훈련수준,기계장비의 정확성,공장의
자동화 정도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수직적 통합기업 활동 간의 관련성 조정,입지 등은 차별화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기업은 그들의 사업영역 내에서 어떤 요인들이 차별화를 이루는
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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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구조의 분석이론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기본 단위는 산업이다.산업은 상호간에 직
접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쟁자들의 집합이며 경쟁이
발생하거나 경쟁우위를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경쟁전략은 한 산업내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유리한 경쟁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이러한 경쟁전략에는 일반화된 유형이 있을 수 없으며 단
지 특정산업에 적합한 전략 즉,특정기업의 기술과 자산에 적합한 전략만이
있을 수 있다.
특정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산업의 구조적2)

인 요인들이 있다.특정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경쟁전략의 목표는
그 기업이 이러한 경쟁전략으로부터 스스로를 가장 잘 방어하거나 유리한
형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그 근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

공급자의 교섭력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재의 위협

<그림 2-1>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경쟁적인 세력

자료:안광호외 2인,『마케팅전략』 2판,경기:학현사,2005.

2)안광호 외 2인,전게서,pp.1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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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기업들간의 경쟁

산업의 모든 기업은 상호 의존적이다.즉,한 기업의 전략과 행동은 다른 기
업의 행동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는 그 산업에 참여한 기업들 간의 경쟁강도와 관련이 있다.구체
적으로 기존 경쟁사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장은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해질수
록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더 많아지
게 되고,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되며,기존경쟁자간
의 경쟁강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경쟁기업의 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의 수는 경쟁의 강도를 가장 분

명히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즉,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쟁
자의 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2)경쟁기업의 상대적인 크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쟁기업의 수가 동일할지라도 경쟁사의 상대적인 크

기가 경쟁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즉,동일한 크기의 경쟁자가 다수 존재하
는 시장은 소수의 거대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보다 경쟁의 강도가 더 높다.

3)제품 및 전략의 유사성 정도
경쟁자의 상대적 크기와 마찬가지로 경쟁기업간 제품 또는 전략의 유사성은 경

쟁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구체적으로 경쟁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 서로
유사하다면 제품 차별화가 뚜렷한 시장에 비해 경쟁의 강도가 높다.뿐만 아
니라 경쟁기업간의 전략이 유사한 경우에도 경쟁의 강도는 높다.즉,각 기업
의 제품이 서로 유사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에서 구매자의 구매
결정기준은 가격이 된다.
따라서 경쟁사들은 가격압박을 받게 되며 가격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 11 -

진다.이것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4)시장의 성장 여부
기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경쟁자의 매출을 잠식하는 길뿐

이다.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이는 주로
가격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5)높은 고정비용
항공운송 등과 같이 총원가 중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과잉설비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의 회수만 가능하다면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더 유리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간에 치열한 가격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시장으로부터의 철수 용이성 정도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장기계약관계에 묶여 있다거나,기업 내 다른 사업부와의 관
계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거나,각종 시설 및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
았고 그 용도를 변경하기 어렵다거나,혹은 사업철수에 대한 정부규제가 있다
거나 등은 모두 산업의 퇴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때 기업들은 수익성
이 악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산업의 전반적 경
쟁강도는 높아진다.
철수장벽이나 진입장벽은 개념상 서로 다른 것이지만,산업을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진입장벽과 철수장벽의 관계를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표 2-1>과 같다.3)

3) MichaelE.Porter,CompetitiveStrategy“,New York:TheFreePress,1980,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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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진입

철 수 장 벽
낮 다 높 다

진
입
장
벽

낮
다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되어 있다.

수익성은 낮으면서
위험이 많다

높
다

수익성이 높고
안정되어 있다

수익성은 높지만
위험이 많다

<표 2-1>진입장벽,철수장벽과 산업의 수익성간의 관계

자료:MichaelE.Porter,“CompetitiveStrategy”,New York:
TheFreePress,1980.

산업의 이윤율이란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철수장벽이 낮은 경
우가 가장 좋다.이런 경우 진입은 억제되는 대신에 경쟁에 실패한 기업은 철
수가 쉽다.반면 최악의 경우는 진입장벽은 낮고 철수장벽이 높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황기거나 일시적 벼락경

기를 맞게 되면 그 산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된다.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시설과잉 현상이 야기되더라도 높은 철수장벽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
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시설 과잉현상은 더욱 악화되어 수익성은 만성적
으로 빈약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2.새로운 진출기업의 위협

경쟁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에서의 수익성은 낮아지게 되므로 새로운 경쟁
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매력도가 낮다.따라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기업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벽을 쌓기도
하는데 이것을 진입장벽이라고 한다.기존의 기업들은 이 진입장벽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터의 진입의 위협을 덜 받으면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잠재 경쟁자로 부터의 위협정도는 산업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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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1)정부의 진입규제
어떤 특정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

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진다.따라서 이미 진입한
회사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높은 투자소요액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경쟁자가 생산설비를 짓거나,점포를 열거나,광

고나 판매촉진을 하는 데 많은 액수를 투자해야만 한다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자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예를 들어,유전사업의 경우에는 유전
설비를 갖추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신규업체의 진출이 쉽지 않다.

3)원가 차이
경험곡선효과나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존 경쟁자들이 낮은 원가를 실

현하고 있다면 이는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 경우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당한 기간동안을 기존 경쟁자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입 이후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해 진다.

4)강력한 브랜드
고객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따라서 강력한 브랜드는 훌륭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즉,인지도 및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규진입자의
시장침투는 매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상당한 진입장벽을 느끼게 된다.

5)중요한 투입요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장 또는 점포의 입지,재료나 부품,기술,유통

경로 등과 같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따라서 기존 기업들이 이런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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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6)높은 전환비용
전환비용(switchingcost)이란 고객이 공급선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부담 등을 포함하며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조작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전환비용
이 높은 시장에서는 다른 기업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을 빼앗아 오기 어
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했을 때 성공하기 어렵다.

3.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는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
업자나 다른 제조업자까지도 포함한다.일반적으로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을수
록 그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진다.교섭력을 가진 구매자는 기업으로부터 가격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증가된다.
1)구매자의 수가 적거나 구매자가 조직화된 경우
2)구매자가 후방 통합하여 제품의 일부나 전부를 만들 수 있을 때
3)차별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4)구매자들이 쉽게 타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
5)구매자들이 구입선을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전환비용이 낮은 경우

4.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은 구매자의 교섭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공급자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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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매자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대개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의 수익성은 위협을 받게 되며 따라서
시장매력도는 낮아진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다음의 경우에 높아진다.
1)공급자의 수가 적거나 공급자들이 조직화된 경우
2)구매자가 공급자를 교체할 때 전환비용이 높은 경우
3)공급자가 전방 통합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4)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의 협상력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기업들은 후방통합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거나 전환비용을 낮추
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공급자의 협상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5.대체재의 위협

대체재(substituteproducts)란 해당 산업의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고객들에 의해 유사하다고 인식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대체재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
시장의 수익성은 낮아지며 따라서 매력도도 낮아진다.왜냐하면 해당제품의
가격을 올렸을 때 구매자들은 대체재로 구매를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들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여건들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그러나 구매자들의 영향력
과 마찬가지로 전략을 통해 그러한 여건을 유리한 상황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
즉,구매기업에서 전환비용을 제거시키거나 또는 후방통합을 단행하겠다는 위
협 등으로 불리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6.산업경쟁의 한 요인으로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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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로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산업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구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산업내부의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는 공급회사나 구매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여러 가지 법규나 보조금 지급 또는 다른 수
단을 통해 특정 산업과 이에 대체되는 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절 본원적 경쟁전략 이론

앞에서 언급한 6개 경쟁요인들을 주시하면서 산업에서의 다른 경쟁기업들을 능
가해 나가는 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본원적 전략이 있다.
• 비용우위전략(costleadershipstrategy)
• 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strategy)
• 집중화전략(focusstrategy)

이들 중 어느 하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투구와 이를 뒷받
침하는 조직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1.비용우위전략(costleadershipstrategy)

비용우위전략이란 전반적인 비용상의 우위를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상의 방책들을 통해 특정산업에서의 비용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비용
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기할 수 있는 설비를 적극적
으로 갖추고 경험의 축적을 통한 비용절감을 모색하며,총경비의 철저한 통제
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미래의 회피,연구개발이나 서비스,판매요원,광고
등의 분야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
려면 경영관리층이 비용관리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경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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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상대적인 비용우위는 경쟁전략 전반에서 주요한 주제가 된다
전반적인 비용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거나 그밖에 원

자재의 확보나 접근이 용이한 것과 다른 이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상의 우위전략을 실행하려면 초기의

대규모적인 설비투자,적극적인 가격정책 그리고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초기의
결손감수 등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또한 시장점유율이 증대되면 생산량이 늘
어나 구매,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구매비가 줄어들면 비용은 더욱 줄어
들게 될 것이다.일단 비용상의 우위를 성취하게 되면 이익폭이 높아져 새롭
고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재원이 조달되므로 그러한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2.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strategy)

차별화전략이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차별화 시키는 것 즉,활동
하는 산업 전체에서 다른 모든 제품이나 용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것으로 인
식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차별화를 성취시키는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즉,디자인과 상

표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독특한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대고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견실한 판매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 중 몇 가지는 동시에 채택,추

진하는 것이다.차별화는 고객들이 상표를 신뢰하고,가격을 별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적인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또한 수익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비용상의 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을 제거시킨다.차별화는 신규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고객들의 신뢰와 그 제품의 독특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
를 안겨줌으로써 진입장벽의 구실도 하게 되나 차별화를 성취시키면 시장점유
율의 확대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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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중화전략(focusstrategy)

집중화전략은 특정한 구매자 집단이나 생산라인별 부문,또는 지역적으로 한
정된 시장을 집중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다.비용우위전략이나 차별화전략이
활동하는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 반해 집중화전략은
특정한 목표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면서 모든 기능적 방책을 이에 맞추어 전
개시켜 나가는 것이다.이 전략은 보다 광범한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한정된 전략 목표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은 특정한 대상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킴으로써 차별화를 이룩하거나 또는 이러한 대상에 용역을 공
급하는데 비용상의 우위를 달성시킬 수 있다.또 이 양자를 동시에 성취시킬
수도 있다.
이상 3개의 본원적 전략의 차이점은 <표 2-2>과 같다.4)
집중화는 곧 그 기업이 전략적인 대상목표에 비용상의 우위나 두드러진 차별화

또는 이 양자를 다같이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대체품과 경쟁 가
능성이 가장 희박한 부분이나 경쟁기업들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선택해서 집
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활용되는 전략이다.

유 형
범 위

경쟁우위의 유형
낮은 비용 차 별 화

경
쟁
의
범
위

전체시장 비용우위전략 차별화 전략

특정
세분시장 비용우위 집중화전략 차별적 집중화전략

<표 2-2> 본원적 전략의 유형

자료:MichaelE.Porter,“CompetitiveStrategy”,New York:
TheFreePress,1980.

4)MichaelE.Porter, CompetitiveStrategy ,Ibid,p.39.

집중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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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전략 중 어느 하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어렵다.이러한 기업들은
적극적인 설비현대화 투자나 시장점유율 확대노력 등을 통해 비용우위나 최소
한 대등한 코스트 수준을 달성시켜야 한다.또한 특정대상 목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차별화를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집중화나 차별화를
추구하다 보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심지어 절대 판매량이 줄어들지도 모
른다.
3가지 전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기업의 능력이나 특성 그리

고 한계를 제대로 평가한 후 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5)

제4절 예부선업의 경쟁력

  1. 예부선업의 경쟁력 개념

  예부선업의 경쟁력은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유․무형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힘으로서, 수익성 측면에서 업체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

을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운항원가를 최소

한으로 줄임으로서,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 있는 예부선을 경쟁력을 갖춘 예

부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예부선업의 경쟁력이라 함은 대형선박의 입

출항시 조선보조용으로 사용되는 항만예인선, 항만의 건설이나 각종 공사용 

기자재를 운송하는 공사용 예부선, 선박블록이나 연안화물 수송에 사용되는 

예부선 등의 총체적인 힘을 말한다. 국내항만 혹은 국내연안 수송은 외국적 

예부선에게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논할 때는 

아니나, 예부선업 자체가 국제경쟁력과 절대적으로 결부된 해운산업을 여러 

면에서 지원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부선업의 경쟁력이 해운산업의 국가경쟁

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5)MichaelE.Porter저,조동성,정몽준 공역,『경쟁전략』 1993.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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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부선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1)요소조건
경쟁력의 결정요인은 요소부존 측면에서 노동력의 풍부 여부,노동의 질,

숙련 노동력의 존재 여부,자본,원자재의 부존도,기술의 존재 등 국가 특정
적(countryspecific)인 제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비교우위론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부존량이 비교우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경쟁우위론에
서는 이러한 요소변수를 정태적인 성격으로는 보지 않는다.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인적,물적,지적자원과 자본 및 하부구조 등을 천부

적인 국가 특정적,요소부존적 성격으로 보지 않고,개인적,사회적 투자를 통하
여 요소는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즉,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요
소조건상의 변수를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아울러,생산요소를 얼마
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또,어떻게 전문화․고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요소
창출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창출은 개인,단체,협회,연구재단,정부당국의 투자 등에 의해

가능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창출 메카니즘을 통하여 생산요소들은 전문
화․고도화된 요소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창출의 메카니즘을 소유한 국가나 당해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따라서,요소부존량(factorendowment)과 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산업 경쟁사회에서는 요소창출(factorcreation)이 기업 경쟁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소창출의 측면에서 요소부존이 열위에 있다든가,요소불리점(disadvantage)이
오히려 기업의 유효한 전략과 혁신을 추구하게 하여 경쟁우위를 창출․유
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재평가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이와 같
이,요소조건은 요소우위와 불리라는 양 측면에서 경쟁우위의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경쟁우위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아무튼,요소의 부존과 창
출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부선업의 요소조건은 크게 예부선 선복량,선대의 다양성,선대의 노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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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문해기 지식을 갖춘 선원,선원의 적절한 교육,선원복지,육상 임직
원,회사의 지리적 입지 등으로 구성된다.

2)수요조건
Linder(1961)는 그의 상호수요이론에서 1인당 GNP가 비슷한 국가간에 무역

량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국수요(localdemand)에 대하여 언급하면
서,당해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시험시장으로서 국내시장의 중요성
을 주장하였다.
수요의 크기,국내시장의 성숙시기,소비자의 니즈 예측과 대응,소비자의 까다
로운 수요패턴 등이 수요조건으로 열거될 수 있으며 특히,자국수요의 절대
적 크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하여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자국수요가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혁신을 유도할 경우 그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으며 당해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다.이러한 국내수요의 양적 크기뿐만 아니라 수요의
성격,수요의 성장패턴 등도 수요조건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욕구는 기업의 생산전략,제품전략을 추구하게 하며 서

비스의 품질개선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한다.이와 같이 수요조건상의
제 요인이 당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예부선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에 대한 수요조건은 전체적인 물동량,화물의

다양성,새로운 항만의 건설,선박의 입출항 횟수 등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연관기업조건
한 기업의 경쟁력은 관련된 기업의 존재 여부와 관계 긴밀도 수준에 달려있

다.즉,한 기업과 관련된 지원기업,보조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예부선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관기업을 살펴보면,조선․정비기업,
항만건설 기업,보험․금융기업,제조․수출입 기업 등이 있다.
연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이를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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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기에 이용할 수 있으며,상호의 가치체인(valuechain)을 향상시킨다면
개발과 혁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의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결국,한 기업의 경쟁적 성공은 타 연관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부선업의 연관기업과의 관계 긴밀도는 비가격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거래기

간,회수,금액,거래처의 수 등의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최근의 조선 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조선기자재 및 선박블록 수송물량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
며 이것은 예부선업과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 증대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기업 활동조건
기업의 경영방식 및 경영전략이 경쟁우위를 위한 조건과 조화를 이룰 때,그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또한,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있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경쟁기업이 존재할 때,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기업 활동변수로는 기업규모,기업관행,해외진출환경,기업의 대(對)정부

관계,자부심,경쟁적 도전심,국가적 도전심 등이 있다.예를 들면,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재벌그룹간의 자부심과 경쟁적 도전심이 막대한 초기 투자를
유발시켜 우리나라를 세계적 반도체 생산국가로 성장시켰으며,철강산업의 경
우 포항,광양 등의 기업의 지리적 위치는 원료와 완제품의 수송에 유리한 해
상운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반면에,미국의 철강기업들
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하여 많은 수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예부선업의
경우,해상활동의 특수성으로 노사분규가 없었던 것도 안정적인 기업의 성장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다.

예부선업 활동조건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기업수익,기업비용,기
업능력,관계개선,경영전략,기업 고유의 노하우(know-how)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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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는 예부선업의 경쟁력 결정요인들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조건

항목

비교우위 요인 경쟁우위 요인

경영
성과

비가격
경쟁요인

가격
경쟁
요인

비가격
경쟁요인

기업 특성요인 기업활동 특성요인

기업
규모

기업
체질

기업가
자질

관계
긴밀도

기업
비용

기업
평가

인력
확보

사원
복지

서비스
전략

경영
능력

기업
경쟁력

1
선
복
량

자기
자본
비율

경영
의지

조선
기업 항비 기업

이미지
인력
확보
능력

육해상
순환근무
제도

EDI
체제
구축

화물
집화
능력

노동
생산성

2
자
본
금

평균
선령

민주적
의사
결정

항만
건설
기업

화물비 기업
신용

인력
자질
수준

사원
가계
복지제도

기업
홍보

정보
수집
능력

선박
생산성

3
선대의
다
양
성

능력위
주인사
정책

보험
기업 연료비 사회적

명성
인력
채용
기준

노사
협력
수준

자금
조달
능력

자기
자본
이익율

4
독립경
영결정
권한

제조
수출
기업

선비 기업
수입율

인력
교육

임금
승진
체계

매출액
순이익
율

5
개인
신용,
명성

금융
기업

일반
관리비

선원
연가
제도

6 경영
능력

지급
이자

7 전문
지식

외환
차손

자료:김홍섭,“국제 교통서비스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1993.을 기초하여 재구성함

<표 2-3>예부선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 24 -

3.예부선산업의 구조분석

1)기존 기업들간의 경쟁
예부선업체 상호간의 경쟁에 관하여 보면 공사용 예부선업에 종사하는 업체

는 과거 호황기에 일본으로부터 무분별한 선박의 도입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선대는 과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속적인 고
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높은 철수장벽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는
실정이다.한편 중량물 예부선업체는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계속적인 수송물량
의 증대가 예상되며 업체수도 전체 예부선 업계의 10%에 지나지 않고,초기
투자가 많아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도 심한 것은 아니다.항
만 예인선의 경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등록제도가 바뀌고,그 사용도 순번
제에서 자율 경쟁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점차 치열한 경쟁에 노출될 것이다.

2)새로운 진출기업의 위협
공사용 예부선업체는 이미 경쟁자는 많고 수익률의 저하로 매력도가 낮아

새로운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없고,중량물 예부선의 경우는 초기의 높은 투
자액 즉,신조 부선 4,000G/T에 15년 정도의 중고 예인선 3,200마력으로 1조
를 갖추자면 예상가격이 45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향후 점차 시장이
확대 되어감에 따라서 신조․운항비용 등이 저렴한 중국의 예부선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3)구매자 및 공급자의 교섭력
공사용 예부선업체의 구매자는 극히 특수한 부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정이고,중량물 운송 예부선은
차별화가 되어 있고 수송물량의 증대로 적절한 운임을 받고 있다.공급자 측
면에서 본다면 조선가격의 저렴성으로 중국에서 대부분 건조하고 있으나,그
가격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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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체재의 위협 및 정부의 역할
예부선은 그 구조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대체 운송수단이 거의 없다.

정부의 역할은 항만예인선의 경우 과거 직접 운영하였고,또한 허가제 및 순
번제를 실시하여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했던 때가 있었으나 시장경제에 맞춰
개편되었고 부산에만 아직도 순번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 빨리 경쟁체제
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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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체체체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제1절 예부선업의 정의

예부선이라 함은 예인선과 부선의 결합어로서,먼저 예인선은,일정한 피예
인물을 끌고가는 일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체의 크기에 비해서 주기관의
출력이 일반선박보다 크다.예인선의 종류는 항내의 잡다한 일에 종사하는 10
톤～1,000톤 크기에 출력 2,000～8,000마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출력을
갖춘 선박들이 있다.
이에 반하여 부선이라 함은 추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한다.선루 또
는 갑판실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를 갖춘 부선을 유인부선이라 한
다.따라서 넓은 공간을 가진 부선에 화물을 적재하여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
하여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소기의 임무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고,예인선과
부선은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들을 예부선업에 종사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예부선의 분류

1.예인선의 분류

예인선은 운항되는 수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항내에서 일반화물선의 접․이안 조선 보조용 예인선(tugboat)
대형선박의 조선보조용 예인선은 추진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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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P.P.예인선 (fixedpitchpropellertug)
고정 핏치 추진기로 추진되는 예인선으로서 조종성능은 좋지 않으나 아직도 우

리나라 항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C.P.P.예인선 (controllablepitchpropellertug)
가변핏치 추진기는 고정핏치 추진기보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고 또한 원격

조종이 되므로 전진으로부터 후진으로 바뀔 때 또는 추력이 제로(zero)시 추
진기의 별도시동이 필요치 않으므로 추력의 조종이 신속 확실하다.이러한
우수성으로 C.P.P.예인선은 고정핏치 추진기 예인선을 축출하고 V.S.P.예인
선이 출현할 때까지는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3)C.P.PKortnozzlerudder부착 예인선
재래식 타를 폐지하고 Kortnozzle에 적은 면적의 타판을 부치고 Nozzle을

좌우로 회전함으로써 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가변핏치 추진기와 조합한 구조를 갖는
예인선이다.Kortnozzle을 붙임으로써 예항력을 20%내지 40% 증대시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VLCC의 조선보조용 예인선으로 원유나 철광석 기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V.S.P예인선 (voith-schneiderpropellertug)
보이스 슈나이더 추진기를 장비한 예인선은 선체정지 중 자선의 길이를 직

경으로 선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종성능이 우수하다.그리고 전진추력과 동일
한 후진추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동일마력의 기관을 갖는 C.P.P예인선에 비
하여 예항력에서 10-20% 감소되는 결점을 보완하고도 유리한 점이 있다.이
러한 이점 때문에 V.S.P.예인선은 세계의 해운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
으나 최근에는 후술하는 Z-Peller예인선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5)H.M.tug또는 Z.P.예인선
1962년 미국의 MurreyandTregurtha회사가 개발한 HarbourMaster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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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예인선의 사용목적에 알맞게 개량한 것이다.
이것은 M&T사의 하바 마스터 추진기구를 KortNozzle과 조합하여 2기를 선
미에 장비한 것이다.추진장치가 Z자형 추진축으로 되어 있고,KortNozzle과
추진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 수직축을 중심으로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
기 때문에 강력한 추력과 우수한 조종성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신형의
예인선이다.
이러한 발군의 우수성 때문에 Z-Peller예인선은 V.S.P.예인선을 축출하고
조선 보조용 예인선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추진기의 종류에 따른 예인선의 성능을 비교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각종 예인선의 성능 비교표

성 능 항 목 F.P.P.tug C.P.P.tug
C.P.P.Kort
Nozzle

Ruddertug
V.S.Ptug Z.Ptug

개 략 도

1.예항력
bollardpull(kg/HP)
주기마력

10.0 11.5-12.5 14.0-16.0 10.0-11.0 15.0-17.0

2.후진성능
후진추력/전진추력(%) 약 50% 약 50% 약 60% 약 90% 약 100%

3.속도 제어법 회전수,역전 익각 익각 익각 회전수
4.조정성능
긴급정지소요시간(초)
조타기의 유무

약 50
유

약 39
유

약 20
유

약 18
불요

약 10
불요

5.선회성능(초,길이)
선회속도(360°회두)
선회경 (L=길이)

65-70초
3-5L

65-70초
3-5L

45-50초
1.5-2.0L

35-45초
1.0-1.3L

20-25초
1.0-1.3L

자료:윤점동,『선박조종의 이론과 실무』,부산:세종출판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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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연해에서 운항되는 예인선
이 예인선은 항만준설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토운선,공사용 특수바지선

이나 각종 기자재를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50톤에서 150톤 정도의 크기이며 주기관의 출력은 대략 400마력에서 2,000마
력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추진기의 타입은 F.P.P를 선호하며 고유가 때
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질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속 회전수의 엔진을 갖
추고 있다.

3)근해,원양수역에서 운항되는 예인선
항해하는 지역은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러시아 등이며 주로 중국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을 바지선에 적재하고 한국의 거제지역 조선소 삼성,대우
STX나 울산의 현대중공업 등지로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150톤에서 300
톤에 이르고 주기관의 출력도 2,000마력에서 3,600마력 정도에 이르고 있다.
특수한 바지선의 운송에 종사하는 예인선은 선박의 크기도 1,000톤에 이르고
주기관의 출력도 10,000마력을 능가하고 있다.

2.부선(barge)의 분류

부선은 운송하는 화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골재나 건설기자재 운반용 부선
평수구역이나 연해구역에서 토사나 자갈 등 항만건설에 필요한 건설기자

재를 운송하는 부선으로 크기는 1,500P6)에서 4,000P에 이르고 선두라고 일컫
는 1명의 인원이 승선하고 있다.규모가 큰 것은 부산에서 광양등지로 토사나
자갈을 운반하는 6,000～7,000P도 있다.부선은 부선검사증서가 없으면 평수구

6)P: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부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길이ｘ폭ｘ높이(m)에서
0.5% 감한 값을 표기하며 cb.m 와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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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벗어난 화물운송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대부분의 공사용 부선의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며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예인선 선장만 행정처벌을 받
는 현실이며 부선의 선주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형편이니 개
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부선은 일본에서 중고 부선이 도입된 것으로서 일본자체

에서 건조시에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으니 제조검사 등을 받지 않아서 우리나
라에서도 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한동안 그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정부에서 제조검사 등의 서류가 없더라도 부선선주가 부선 검사를 받
으면 부선검사증서를 교부하여 주는 구제기간을 설정하였고 이때 상당수의 부선
들이 검사를 필하고 증서를 교부 받은 후 검사기록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받으
며 양성화되었다.그러나 평수구역만 항해할 것으로 생각해 검사를 받지 않았
던 좀 큰 규모의 부선이 평수구역을 벗어나서 운항하는 사례가 많으며 예부선
안전항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선박블록 등 중량물을 운송하는 부선
선박블록 등을 제작 장소로부터 조선지로 운송하는 부선으로서 한국연해를

운항하는 3,000P～6,000P정도에서부터 중국 닝보 등지에서 제작된 선박블록을
한국 거제 조선소 등지로 운송하는 7,000P～12,000P정도의 부선이 있다.이
러한 중량물 운송부선은 부선검사증서를 갖추고 있으며,부선의 구조 및 설
비 등 기준7)에 따라서 건조시 구조 및 설비에 맞게 건조된 부선이라 볼 수
있다.외국항으로 왕래하는 부선에는 2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으나 거
주,구명,통신,위생설비는 미비한 실정이며 보다 엄격한 검사가 필요할 것
이다.특이한 점은 블록 선적시 조석에 따라서 부두와 높이를 단시간에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밸러스트 펌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7)제정 1999.12.31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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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부선업체의 현황

1.예부선의 등록 현황

우리나라에 등록된 예부선의 척수는 2006년 7월 기준 <표 3-2>와 같이 예
인선이 1,220척(107,896G/T),부선 1,956척(1,413,827G/T)으로서,예부선은 척수
로는 전체 등록 선박수의 53%,즉,절반을 넘고 있으며 톤수로는 15%를 차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리고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숫자를 개략
해 보면 예인선이 3,600여명,부선 2,000여명,예부선 전체로는 5,600여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선박등록 현황 (2006년 7월)

자료:해양수산부

2.예부선 등록업체 운영실태

국내 예부선업체의 운영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첫째,해상공사용 예
부선업체,둘째 해상운송용 예부선업체,셋째,해상크레인 예부선 등이다.
먼저,해상공사용 예부선업체의 경우 부산,인천에 각각의 협회가 독립적

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기준 부산에 235업체,인천에 125업체의 회

구 분

강      선

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부  선 기타선

척수

(Num)
5,992 162 718 694 1,220 1,956 1,242

톤수

(G/T)
10,200,208 129,360 7,311,605 1,068,166 107,896 1,431,827 5,16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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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보유하고 있으며,주로 해상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업체가 많고 1～2척
의 소규모 예인선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회사
차원의 안전대책이 미흡한 수준이고 승무선원의 복지 등도 열악한 상황이다.
해상운송용 예부선업체의 경우 해상공사용 예부선업체와는 달리 중소업체 규

모의 회사들이 대부분이며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소 등 국내 대기업
의 조선소에 수송되는 선박블록을 국내 항간에 운송하거나 중국 및 일본 간의
항로에 종사할 수 있는 근해항해에 종사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안전을
위한 안전전담부서,운항지원부서까지 보유한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며,해상공사
용 예부선업체와는 달리 업체 스스로 안전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경우가 많고,국제항해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각국의 PSC에 지적을 받아 고가 운송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한 수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예부선업체중에서 내항화물 운송업에 등록된 업체의 현황은 <표 3-3>과 같
고,공사자재 및 장비 운반용 부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표
3-4>는 지역별 등록 업체 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예인선 및 부선 등이 부산 및
인천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크레인 부선은 항내작업에 사용되는 안전하중(S.W.L)10톤에서 3,000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로 대형크레인은 조선소에서 선박블록을 이동하거나 교량의
교각 설치에 이용되고 있고,중형급은 해난구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사용하
고자 하는 장소로 예인선이 예인하여 이동할 때는 크레인부선 자체의 구조물이
크고 풍압 및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한 출력을 갖춘 2척의 예인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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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예인선 및 부선업체 등록 현황(2004년 12월)
분 류 업체수 척수 G/T DWT

부선

모래운반선 64 125 146,440 124,323
철강제품운반선 7 23 19,047 77,567
케미컬운반선 1 1 401 1,250
석유제품운반선 4 12 7,528 16,767
폐기물운반선 7 4 7,218 3,454
일반화물운반선 51 134 157,021 274,821
공사자재및장비 186 443 189,682 520,460

소 계 320 742 527,337 1,018,642
예선 예인선 33 625 51,998 3,854

소 계 33 625 51,998 3,854
자료:내항화물선 등록업체현황,한국해운조합

<표 3-4>예부선업체 지역별 등록 현황(2004년 12월)
구분

지역
부 선 예 선

업체수 척수 G/T DWT 업체수 척수 G/T DWT
부산 189 404 248,481 766,294 19 308 22,225 0
인천 56 161 142,460 70,608 0 150 16,067 0
평택 4 5 4,995 0 0 6 757 0
동해 0 0 0 0 0 0 0 0
대산 1 5 3,740 3,740 1 6 580 395
군산 10 22 15,247 12,101 0 21 1,684 39
목포 17 50 17,571 20,149 5 51 2,759 99
여수 18 41 18,428 22,238 4 35 1,872 466
포항 6 23 38,778 56,915 1 19 2,665 2,500
마산 11 18 17,713 46,125 0 16 1,739 0
울산 8 11 14,844 14,574 0 11 1,258 0
제주 0 2 5,080 5,898 3 2 392 355
합계 320 742 527,337 1,018,642 33 625 51,998 ·3,854
자료:내항화물선 등록업체현황,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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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예부선의 선령별 통계를 나타낸다.2004년 12월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박이 부선의 경우 61%,예선의 경우 92%를 차지하고 있
는 등 노후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톤수별 예부선 현황은 <표 3-6>에
서 처럼 부선은 500톤 미만이 59%,예인선은 100톤 미만이 총 척수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예부선 선령별 통계(2004년 12월)
구 분

선 령
부 선 예 선

척 수 G/T 척 수 G/T
5년미만 66 67,424 2 84
5～10년 221 134,924 47 5,690
10～15년 195 131,902 71 6,235
15～20년 129 81,558 50 3,935
20～25년 73 75,615 70 6,496
25년이상 58 35,914 385 29,558
합 계 742 527,337 625 51,998

자료:내항화물선 등록업체현황,한국해운조합

<표 3-6>톤수별 예부선 통계(2004년 12월)
구 분

선 령
부 선 예 선

척 수 G/T 척 수 G/T
100톤미만 5 413 465 22,175
100～300톤 226 51,198 146 24,100
300～500톤 208 79,288 11 4,176
500～1,000톤 183 128,348 3 1,547
1,000～3,000톤 98 160,319 0 0
3,000～5,000톤 15 56,710 0 0
5,000톤이상 7 50,341 0 0

합 계 742 526,617 625 51,998
자료:내항화물선 등록업체현황,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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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예부선의 해양사고 현황

1.예인선의 해양사고 현황

<표 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
으며,전체 해양사고에서 예인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의 누계에서 5.6%정
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총 선박등록 척수와 비교해 볼 때 큰
비중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3-7>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단위:척
용도

연도 여객선 화물선 어 선 유조선 예 선 기 타 계
2001 13 116 537 23 40 50 779
2002 13 132 509 17 46 58 775
2003 10 120 483 28 51 75 767
2004 20 130 734 24 67 95 1,070
2005 8 99 657 24 37 59 884
계 64 597 2,920 116 241 337 4,275

구성비
(%) 1.5 14.0 68.3 2.7 5.6 7.9 100

자료:해양안전심판원

사고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예인선의 경우 <표 3-8>과 같이 충돌로 인한 해
양사고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평균 48건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이 67건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한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
고 있는 경향이다.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의 결과에서
보다시피 주로 운항과실에 해당하는 경계,선위확인,침로선정 유지 등 항해
일반원칙의 미준수가 가장 많았음을 <표 3-9>는 보여주고 있으며,이러한 비
중은 7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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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선박용도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단위:척
사고 종류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폭발 침몰 기관손상 조난 인명사상 기타 계선종 연도

여객선

2001 6 - 1 1 4 - 1 - - - 13
2002 4 5 2 - - - 1 - - 1 13
2003 7 - 1 - - - - - 2 - 10
2004 3 2 3 - 1 - 2 4 3 2 20
2005 6 1 - - - - 1 - - - 8

화물선

2001 81 7 5 1 3 6 3 3 3 4 116
2002 105 2 14 - 2 2 4 1 - 2 132
2003 91 6 10 1 1 1 3 1 5 1 120
2004 95 - 6 2 4 3 3 4 7 6 130
2005 72 3 6 - 3 2 5 - 5 3 99

유조선

2001 15 1 2 - 3 - 2 - - - 23
2002 13 1 1 - - - - - 1 1 17
2003 21 1 3 - 1 1 - - 1 - 28
2004 19 1 2 - - - - - - 2 24
2005 18 1 1 - 1 - 1 - 1 1 24

어 선

2001 154 3 41 18 57 55 126 19 13 51 537
2002 209 3 35 24 39 46 101 15 16 21 509
2003 198 - 42 20 65 39 51 16 30 22 483
2004 254 5 49 29 58 50 136 35 63 55 734
2005 221 3 37 17 80 34 155 15 26 69 657

예 선

2001 15 3 4 1 1 8 2 2 - 4 40
2002 23 1 6 2 - 8 1 1 2 2 46
2003 23 2 7 - 2 10 - 1 2 4 51
2004 26 2 8 5 3 12 1 3 4 3 67
2005 15 1 3 3 4 7 1 1 - 2 37

기 타

2001 22 3 10 1 - 8 1 1 1 3 50
2002 32 1 7 6 2 4 3 1 1 1 58
2003 46 - 9 1 2 3 3 3 4 4 75
2004 48 3 8 3 3 11 5 3 5 6 95
2005 32 3 4 5 1 7 3 - 2 2 59

계

2001 293 17 63 22 68 77 135 25 17 62 779
2002 386 13 65 32 43 60 110 18 20 28 775
2003 386 9 72 22 71 54 57 21 44 31 767
2004 445 13 76 30 69 76 147 49 82 74 1,070
2005 364 12 51 25 89 50 166 16 34 77 884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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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원인현황 단위:건
선 종 여객선 화물선 어 선 유조선 예 선 기 타 계 구성비

(%)해양사고의 원인 연 도

운

항

과

실

해양충돌예방
규칙등 출돌회
피를 위한 범령
규제사항
미준수

2001 - 14 17 6 - 1 38

11.1
2002 1 9 5 1 2 1 19
2003 2 8 6 2 4 - 22
2004 - 10 2 3 3 2 20
2005 1 10 9 4 6 1 31
계 4 51 39 16 15 5 130

경계,선위확인,
침로선정 유지
등 항해 일반
원칙의 미준수

2001 6 25 56 10 11 4 112

41.7
2002 4 26 73 8 9 5 125
2003 2 25 59 5 11 1 103
2004 - 22 27 4 8 3 64
2005 3 16 46 11 9 1 86
계 15 114 261 38 48 14 490

창구폐쇄,
적하상태 점검,
수로도지 비치
등 출항전 준비
의 부적절

2001 - 1 2 - 1 - 4

1.7
2002 - 1 4 - 2 - 7
2003 - 1 - 1 3 - 5
2004 - - 1 - 2 - 3
2005 - - - - 1 - 1
계 - 3 7 1 9 - 20

직무명령미준수,
당직보고,인계
등 부적절

2001 - 1 6 - - - 7

2.4
2002 1 1 5 - 1 2 10
2003 - 3 4 - - - 7
2004 - 2 - - - - 2
2005 - - 1 - 1 - 2
계 1 7 16 - 2 2 28

기 타

2001 - 3 24 1 1 3 32

13.3
2002 2 5 19 2 4 4 36
2003 - 6 27 2 1 - 36
2004 1 7 9 1 5 3 26
2005 - 3 19 - 2 2 26
계 3 24 98 6 13 12 156

계

2001 6 44 105 17 13 8 193

70.2
2002 8 42 106 11 18 12 197
2003 4 43 96 10 19 1 173
2004 1 42 39 8 18 8 115
2005 4 29 75 15 19 4 146
계 23 199 421 61 87 33 824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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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부선 사고통계 현황

예부선의 사고통계 조사 분석을 위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9년 동
안의 예부선 결합운항 중 발생한 해양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였다.<표 3-10>
의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운항과실이 72.3%,정비 및 점검 소홀이
14.9%,기타 12.8%이다.운항과실 중에서는 조선부적절,기상 악화시 무리한
예인,경계소홀,부적절한 수로 이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특히,예
부선의 경우,선미예인에 따른 조종성능 제한으로 적절한 조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선 또는 예인삭(曳引索)에 부딪쳐 충돌 및 침몰하는 사고가 많이 발
생하였다.

연도
사고원인 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 계 구성비

(%)

조선부적절 1 8 1 1 1 13 2 3 1 31 30.7
기상악화시 무리한

예인 1 4 4 3 5 2 1 1 - 21 20.8

선체정비,점검소홀 1 4 2 3 - - 2 3 - 15 14.9

경계소홀 1 4 2 3 1 - 2 1 - 14 13.9

부적절한 수로 이용 2 2 1 - 1 - - - 1 7 6.9

부자격자 항해당직 2 - - - 1 1 - - 1 5 4.9

예인삭 사이 통과 - - - 1 2 1 - 1 - 5 4.9

화물적재 불량 - 1 1 - - - 1 - - 3 3.0

합 계 8 23 11 11 11 17 8 9 3 101 -

<표 3-10>예부선결합 운항중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1994.01～2002.09)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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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선종에 따른 사고건수 및 사고 척수를 살펴보
면 <표 3-11>과 같다.2004년도 예부선 사고건수는 71건,사고척수는 122
척이며,6년간 총계를 보면 예부선의 사고건수는 287건 사고척수는 473척으
로,타 종류 선박에 비하여 사고건수 대비 사고척수가 많은 편이다.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부선은 예인선과 부선의 결합에 의하여 운항되므로 사
고발생시 다른 종류 선박보다 사고척수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선종
년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기타선

1999 14
(15)

64
(97)

17
(24)

44
(65)

25
(59)

2000 14
(15)

57
(93)

13
(14)

29
(50)

14
(22)

2001 13
(13)

75
(116)

17
(23)

39
(64)

15
(26)

2002 13
(13)

79
(132)

16
(17)

46
(80)

13
(24)

2003 9
(10)

74
(120)

20
(28)

58
(92)

13
(34)

2004 20
(20)

85
(130)

19
(24)

71
(122)

33
(40)

합계 83
(86)

434
(688)

102
(130)

287
(473)

113
(205)

<표 3-11>선종별 사고건수 및 사고 척수 현황(어선 제외)

자료:해양안전심판원.()안은 사고 척수이며 ()밖은 사고건수임.

3.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에 의한 예부선 사고분석

예부선의 사고유형별,예인형태별,사고선박의 인명사고,해양사고 유발요
인별 분석을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분석 정
리하였다.<표 3-12>은 예부선의 연도별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 건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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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충돌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침몰이 29건,좌초 및 기타 관련 사고가
각각 16건,기관손상 2건,화재 1건으로 조사되었다.<표 3-13>는 예인형태에
따른 사고 건수를 나타낸다.선미예인 99건,접현 27건,단독 12건,압항이 9건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그림 3-1>,<그림 3-2>,<그림 3-3>은 연도별 예부선 사고건수,사
고유형별 건수,예인형태별 사고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고유형
년도 충돌 좌초 화재 기관

손상 침몰 기타 합계

1998 9 2 0 0 2 1 14

1999 19 3 0 1 6 3 32

2000 13 1 1 0 4 4 23

2001 15 6 0 0 9 4 34

2002 20 1 0 1 7 4 33

2003 7 3 0 0 1 0 11

합계 83 16 1 2 29 16 147

<표 3-12>연도별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 건수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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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형태
년 도 선미 접현 압항 단독 합계

1998 13 1 0 0 14
1999 21 8 1 2 32
2000 16 3 1 3 23
2001 23 6 2 3 34
2002 20 6 3 4 33
2003 6 3 2 0 11
합계 99 27 9 12 147

<표 3-13>연도별 예인형태에 따른 사고 건수

자료:해양안전심판원

<그림 3-1>연도별 예부선 사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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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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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사고유형별 예부선 사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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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그림 3-3>예인형태별 사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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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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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는 연도별 사고선박의 인명사고 건수를 각각 나타낸다.예인선의
경우 11건,부선 14건,타선 54건으로 주로 예부선의 인명사고 보다 타선의 인
명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그림 3-4>는 연도별 사고선박의 인
명사고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선 박
년 도 예인선 부선 타선 합계

1998 3 1 9 13

1999 3 0 15 18

2000 1 2 7 10

2001 0 3 10 13

2002 4 5 13 22

2003 0 3 0 3

합계 11 14 54 79

<표 3-14>연도별 사고선박의 인명사고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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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사고선박의 인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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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표 3-15>은 예부선 관련 해양사고의 유발요인에 따른 사고유형별 건수
를 각각 나타낸다.먼저,충돌사고의 경우 유발요인을 살펴보면,제한시계 19
건,협수로 항법 7건,경계소홀 26건,피항 협력동작 8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침몰사고의 경우에는 선체정비 소홀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
지했고,좌초사고의 경우는 협수로 항법 3건,무리한 예인 3건,등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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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유발요인 충돌 좌초 화재 기관손상 침몰 기타 합계

강조류 0 1 0 0 1 2 4
제한시계 19 0 0 0 0 1 20
협수로항법 7 3 0 0 0 0 10
무리한예인 0 3 0 0 2 3 8
선위미확인 0 0 0 0 0 0 0
선체정비 0 0 1 0 10 1 12
개구부밀폐 0 0 0 0 5 0 5
무자격자 4 0 0 0 0 1 5
경계소홀 26 2 0 0 1 0 29
지식부족 2 0 0 0 0 0 2
선체구조 0 0 0 0 0 0 0
피항협력동작 8 0 0 0 0 0 8
예인삭및장비 1 0 0 0 1 1 3
대소각도변침 2 0 0 0 1 1 4
등화및형상물 4 2 0 1 0 1 8
항해정보부족 0 1 0 0 0 0 1
안전속력 2 0 0 0 0 0 2
기 타 8 4 0 1 8 5 26
합 계 83 16 1 2 29 16 147

<표 3-15>해양사고 유발요인에 따른 사고유형별 건수(1998～2003년)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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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역별 예부선 사고분석
해역별 예부선 사고 분석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 내용을 검토하여,
예부선 사고의 경위도를 <그림 3-5>와 같이 충돌,좌초,화재,침몰,기관손
상,기타 등의 사고유형별로 각각 표기하였다.

<그림 3-5>예부선 사고 분포도

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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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인천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를 각각 나타낸다.충돌
13건,좌초 2건,침몰 8건,기타 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그
림 3-7>은 군산,목포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를 각각 나타낸다.이
해역에서는 충돌이 38건,좌초 5건,침몰 9건,기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3-6>인천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
인 천 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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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그림 3-7>군산,목포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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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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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여수,마산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를 각각 나타낸
다.충돌 15건,좌초 1건,침몰 3건,기타 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그림 3-9>는 부산,울산,포항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를

각각 나타낸다.이 해역에서는 충돌이 12건,좌초 2건,화재 1건,침몰 5건,기
타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8>여수,마산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
여 수 /마 산 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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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그림 3-9>부산,울산,포항해역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생건수
부 산 /울 산 /포 항 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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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과 <그림 3-11>은 인천해역과 군산,목포해역의 사고원인에
따른 발생건수를 각각 나타낸다.인천해역의 경우 제한시계 원인이 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군산,목포해역은 견시 소홀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원
인을 차지하였다.

<그림 3-10>인천해역의 사고원인에 따른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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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그림 3-11>군산,목포해역의 사고원인에 따른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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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와 <그림 3-13>은 여수,마산해역과 부산,울산,포항해역의
사고원인에 따른 발생건수를 각각 나타낸다.여수,마산해역의 경우 견시 소홀
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부산,울산,포항해역은 선체정비,피항 협력 동작,
등화 및 형상물,견시 소홀 등의 사고원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2>여수,마산해역의 사고원인에 따른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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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안전심판원

<그림 3-13>부산,울산,포항 해역의 사고원인에 따른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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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

1.조종성능의 제한을 받는 예인선열8)

두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서로 접근하는 경우 한 선박(give-way
vessel)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면 다른 선박(stand-onvessel)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와 함께 항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선권
즉,진로우선권(right-of-way)9)을 가지게 된다.
어떤 선박에게 피항의무 또는 진로우선권이 주어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포함한 각 해상교통법에서 정한 항법규정으
로 조우자세 또는 조종성능의 우열,기타 특별항법규정 등이 있으며,오래 전
부터 항해자들이 지켜온 항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
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동력을 가진 예인선과 끌리거나 밀리는 피예항 물체로 구성된 예인선열은

예인선이 동력선이라 하더라도 피예선은 자항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조종성능
이 상당히 나쁜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해상교통법상 예인선과 피예인물
이 그 침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심하게 제한하는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인선열에 어떠한 우선권 또는 특권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1)예인선열의 항법규정상의 책무
예인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인선열을 구성하는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동력선 또는 피예인 물체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예인선
열에 그 충돌사고의 원인으로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

8)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해할 때의 선단전체(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18호)
9)“진로권”이라고도 함.和田의 “狹い水道における動力船と漁ろう船の航法”에서는 어업권(,the
rightoffishing)에 우선한 권리로서 일정한 침로로 항행(takehercourse)할 수 있는 권리,
즉,항행권(therightofnavigation)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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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피예인선은 예인선의 동력작용에 의하여 항행하므로 양자는 항법규
정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체로 보며 그 중 지휘권을 가진 선박
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0)
(1)예인선열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
국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항행수역에 있어서 각 선박은 자

선의 위치,상황 또는 항행 등을 다른 선박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규정된 등화로 오인되거나 경계를 방해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등화를 표시해서는 안된다.이러한 등화나 형상물의 표
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의무이며,효과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므로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는 등화가 켜져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11)등화 또는 형상물의 기본적인 기능이 해상교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선박의 크기,종류,성능 또는 작업의 성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인선 및 피예인물이 그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력선만 진로우선권이 있는 선박으로 분류되며,이 경우 반드
시 예인선열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와 함께 예인선에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이 표시해야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12)을 부가하여 표시해야 한다.

2)선박사이의 책무13)규정에 따른 예인선열의 책무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켜온 항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선박의 조종성능 우열순위를 나열하면 (1)일반 동

10)민성규․임동철 공저,『새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부산,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1976,p.143.

11) 박용섭 ,『 해상교통법론』,형설출판사 서울,1996,p.595.
12)국제규칙 제27조 (b)항 (i)및 (ii)의 규정에 의한 등화.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직선
상으로 위로부터 홍,백 홍색의 전주등 또는 흑구,다이아몬드,흑구로 구성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해야 한다.

13)국제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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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선 (2)범선 (3)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4)조종불능선14)과 조종제한선15)의 순
이다.
좁은 수로 또는 항로,통항분리수역 및 추월의 경우와 같이 특별하게 항법에

규정된 경우16)를 제외하고는 조종성능의 우열순위가 다른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으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는 당연히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이 조우자세17)에 관계없이 진로우선권을 갖게 된다.
예인선열이 조종제한선인 경우는 조종불능선 및 조종 제한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유지선으로써 진로우선권을 가지게 되나 조종 제한선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우열순위로 되는 등 그 책무가 확
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으나 현행 해상교통법에는 예인선열의 조종제한선 해
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규정이 없다.

3)조우자세에 따른 예인선열의 책무
(1)추월자세
두 선박이 추월의 자세로 접근할 때는 선박의 종류,조종성능에 관계없이 추

월선이 피항선으로서 피추월선의 진로우선권을 보장하고 그 진로를 피하여
야 하며,이러한 관계는 추월선이 피추월선을 통과하고서 추월선의 변침 등에
의하여 피추월선의 진로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할 만큼의 시간적,공간적 안

14)선박의 조종을 제한하는 고장,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15)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16)(1)좁은 수로에서의 범선,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좁은 수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조종제한
선,조종불능선의 경우 등에 있어서 다른 선박이 자선보다 조종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좁
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을 때는 그 선박의 안전한 통항(passage)
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즉,진로우선권이 제한된다.

(2)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및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서 항행하
는 다른 선박이 자선보다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라도 그 선박의 안전한 통항
(passage)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마찬가지로 진로우선권이 제한된다.

(3)추월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의 조종성능에 관계없이 추월선이 피추월선에 대하여 피항선이
된다.

17)선박이 서로 접근하는 자세로는 ①정면으로 마주치는 자세 ②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
③추월의 자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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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확보할 때까지 유지된다.18)
그러므로 예인선열이 피추월선인 경우는 조종 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진로우선권을 가지며,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종
제한선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선박의 진로우선권을 인정하고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피항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마주치는 자세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상반되는 침로 또는 거의 상반

되는 침로로 접근하는 경우는 서로 오른쪽으로 변침하여 다른 선박의 왼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9)
즉,두 동력선이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경우는 양 동력선 어느 쪽에도

진로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양 동력선 모두 평등한 피항 의무선의 지위
에 놓이게 된다.그러나 조종성능의 우열이 다른 선박간의 조우시는 이 항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항로 또는 특정수역 등 통항방해금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
는 이 항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그러므로 예인선열의 경우는 조종 제한
선에 해당하면 진로우선권을 가지나,조종제한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 동력선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변침하여 다른 선박의 왼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
근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다른 선박,즉,유지선의 진로우선권을 보장하고 그 진로
를 피하여 절대적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종성능의 우열이 다른 선박간의 조우시는 이 항법의 적용 역시 배
제되며,항로 또는 특정수역 등 통항방해금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항
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18)국제규칙 제13조 (a)의 규정에 따라 이 조의 규정은 범선 사이의 항행규정 및 선박간의 책
임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좁은 수로 및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상에서 발
생하는 추월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

19)국제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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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예인선열의 경우 조종 제한선에 해당하면 당연히 조우자세에 관계
없이 유지선으로서 진로우선권을 가지게 되고,조종 제한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상대선의 위치에 따라서 유지선 또는 피항선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4)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예인선열의 책무
(1)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규정
제한된 시계(restrictedvisibility)라 함은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20)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선박이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때까지도 그 선박의 존
재나 동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선박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는
충돌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21)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어서 선박의 조종
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계가 좋은 때보다 충돌의 위험성이 훨씬 증가
한다.22)이렇게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모든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
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동력선은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또한,철저한 경계유지,충돌의 위험성의 판
단,적극적이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의 피항동작,좁은 수로 및 통항분리수
역,교통안전특정해역 내의 항로에서의 항법규정 준수 등 주의의무를 이행함
에 있어서도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제한된시계 상태에서의 예인선열의 책임
시계가 제한되어 다른 선박을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 없으면 다른 선박의 존

재를 레이더로 관측할 수 있더라도 서로 시계내에 있을 때 적용하는 항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선박의 진로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인선열의 경우도 조종제한선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만 주어지게 된다.

20)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2호
21)日下明男,海上交通法規의 ABC(東京:(株)成山堂書店,平成2年),51面
22)박용섭,전게서,p.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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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인선열에 대한 특별항법규정
(1)개항 질서법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항하는 때에는 다른 선박의 입․

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을 예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한꺼번에 3척 이상을 예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3)
(2)해상교통 안전법
우리나라 해상교통 안전법 및 국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항행중인 예인선열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은 아래와 같다
① 동력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
가.전부 마스트등 대신 동일수직선상에 마스트등 2개.다만,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3개.여기에
추가하여 현등,선미등,선미등의 수직선 상부에 예선등
나.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

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②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 있는 경우는 전부 마스

트등 대신 동일수직선상으로 마스트등 2개.여기에 추가하여 현등 및 선미등.
③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는 현등 및 선미등.단,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④ 2척이상의 선박의 일단이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 1척의 선박으로 보고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경우는 앞쪽 끝에 현등을
표시하고,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의 경우는 선미등 1개와 앞쪽
끝에 현등을 표시하여야한다.
⑤ 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또는 혼합체 경우는;

23)개항 질서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참고로,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예항방법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예항방법을 고시한 지방
해양수산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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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앞쪽 끝과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폭 25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이 등화에 부가하여 그 폭의
양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여기에 추가하여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위 등화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백색 전주등의 부가표시
나.끌려가고 있는 맨 뒷쪽의 선박 또는 물체의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

모꼴의 형상물 1개.이 경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 에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앞쪽 끝 부분에 마름모꼴형상물 1개를 부가 하여 표시한다.
⑥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에 위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 조난중인 선박 또는

구조를 위하여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는 위의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끌고 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데 사용되는 줄을 탐
조등으로 비추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

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해당 등화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표시하는 특별한 등화와 형상물은 그
선박이 제 기능을 전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있어서 통상의 선박
과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예로써,다른
선박을 선미로부터 예인하는 선박의 경우는 그 선박의 뒤쪽에 또 다른 장애물
이 있으며,두 선박 사이에 예인삭이 존재함을 표시하는 것이다.24)
(3)일본의 해상교통 안전법
일본의 해상교통 안전법에 있어서 예인선열에 대한 특별항법규정으로는

24)Cockcroft&Lameijer,“AguidetotheCollisionAvoidanceRules”,5thed.,
(Oxford,GB.,Butterworth-Heinemann,1999)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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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선,위험물적재선 또는 선박,뗏목,기타 다른 물건을 끌거나 밀면서 항
행하는 선박이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고자 할 때는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가
반드시 사전에 항행 예정시간 등 기타 필요사항을 해상보안청장에게 통보하
도록 하고 있으며,25)이러한 통보를 받은 해상보안청장은 이러한 선박들의
항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박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항행예정 시각의 변경,진로상의 경계를 위한
선박의 배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6)
(4)일본의 항칙법
일본의 항칙법 제19조27)의 규정에 따른 예선열에 관한 특별항법으로는 특

정항28)내에 있어서 다른 선박,뗏목 기타 다른 물건을 끌고서 항행하는 선박
은 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2종 열을 초과하여 예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29)
이상과 같이 일본의 해상교통 안전법 및 항칙법상 예인선열에 대한 특별항

법규정에서도 기술적 측면에서의 예항방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항행상의
우선권 등 일반항법규정과 다른 특별항법규정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6)예인선열의 조종성능 제한여부 판단의 기준
예인선 및 피예인물이 그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인선의 경우만 조종 제한선으로서 진로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규칙 제3조(g)(vi)에 따라 조종 제한선에 해당하는 예인선열은 “예인

25)일본 해상교통 안전법 제22조
26)일본 해상교통 안전법 제23조
27)(일본 항칙법 제19조)(1).운수대신은 항내에 있어서 지형,조류,기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하여 제14조 제3항 또는 4항,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선박교통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법령으로 당해항의 항법에 대
하여 특별규정을 정할 수가 있다. (2).전5조(14-18조)에서 정한 규정 외에 운수대신은 명
령으로 일정항의 항법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28)특정항이란 흘수가 깊은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외국선박이 항시 출입하는 항구
로서 정령으로 정함.(일본 항칙법 제3조2항)

29)일본 항칙법 시행규칙 제9조 일본 해상교통법령연구회,항칙법 해설,(東京,海文堂出版株式會
社,平成10년)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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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및 피예인물이 그들의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심히 제한하는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선박(avesselengagedinatowingoperationsuchas
severelyrestrictsthetowingvesselandhertow intheirabilitytodeviate
from theircourse)"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예인되어지는 부선의 경우 대부분 조타장치를 장비하지 아
니하여 그 진로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으나 예인선의 경우는 대부분 뛰어난 조종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상상
태 등으로 인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종 제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아주 어려운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는 전 항해구간에서 조종 제한선으로 인정되어 진로우선권을 가지게 되
나,대다수의 경우는 해상상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예인선 및 피예인물 모
두 그들의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만 예인선열의 등화 및
형상물에 부가하여 조종제한선의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조종제
한선의 등화 또는 형상물은 예인선에만 표시하고 피예인 선박 또는 물체에는
표시해서는 안된다30).예인선열이 좁은 수로,항로 등 제한수역을 항행할 때는
예인삭을 줄이거나 뱃전에 붙여 끄는 등 예항기술적인 측면에서 항행상의 안전
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조종성능의 제한을 받는 예인선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예인선열로 하여금 특정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선박이 통상의 선박과 똑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
타내는 것이며 어떤 특권(privilege)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예인선열이 예인선과 피예인물 모두 그들의 진로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는 경우만 조종 제한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30)CockcroftA.N.& J.N.F.Lameijer,“A guidetotheCollisionAvoidanceRules”,5th
ed.,Oxford,GB.,Butterworth-Heineman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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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열의 등화나 형상물에 부가하여 반드시 예인선에 조종제한선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셋째,예인선열이 좁은 수로,항로 등 제한수역을 항행할 때는 예인삭을 줄
이거나 뱃전에 붙여 끄는 등 예항기술적인 측면에서 항행상의 안전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2.예부선 결합선박의 운항시 주의점

최근 6년간(1999～2004)의 예부선 결합선박의 해양사고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선박과 다르게 예부선 결합선박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 대책을 기술한다.

1)대각도변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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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대각도변침 원인

A

B

A

B

A

B

A

B

A

B

B
A

B
A

1 전진전진
타력타력

1 전진전진
타력타력

2 좌현좌현 대각도대각도
변침변침

2 좌현좌현 대각도대각도
변침변침

3
부선의부선의 반력으로반력으로 예예
인선인선 우현경사우현경사

3
부선의부선의 반력으로반력으로 예예
인선인선 우현경사우현경사

4
예인선예인선
전복전복

4
예인선예인선
전복전복

(1)사고원인 설명
① 선미 예인시 탄력을 받아 전진 항해중
② 부선B호의전진타력을 줄이지않은상태에서급하게좌현대각도변침 및 회두 시
③ 부선 B호의 전진타력으로 예인삭이 예인선 A호의 우현 횡측으로 팽팽해
지면서 강한 탄력을 받아 예인선이 우현 급경사하여

④ 예인선 A호가 전복됨
(2)대책
예인선의 속력을 서서히 낮추어 부선의 타력을 줄인 다음 대각도변침 및 회두한다.

2)예인선열특성 지식 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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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예인선열 지식 부족

A

B

1

A

C
B

2

3 4

A

B

1

A

C
B

2

3 4

(1)사고원인 설명
①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선미 예인하여 항해중
② 선박 C호가 투망 계류중인 것을 확인한 후
③ 근접거리에서 좌현 변침을 시도
④ 예인선 A호는 충돌을 피하였으나 부선 B호는 예인선을 따라가지 못하
고 선박 C호와 충돌함

(2)대책
부선이 예인선의 뒤를 바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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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유를 두고 피항해야 한다.또한 VHF로 상대선과 교신하여 상호 침로
나 속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안전항행에 만전을 기한다.

3)조류․풍압에 의한 압류 원인

<그림 3-16>조류․풍압 압류 원인

B

2

A

암초암초

조류조류

C

B

2

A

암초암초

조류조류

C

A

B

C

1

A

B

C

1

(1)사고원인 설명
①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선미예인 중
② 다가오는 선박 C호를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하였으나 우현으로 흐르는
조류로 인하여 부선 B호가 암초에 전복됨

(2)대책
조류․풍압의 방향을 고려하여 장애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한다.

선교에 장비된 VHF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4)야간식별 곤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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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야간식별 곤란

A

B

C

A

B

C

(1)사고원인 설명
①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선미예인 중
② 선박 C호가 예인선 줄을 통과하고 예인선 A호와 충돌함
(2)대책
본선은 예인선부터 부선까지의 길이만큼 길고 큰 대형 선박임을 깨닫고 사

전에 여유를 두고 피항 한다.

5)예부선 조선요령
(1)황천시 예부선 선회조선
① 예인선을 그림과 같이 서서히 후진하거나 잠시 정지하여 부선과의 거리를
줄인다.

② 예인삭이 완전히 느슨해져 예인선과 부선간의 거리가 1/2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예인선이 파도에 밀릴 때 엔진의 출력을 높여 부선을 최대로 선회시킨다.
이 때 다소 전진속도를 유지하여 부선의 무게와 바람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회두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부선이 회두하여 바람을 정면으로 받을 때 엔진을 낮추면 부선은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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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후진하기 시작하여 예인삭에 장력이 걸리기 시작한다.
가.가장 위험한 시점은 예인선에 장력이 걸려서 부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때이다.이때 예인선을 조금씩 후진시키면서 부선의 선수가
바람 방향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나.예부선의 선회 조선시 부선이 회전할 때의 충격력으로 예인삭을 절단
시킬 수 있으므로 선회작업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18>황천시 예부선 선회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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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접현 예인선의 조종성능

<그림 3-19>접현 예인선의 조종성능

예인선이 전진시 부선은 우선회후
반대현측 조타로 정침

(a)정지상태 출발시

예인선의 추력이 0이므로
서서히 좌선회하다가 정지

(b)전진중 주기관 정지시

·

예인선이 후진하므로
부선은 급격히 좌선회

(c)감속 또는 후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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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MO.MSC의 예부선 결합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IMO에서는 예부선 결합선박에 대해 <부록-Ⅱ>와 같은 안전기준 운용지침을
적용하고 있다.이는 해상인명안전협약 규칙 V/12(s)및 해상충돌예방규칙 규
정 24(b)에 규정하고 있으며,예부선 결합선박의 범주를 A형식과 B형식으로 나누
어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예부선 결합의 범주
(1)A형식
① A형식은 B형식 이외의 형식을 말한다.
② 예인선과 부선이 볼트 연결과 같은 견고한 연결을 이루는 형식을 말
하며,예인선이 부선에서 원격조정으로 항행하는 경우는 동일한 범주로 간
주한다.
(2)B형식
① B형식은 예인선과 부선이 아래와 같은 조합을 이루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 연결구조가 부선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③ 연결구조가 부선에서 쉽게 이탈될 수 있어야 하고,한 사람이 5분 이내에
이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예부선 결합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1)A형식의 예부선 결합선박
① 단일체,유인 및 자항선으로 간주하여 안전기준을 적용하며,적용되는
제원은 결합된 전체 제원으로 한다.
② 총톤수 및 순톤수는 예인선과 부선의 결합체로 하거나 예인선과 부선을 별도
로 할 수 있으나,안전기준을 위한 적용시 톤수는 두 개를 합한 톤수로 규정
하고 있다.
③ 예인선이 단독항행 하는 경우 예인선은 충분한 감항성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2)B형식의 예부선 결합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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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형식의 조합의 경우 이 기준에서 명시된 것이 없으면 별도의 두 개 선
박으로 간주하여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예인선은 부선을 예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인선과 부선은 이를 위한
예항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부선의 운송화물에 따라 안전실무코드 및 국제코드를 규정하고 있다.
가.산적화물에 대한 안전실무코드
나.화물의 적재 및 고박에 대한 안전실무코드
다.갑판상 목재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실무코드
라.산적곡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코드
마.국제 해상위험물 코드
④ 결합되어 운용되는 동안 임무수행을 위해 선장과 운용자에게 예인선이 통상적
으로 결합과 해체가 될 수 있는 최대 해상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3)IMO.MSC규정
IMO는 원양용 예인선에 대하여 <부록-Ⅲ>과 같이 IMO.MSC 규정으로

GuidelinesforSafeOceanTowing(SOLASch.II-1/3-4)에서 기술하고 있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양용 예인선의 최소한의 안전 권고를 통하여 해상 환경하에서 인명손실,상
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적용대상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간
을 왕래는 원양용 예인선으로 주로 상업적 목적의 예인선을 대상으로 한다.
(1)환경기준치 적용
① 예인선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바람이나 조류에 밀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
킬 수 있는 능력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이를 한계 환경 기준치라 한다.
② 아래의 환경 기준 아래에서 어떤 부선을 예인하든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무화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예선의 예인능력을 확보시키고 있다.



- 69 -

<한계 환경 기준>
가.바람 :20m/s
나.유의파고 :5m
다.조류 :0.5m/s

(2)예인삭 길이 규정
① 길이(L)=(BP/BL)×1800m
BL:예인삭의 절단하중,BP:예인능력/볼라드 풀(bollardpull)

② 이외에도 각종 예인 부속 장비인 예인섀클,예인삭 재질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위에서 언급한 예인능력증서를 보유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③ 또한 예인능력 검사과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그 절차에 따라 예
인선의 예인능력의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06호 제24조에서 예인삭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부록-Ⅳ>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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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체체체의의의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1절 설문내용의 개요

1.설문분석의 목적

예인선업체,부선업체,예부선 업체 각기 협회를 통해 입수한 업체 명단 중
에서 소형선 1척 정도로 영업을 하는 너무 영세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는 제외
하고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150매를 9월 22일 우편 발송하고 10월
11일까지 76매를 회수하여 51%에 해당되는 회수율 밖에 되지 못하였다.그러
나 연구자 본인이 이 업계에 6년 정도 종사하였고 해상근무도 15년의 승선경
험이 있어 현 업계를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업체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업체는
거의 회수되었고 영세하여 설문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업체는 회수가 불가하
여 절반정도의 회수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은 예부선업체의 일반적 사항인 A문항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B문항으로 구
분되었으며,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B문항의 분석결과는 <부록-Ⅴ>에 수록되어
있다.

회수된 설문내용 중에서 일반적상황과 업체의 내부상황인 기업의 재무적상황,
인적자원상황,보유선대,기술적상황,점유율상황,마케팅믹스상황 등의 요소로 강점
(strength),약점(weakness)을 분석하였다.외부적으로는 고객,경쟁자,거시적
환경요인,기술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고객중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부선업
체가 잘할 수 있는 강점과 잘 할 수 없는 약점이 무엇인지 밝혀내었다.그
리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와 불리하게 작
용될 위협을 파악하여 업체의 핵심역량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약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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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전략방안을 도출코자
하였다.

제2절 예부선업체의 일반적인 현황분석

설문지 A항목의 예부선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인,주된 사업영역,보유척수,항
행구역,보유선의 평균선령,2005년 매출액,승무원의 평균연령,선기장의 면허
정도,승선경력,설문응답자의 직위,업계근무 년수,면허 보유정도 등으로 다
음 그림들과 같다.

1.사업 영역

예부선업체의 주된 사업영역의 현황을 보면 <그림 4-1>에서 나타나듯이 공
사용 예부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난다.그림에서 예선,부선이
11.8%로 나타나는 것은 예선 혹은 부선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나타내는 것
이며 공사용 예부선과 중량물운송 예부선으로만 구분해 본다면 공사용 예부선
은 74%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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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사업 영역

부 선부 선부 선부 선 ,,,,
1 1 . 8 %1 1 . 8 %1 1 . 8 %1 1 . 8 %

공 사 용공 사 용공 사 용공 사 용
예 부 선예 부 선예 부 선예 부 선 ,,,,
5 6 . 7 %5 6 . 7 %5 6 . 7 %5 6 . 7 %

중 량 물중 량 물중 량 물중 량 물
운 송운 송운 송운 송

예 부 선예 부 선예 부 선예 부 선 ,,,,
1 9 . 7 %1 9 . 7 %1 9 . 7 %1 9 . 7 %

예 인 선예 인 선예 인 선예 인 선 ,,,,
1 1 . 8 %1 1 . 8 %1 1 . 8 %1 1 . 8 %

2.예부선 현황

예부선업체의 보유척수,평균선령,항행구역에 대한 설문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1)보유 척수
예부선업체가 보유한 예부선의 척수를 보면 <그림 4-2>에서와 같이 2척이

하가 42.1%이고 3-5척이 44.7%에 해당하여 5척 이하의 합계가 87%에 육박
하고 있다.6척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13% 정도에 해당한다.이는 예부선업체
의 영세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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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보유 척수

2222 척 이 하척 이 하척 이 하척 이 하 ,,,,
42 . 1 %42 .1 %42 .1 %42 .1 %

3333 ----5555 척척척척 ,,,,
4 4 . 7%4 4 .7%4 4 .7%4 4 .7%

6666 ----10101010 척척척척 ,,,,
11 . 8 %11 .8 %11 .8 %11 .8 %

1 01 01 01 0 척 이 상척 이 상척 이 상척 이 상 ,,,,
1 . 3 %1 .3 %1 .3 %1 .3 %

2)평균 선령
예부선업체가 보유한 선대의 평균적인 선령의 정도를 <그림 4-4>에서 보면

11-20년 사이에 60.6%가 집중돼 있으나 이는 예부선 전체의 평균정도를 나타
내는 것이며 각각 선박의 등록 현황을 해양수산부의 통계에서 보면 2004년
12월 현재 예인선의 경우 62%가 선령 25년 이상이고,부선은 35%가 15년
이상으로 대단이 노후된 선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0년 이하라고 응답
한 25%는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선박블록 등 중량물 운송을 목적으로 신조된
부선이며 예인선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



- 74 -

<그림 4-3>평균 선령

10101010년 이 하년 이 하년 이 하년 이 하 ,,,,

25.0%25.0%25.0%25.0%

11111111----15151515년년년년 ,,,,

30.3%30.3%30.3%30.3%

16161616----20202020년년년년 ,,,,

30.3%30.3%30.3%30.3%

21212121년 이 상년 이 상년 이 상년 이 상 ,,,,

14.5%14.5%14.5%14.5%

3)항행 구역
예부선의 항행구역를 살펴보면 <그림 4-3>에서와 같이 평수구역만을 항해

해야 하는 예부선은 34.2%이고 국내연안을 항해할 수 있는 연해구역이 주를
이루어 55.3%에 해당하고,중국 일본 등의 외항 항해가 가능한 선박은
10.5%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평수구역은 주로 항내나 인근해역의 공
사용 기자재나 준설토 등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예부선이다.

<그림 4-4>항행 구역

평 수 구 역평 수 구 역평 수 구 역평 수 구 역
3 4 . 2 %3 4 . 2 %3 4 . 2 %3 4 . 2 %

연 해 구 역연 해 구 역연 해 구 역연 해 구 역
5 5 . 3 %5 5 . 3 %5 5 . 3 %5 5 . 3 %

근 해 구 역근 해 구 역근 해 구 역근 해 구 역
1 0 . 5 %1 0 . 5 %1 0 . 5 %1 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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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원 현황

예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평균연령,평균 승선경력,선기장의
면허정도에 대한 설문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
1)선원의 평균연령
예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평균연령을 <그림 4-6>에서 보면 50세

이하는 4% 정도에 불과하고 주류는 56세 이상으로서 75%에 해당하는 연령
층을 보이고 있어 상당이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다른 직종에서는 퇴
직해야 할 연령층인데 예부선 업체에서는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니 노령 선원들
의 취업기회는 많아지나 질적인 면에서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5>선원의 평균연령

5 05 05 05 0 세 이 하세 이 하세 이 하세 이 하 ,,,,
3 . 9 %3 . 9 %3 . 9 %3 . 9 % 5 15 15 15 1 ---- 5 55 55 55 5 세세세세 ,,,,

2 1 . 1 %2 1 . 1 %2 1 . 1 %2 1 . 1 %

5 65 65 65 6 ---- 6 06 06 06 0 세세세세 ,,,,
4 3 . 4 %4 3 . 4 %4 3 . 4 %4 3 . 4 %

6 16 16 16 1 세 이 상세 이 상세 이 상세 이 상 ,,,,
3 1 . 6 %3 1 . 6 %3 1 . 6 %3 1 . 6 %

2)선원의 평균 승선경력
예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승선원들의 다른 선종을 포함해서 선박에 승선한

평균 승선경력정도는 <그림 4-8>에서 나타나듯이 5년 이하는 17%인 반면에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57%에 달하며 그 중에서 20%정도는 16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보여준다.바꾸어 말하면 경험 많은 노련한 선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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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연령층으로 볼 때 65세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 예인선의 근무 환경상 육체
노동적인 면이 많아서 근무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

<그림 4-6>선원의 평균 승선경력

5555년 이 하년 이 하년 이 하년 이 하 ,,,,

17.10%17.10%17.10%17.10%

6666----10101010년년년년 ,,,,

26.30%26.30%26.30%26.30%
11111111----15151515년년년년 ,,,,

36.80%36.80%36.80%36.80%

16161616년 이 상년 이 상년 이 상년 이 상 ,,,,

19.70%19.70%19.70%19.70%

3)선기장의 면허정도
예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기장의 면허 정도는 <그림 4-7>에서와 같이 5급

이하가 73.7%에 해당한다.이는 예인선 자체의 톤수가 거의 200톤 이하이고
연안해역을 항해구역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선박직원법상의 선박직원 승무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부선은 끌리거나 밀려서 운항되니 승선원의 면
허는 없어도 아무런 규제는 없다.단지 외국 수송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기장의 면허 수준이 3급 이상이어야 한다.8%정도를 나타내는 3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선기장은 주로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중량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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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선기장 면허정도

3333급이상급이상급이상급이상,,,,
7.9%7.9%7.9%7.9% 4444급급급급,,,,

18.4%18.4%18.4%18.4%

5555급급급급,,,,
18.4%18.4%18.4%18.4%

6666급이하급이하급이하급이하,,,,
55.3%55.3%55.3%55.3%

4.설문응답자 현황

설문응답자의 직위,동업계 근무년수,소지한 해기면허 정도에 관한 설문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1)설문응답자의 직위
설문에 응답한 자에 대한 것을 <그림 4-9>에서 보면 79%가 임원급이나 부

서장급 에서 응답하였고,이는 대부분 소규모의 회사에서 직접 업무전반을 처
리하는 관례와 자신이 설문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직접 잘 알고 있기 때문
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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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설문응답자의 직위

사원급사원급사원급사원급,,,,

3.9%3.9%3.9%3.9%
중간관리자중간관리자중간관리자중간관리자,,,,

17.1%17.1%17.1%17.1%

부서장부서장부서장부서장,,,,

15.8%15.8%15.8%15.8%
임원급임원급임원급임원급,,,,

63.2%63.2%63.2%63.2%

2)설문응답자의 동업계 근무년수
설문응답자는 <그림 4-10>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종업체에서 6-10년 근무

한 자가 25%이고,15년 정도가 38%이며,21%정도는 16년 이상의 오랜 경험
을 가진 분들의 응답이였다.따라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예부선업체에
많이 종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9>설문응답자 동업계 근무년수

5555년 이 하년 이 하년 이 하년 이 하 ,,,,
15.8%15.8%15.8%15.8%

6666----10101010년년년년 ,,,,
25.0%25.0%25.0%25.0%

11111111----15151515년년년년 ,,,,
38.2%38.2%38.2%38.2%

16161616년 이 상년 이 상년 이 상년 이 상 ,,,,
21.1%21.1%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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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문응답자의 해기면허 정도
설문응답자 중에서 해기면허의 보유 정도를 <그림 4-11>에서 보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응답자 전체의 60%를 차지함을 보아 경험은 많으나 선
박에 대한 전문지식 정도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단정적이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그림 4-10>설문응답자 해기면허 정도

1111----2222급급급급 ,,,,
11.8%11.8%11.8%11.8%

면허무면허무면허무면허무 ,,,,
60.5%60.5%60.5%60.5%

3333----4444급급급급,,,,
14.5%14.5%14.5%14.5%

5555----6666급급급급 ,,,,
13.2%13.2%13.2%13.2%

5.매출액 현황

예부선업체의 2005년도 매출액정도를 <그림 4-5>에서 보면 5억원 이하의
영세업체가 절반에 해당하는 50%이며 10억원 이하가 75%를 차지하여 업체규모
의 영세성을 보여준다.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25%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량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을 갖춘 업체이며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는
9%정도의 업체는 중국에서 제작된 선박블록을 한국의 조선소에 운송하는 예
부선업체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조선 호황과 더불어서 발전이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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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매출액 현황

5555 억 원 이 하억 원 이 하억 원 이 하억 원 이 하 ,,,,
50 .0%50 .0%50 .0%50 .0%

6666 ----10101010억억억억 ,,,,
25 . 0%25.0%25.0%25.0%

11111111 ----20202020억억억억 ,,,,
15 .8%15 .8%15 .8%15 .8%

21212121 ----30303030억억억억 ,,,,
5 .3%5 .3%5.3%5.3%

31313131 억 이 상억 이 상억 이 상억 이 상 ,,,,
3 .9%3 .9%3.9%3.9%

제3절 기업 경영상의 분석

1.기업규모의 영세성

예부선업체의 일반적인 설문사항에서 나타나듯이 기업 규모는 영세성 면치
못하고 있다.2005년 매출에서 75%가 10억원 이하이며,5억원 이하인 업체도
50%나 되고 31억원 이상인 업체는 단 2업체인 4%에 지나지 않는 규모의 영세
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박의 보유척수를 보더라도 2척이하가 42%이고 11척이상은 단 2업체뿐 으

로 이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4-1>에서와 같이 업체 스스로도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보유선박이

노후화 되었다”라는 문항에 75%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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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선박의 노후화

2.선박의 노후화

대부분의 업체는 1～2척을 보유한 영세업체이며,선박의 크기는 예인선의
경우 100G/T이하의 선박이 62%를 차지하고,부선의 경우 100～500G/T가 70%
를 차지하며,선령으로 보면 예인선은 73%가 20년 이상이고,부선은 35%가
선령 15년 이상이다.과거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선박이 무분별하게 도입된 결
과이나,2005년 1월 1일부터 해상화물 운송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령 15년 이상은 도입이 금지되어 있다.계속되는 조선업의 호황으로 중국
등지에서 선박블록을 수송하기 위한 예인선의 경우 200G/T에 주기관 3,200마
력 정도의 근해구역을 항행할 수 있는 각종장비를 구비하자면 신조선의 경우
대략 40～4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선박블록을 수송 할 수 있는 밸러스트 펌프
가 장치된 10,000P크기 정도 부선의 경우 25～30억 정도 예상된다.이러한
신조 소요자금에 비해서 수익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예인선의 경우
신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존의 노후선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부선 업체에서는 향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원의 고령화와 더

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보유선박
의 노후화이며 이는 업체의 내부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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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무원의 고령화와 해기지식 정도의 미흡

예부선업체의 일반적 현황분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승무원의 평균연령 정도
는 70%가 56세 이상이며,해기면허 정도도 5급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예
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이 노령이고,승선경험은 많은 편이나 전문 해기
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운항이 우려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0%가 <표 4-2>에
서 보는바와 같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국내연안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
수 200톤 이하 선박의 선기장은 5급 면허로 가능하고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
로 할 때에는 선기장의 면허는 3급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선박직원법상의
규정이다.물론 적정 선박의 크기 및 항해구역에 따른 것이겠으나 예부선 결
합선박은 연결되는 예인삭의 길이가 보통 300미터 정도에 이르고,그 조종성
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더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일반적으로 국내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승무선원
이 갑판부 2명,기관부 2명으로 운항되고 있는 실정이며,부산에서 인천으로
항해할시 부선을 끌고서 간다면 4일 정도 항해해야 하는데 2명이 항해당직에
임하여 6시간 교대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다가 근무 선원도 노령이
다 보니 안전항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표 4-2>승무원의 고령화와 해기지식 정도의 미흡



- 83 -

4.공사용 예부선의 선복량 과다

예부선업체 중에서 공사용 예부선을 보유하고 항만공사,준설토 운반,돌,
자갈,흙,등을 운송하는 업에 종사하는 예부선이 전체 예부선업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74%에 해당하는데,과거와는 달리 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반면에 공사
용 예부선은 검사증서없이 운항되었던 관계로 일본에서 도입이 계속되어 그 선
복량이 늘어나 현재 과잉상태에 도달하였다.실제에 있어서 그 항행구역이 평
수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검사증서를 갖춰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검사증서가 없으니 규정된 흘수표시도 없고 부선주나 용선주의 재
량으로 화물을 싣고 있어 과적에 대한 기준이 없다.이러한 행위는 예부선의
안전사고에 치명적일 수 있다.하루빨리 일체의 정비가 이뤄져서 선복과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3>에서 보듯이 65%가 정말 과잉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향후
선박관리나 영업적 측면에서 업계의 약점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표 4-3>공사용 예부선의 선복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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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업 현황상의 분석

1.예부선의 유연성,다양성,적시성,저렴성

예부선업체를 나눠보면 예선만 운영하는 회사,부선만 운영하는 회사,예
인선과 부선을 같이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회사,항만공사의 기자재 운송,항만
건설자재 및 준설토 운송,조선기자재 및 선박블록 운송 등 상당히 다양하
다 할 수 있으며 그 규모 또한 1-2척 보유에서부터 20여척을 보유한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부선의 특성상 수심이 얕거나 입지조건이 좋지 못한 작은 항구의 입출

항이 용이하여 제품 수송 면에서 타 운송체보다 유연성이 크다”는 설문에
<표 4-4>에서 처럼 7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부선의 넓은 갑판 구조상
다양한 넓이나 높이의 화물 적재가 가능함으로써 제품 수송 면에서도 “타 수
송체보다 다양성을 가진 운송체이다”라는 설문에도 역시 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대 고객 서비스 면에서도 “적시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9%이며 예부선의 수송비 또한 “타 수송업체에 비교하여 저렴하다”
는 응답도 80%에 달하였다.
예부선업체가 그 구조나 특성상 타 수송체와는 구별되게 제공할 수 있는 유

연성,다양성,적시성,저렴성은 이 업체들의 뚜렷한 강점으로 여겨진다.

<표 4-4>예부선의 유연성,다양성,적시성,저렴성

문 항
답 변

유 연 성 다 양 성 적 시 성 저 렴 성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아니다 ∙ ∙ 3 3.9% 5 6.6% ∙ ∙
아니다 2 2.6% 1 1.3% 2 2.6% ∙ ∙
약간아니다 ∙ ∙ 1 1.3% 4 5.3% 3 3.9%
보통이다 18 23.7% 12 15.8% 28 36.8% 12 15.8%
그렇다 6 7.9% 8 10.5% 12 15.8% 5 6.6%
약간그렇다 8 10.5% 22 28.9% 10 13.2% 21 27.6%
정말그렇다 42 55.3% 29 38.2% 15 19.7% 35 46.1%
합계 76 100.0% 76 100.0% 76 100.0% 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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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예부선의 유연성> <그림 4-13예부선의 다양성>

<그림 4-14예부선의 적시성> <그림 4-15예부선의 저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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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인한 수송물량의 증대

최근 지속되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인하여 선박블록을 수송하
거나 조선기자재를 운송하는 중량물 운송 예부선업체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수송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05년도 아시아 조선 3국의 선박 건조
량을 보면 한국이 1,762만톤,일본 1,648만톤,중국 627만톤이며,전세계의 건조
량도 2006년 1～6월까지,2005년 동 기간과 비교하여 선박 수주량 면에서
34.1% 증가한 2,881만톤,건조량은 23,7% 증가한 1,744만톤,수주잔량 면에서
는 18.2% 증가한 11,781만톤으로 증가하였다고 로이드 세계조선 통계에서 밝
히고 있다.
<표 4-5>에서는 지역별의 건조량과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에서

한국,일본,중국의 건조량을 합하면 전세계 조선량의 78.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에서도 선박블록 제조를 중국으로 더욱 넓혀
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선박블록의 수송이 증대될 것이며 <표 4-6>의 응
답에서도 7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5지역별 건조량 > (단위:천CGT)

주: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Lloyd’sWorldShipbuildingStatistics

구 분
2005년 2006년 1-6월
증감율(%)구성비(%) 증감율(%) 점유비(%)

세 계 28,967 16.9 100.0 17,442 23.7 100.0

한 국
일 본
중 국
E U
기 타

10,093
8,511
4,237
3,037
3,088

21.3
6.8
37.1
△11.0
55.8

34.8
29.4
14.6
10.5
10.7

6,244
4,932
2,443
1,999
1,824

23.7
18.0
26.1
38.0
22.8

35.8
28.3
14.0
11.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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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인한 수송물량의 증대

3.하주와 계약상의 동등성

예부선업체의 영업적 측면에서 하주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의 형태를 보면
거의 하주의 요구대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형태가 많아서 화물 운송중 해상사
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예부선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 설문에서도 <표 4-7>에서와 같이 예부선업체는 응답자의 65%가 하주와 동등
한 위치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다.

정기용선이나 항차용선,예인계약서 같은 통일된 해사표준서식을 만들어서
간단한 필요 사항만 기입하여 상호 서명만 하면 될 수 있는 국제화에 부합되
는 해사서식의 표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지금처럼 자기위주의 계약서
가 사라지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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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하주와 계약상 동등성

제5절 외부 환경적 분석

1.예인선과 부선의 책임관계

거의 74%에 이르는 예부선은 공사용 기자재나 준설토 등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영세업체로서 예인선과 부선을 동일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용선계약 내지는 항차계약 정도로 부선과
결합하여 일정기간 용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어느 지점까지 피예인물을
예인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가까운 국내연안에서부
터 일본,중국,동남아 등지까지 수송계약을 맺고 항해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도중 항해과실로 인한 충돌,기상악화로 인한 예인삭의 절단 등

일반 선박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해상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나,실제 선원들의
임무 수행정도나 해기전문지식정도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며,육상
의 지원팀이나 계약 당사자들도 전문성의 결여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상호 책임관계가 대두되어 그나마 영세성을 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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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에 한건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존여부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예인선은 P&I보험이 필요하고 부선은 P&I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문에는 <표 4-8>와 같이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예인선만 보유한 업체는 당연히 부선도 가입해
야 한다고 응답하고 부선만 보유한 업체는 예인선이 가입했는데 끌려 이동하
는 부선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표에서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자는
부선만 소유한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균형적인 감으로 본다면 부선도 자신
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가입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표 4-8>부선의 P&I보험가입 불필요성

1)TOWCON
예인선과 피예인선(물)에 대한 예인계약 체결시에 구미각국에서 통용되는 예

인계약서인 TOWCON의 전문은 <부록-Ⅰ>에 게제되어 있으며,그 중에서
상호책임관계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책임(liabilities)

① 예인선주(tugowner)는 예인작업이나 기타 작업을 하는 동안 하기인들 에
게 발생된 상해,부상,사망에 대해 그 지급청구나 지불책임을 임차인(hir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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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상을 할 것이다.
가.예인선 선장과 선원,그리고 예인선주의 고용인이나 그의 대리인.
나.예인선주가 제공한 승선원,또는 예인선주가 선박에 승선시킨 기타 인원.
다.임차인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닌 승선자,또는 임차인을 대신하거나

그의 요청에 의해 승선한 자가 아닌 자

② 임차인(hirer)은 예인작업이나 기타 작업을 하는 동안 하기인들에게 발
생된 상해,부상,사망에 대해 그 지급청구나 지불책임을 예인선주(tugowner)에게
배상을 할 것이다.
가.피예인선 선장과 선원,그리고 임차인의 고용원이나 그의 대리인.
나.당 계약서의 의무조항에 따라 예인선주가 피예인선에 승선시킨 선원이나

기타 인원은 제외하고 해당 피예인선에 승선한 자.

③ 하기내용이 임차인,임차인측 고용인 및 대리인의 계약위반,태만 또는
과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기에 대한 단독책임은 예인선주에게 있으며,이에
대해 임차인,임차인측 고용인 및 대리인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가.예인선이나 그 선상에속한재산에끼친손해나손실,또는이들에의한손해나 손실
나.예인선이 방해물이 되거나 또는 예인선과의 접촉에 따라 제 3자나 이들의 재산에

끼친 손해나 손실,또는 이들에 의해 유발된 손해나 손실.
다.상기 가,나의 결과로서 제 3자에게 예인선주가 끼친 손해나 손실.
라.하기와 관련한 책임
가)난파선 및 그 표류물 제거 또는,
나)예인선의 이동,조명,부표설치 비용 또는,
다)예인선으로 인한 오염물질 방지 및 제거비용

예인선주는 이러한 손실ㆍ손해로 인해 제3자가 제기한 지급청구나 지불책
임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할 것이다.예인선주는 어떠한 경우에든 예인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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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예인선이 유발한 또는 예인선이 끼친 손해ㆍ손실결과로서 피예인선이
나 임차인에게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하기내용이 예인선주,그의 고용인 및 대리인의 계약위반,태만 또는 과
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기에 대한 단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이에 대
해 예인선주,그의 고용인 및 대리인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가.피예인선이나 그 선상에 속한 재산에 끼친 손해나 손실,또는 이들에
의한 손해나 손실

나.피예인선이 방해물이 되거나 또는 피예인선과의 접촉에 따라 제3자나
이들의 재산에 끼친 손해나 손실,또는 이들에 의해 유발된 손해나 손실

다.상기 가,나의 결과로서
가)난파선 및 그 표류물 제거 또는,
나)피예인선의 이동,조명,부표설치 비용 또는,
다)피예인선으로 인한 오염물질 방지 및 제거비용

임차인은 이러한 손실ㆍ손해로 인해 제 3자가 제기한 지급청구나 지불책임
에 대해 예인선주에게 배상할 것이다.그러나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든 피
예인선상 재산이나 피예인선이 유발한 또는 피예인선이 끼친 손해ㆍ손실결
과로서 예인선이나 예인선주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부록-I>의 TOWCON 11,12,13,18항의 규정은 별도로 하고 예인선
주와 임차인은 간접적,결과적으로 발생된 손실,생산품의 손실,사용손실,이
익손실과 관련해 상대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당 계약서의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예인선주는 적용법령이나 현행 법
률에 의해 선주나 용선주에 주어진 책임상의 제약 혜택과 면제를 가질 수
있으며,당 계약서의 서명형태와는 상관없이 이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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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책임관계에서 비춰보면,“사고의 원인에 불문하고 예인선에서 발생
되거나,혹은 예인선이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인선에서 부담하고,
피예인선(물)이 입은 손해나 또는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해서는 피예인선
(물)에서 부담하고,상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다.

<표4-9>에서와 같이 예부선 각기 P&I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원인에 불문하고
상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설문에 전혀 아니다가 18%로 이는 부선만
보유한 응답자이고 대체적으론 그렇다는 응답으로서 어느 정도는 상호 해상고
유의 위험에 대해서 서로의 손실을 각자 부담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시각이며
선진화된 사고라고 생각된다.

<표 4-9>예선과 부선의 각각 P&I보험가입(TOWCON)

2)P&I보험에서 책임관계
예부선 업체가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P&I보험31)제22조 예인에

관한 책임에 보면 “가입선박의 공제계약자와 예인선의 소유자 등이 가입선박
과 예인선의 손해 및 가입선박과 예인선의 선원 등의 사상,재물의 손해 등
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대해 과실유무에 불문하고 각자의 책임 및 비용
을 각자가 부담하고 서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자손자변

31)P&I보험(protection&indemnityinsurance):선주상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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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andknock)의 원칙을 예인조건으로 채택하고 있으며,이는 선진 해운
국에서 수많은 해상경험이 축적되어 발전되어온 관례로서의 TOWCON과
일찍이 발전된 선진 해운국들의 P&I보험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손자변의 원칙을 업체에 설문한 결과 <표 4-8>와 같이 예인선과

부선의 입장은 서로 상이하나 그래프상의 전체 의견은 그렇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5년 3월 1일부터 자국의 수역을 입출항 하기 위해서는 ITC32)
100G/T 이상인 선박,부선 등은 P&I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의 운수국에서 일반선박 보장계
약확인서라는 증서를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예 입출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예부선 결합선의 경우에도 당연히
예인선,부선 각기 P&I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나타낸다.이는 곧 자국의 해역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확실한 금원을 확
보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예인선과 피예인선에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보
다 선진화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3)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예부선의 P&I보험에 대해선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지며 예

인선이 부선을 예인하여 항해가 이뤄지면 예선열일체 원칙을 적용하여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예인선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부선을 끌고있는 상태의
예인선은 조종성능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300미터 후방에서 끌
려오고 있는 피예인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인선에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처
사라 여겨진다.예인선의 선장도 본선이나 피예인물에 대해서 안전운항에 최
선을 다하겠지만 일반선박보다 더 큰 항해의 어려움이 있고 최소한 피예인물
자체에서 발생되어지거나 제3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P&I보험의 가입을 육상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의무화시켜야 자기

32)ITC(internationaltonnagecertificate):국제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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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환경보전이나,제3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시킬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현재와 같이 모든 책임을 예인선에만 부과시
킨다면 피예인물의 소유자는 그 누구도 P&I보험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이는 곧 해상고유의 위험 모두를 예인선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고 선진 해운국으로 나아가는 해운세계화의 길은 늦어만 질 것이다.
단지,대법원의 판례는33)선박의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가 사고선박의 선
장,선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피예인선에 승선한 선원의 지시에 따라서 예인선이 항해한 경
우에 한정 된다고 볼 수 있다.

4)상법상의 책임제한
해상을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해상기업을 해상고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 하는 이념이 일찍부터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념이 해상법에 반영된 대표
적인 예가 공동해손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론이며,여기서 언급하고자 하
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론은 여객 사상손해,비여객 사상손해,물적손해로 나
누어 규정하고 있다.그 중에서 예부선 업계와 관련이 있고 흔히 발생되어지
는 물적손해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다..

예인선이나 부선 또는 예부선이 결합된 상태로 운항중에 상대선이나 제3의
물체에 가한 물적손해는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한정된다.
(1)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3,000계산단위(S.D.R)34)에 상당하는 금액
(2)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7,000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3)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2)의 500톤의 금액에,500톤을 초과하여
30,000톤까지의 부분에는 매 톤당 167계산단위

33)사건번호:2001다12621,대법원 1999년2월5일
34)S.D.R(specialdrawingrights):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현재 약
USD의 1.45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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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것은 예부선 결합선박의 경우에는 예선열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
인선의 톤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선의 톤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책임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연안해역의 과도한 어장 및 양식장

예부선은 그 특성상 연안에 근접하여 항해를 많이 하는 편이나,현재 각 연
안해역의 곳곳에 정치망어장 및 양식장이 널리 분포돼 있어 연안을 항해하
는 예부선에게는 크나큰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특히나 전남 서부 남해
안에는 많은 김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표 4-10>에서
도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96%는 이러한 어장이나 양식장이 과도하게 항로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허가 당사자들도 지역주민만을 위한 무분별
한 허가는 자제하고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예인선이 부선을 예인중에 어장이나
양식장을 침범했다면 예인선의 P&I보험으로는 예인선이 침해한 부분,부선이
침해한 부분은 부선의 P&I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보험에 규정돼 있다.보통
연해구역선의 경우 미화 200만불 P&I보험에 가입하고 이때의 공제금액이
5,000불 정도 됨으로 어장 피해정도가 700만원 정도 되면 200만원 정도는 보
험에서 처리되고 500만원은 선주부담이 된다.연구자의 예인선도 양식장을 조
금 스친 경우가 있는데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어민들의 요구에 몹시 힘들었
던 경험이 있다.때로는 추진기에 얽혀서 기관이나 추진기의 손상을 가져오
기도 한다.중국연안에도 양식장 그물이 많으니 연대,대련,청도 부근으로 항
해하는 예부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예부선업체 측면에서 보면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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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연안해역의 과도한 어장 및 양식장

3.기상에 따른 운항일수 제한

우리나라 근해의 해상 바람과 파랑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해상 바람
(1)서해
서해중부에서 겨울철의 주된 바람은 북서～북풍으로 11노트 이상의 빈도는

약 50%이고,17노트 이상은 약 27%,28노트 이상은 5% 미만이다.
봄철의 바람은 3월까지는 북서～북풍이 우세하다가 4～5월이 되면 남풍으로

바뀌며 풍속은 11노트 이상이 35～20%로 감소하고,17노트 이상이 15～8%이고
28노트 이상인 바람은 나타나지 않는다.여름철은 남풍이 점차 우세해지나
11노트 이상은 15% 내외이고,17노트 이상은 5% 미만이다.가을철에는 남풍이
북서～북풍으로 대체되면서 우세해지고,11노트 이상의 풍속빈도가 30～45%로
증가하고 17노트 이상이 15～25% 그리고 28노트 이상이 5%까지 증가한다.
(2)동해
동해중부의 겨울철 바람은 서～북서～북～북동풍이 우세하고 11노트 이상의

바람의 빈도는 80～70%이며 17노트 이상은 약 50%,28노트 이상은 15～20%
를 나타낸다.봄철의 바람은 점차 남서～남풍으로 바뀌고 풍속도 약해져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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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상이 55～50%로 감소하고,17노트 이상은 35～25%이고 28노트 이상의
바람은 5% 이하로 감소한다.여름철에는 남동～남풍이 우세해지며 풍속은 더
욱 약해져 11노트 이상의 빈도는 35～45%로 감소하고,17노트 이상은 35～
25%이고,28노트 이상은 5% 이하로 감소한다.가을철에는 남-서-북동풍이 주
를 이루며 풍속은 점차 강해져서 11노트 이상이 45～60%로 증가하고 17노트 이
상은 25～40%,28노트 이상은 5～8%로 증가한다.
(3)남해
서해남부에서의 겨울철의 바람은 북서～북풍이 우세하고 풍속의 빈도는

11노트 이상이 50～60%를 차지하며,17노트 이상은 35～40%,28노트 이상은
8%를 차지한다. 봄철에는 풍향이 점차 북서～북～북동으로 바뀌면서 풍속
도 약해져 11노트 이상의 빈도는 45～30%로 감소하고,17노트 이상이 35～
25%,28노트 이상은 5% 이하로 감소한다.여름철에는 남풍이 우세하며 풍
속이 더욱 약해져 11노트 이상이 30% 내외이고,17노트 이상은 12%,28노트
이상은 3% 이하이다.가을철에는 북～북동풍,북서～북동풍이 점차 강해져 풍
속 11노트 이상이 45～55%로 증가하고,17노트 이상이 25～30%,28노트 이상
이 5%로 증가한다.

2)파랑
우리나라 근해에서 파랑을 일으키는 것은 대륙성 고기압계와 대륙성 저기압

계의 두 기압배치이며,전자는 겨울철에 나타나고 후자는 여름철에 아시아
대륙에서 주로 발달한다.
겨울철(2월)에는 계절풍의 지속으로 북으로부터의 파랑이 우세하며,전 해역을

통해 파고 3.6미터 이상의 빈도는 약 4%이며 정온상태는 매우 적어 차폐된
구역에서만 7%이상으로 나타난다.
봄철(5월)에는 북서계절풍이 남풍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파랑은 변화성이

크고 전역에 걸처 파고 1.5미터이상 너울 1.8미터이상의 빈도는 20% 미만이다.
여름철(8월)에는 바람이 가장 약하며,변화성이 크지만 파랑은 주로 남풍에 좌
우되며,이 기간중 파고 1.5미터이상 남해나 동해의 외해에서 태풍에 의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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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이상의 파고가 관측되며 남해에서는 동중국해로부터 큰 너울이 자주 전파
되어 온다.
가을철(11월)에는 풍랑과 너울이 같이 북～북서～북동방향으로 자주 내습

하며,전 해역에서 파랑 1.5미터이상,너울 1.8미터이상의 빈도는 20～40%이다.
예인선은 선박용도상 기관은 고출력이나 선박자체의 크기는 연안선의 경우

62%가 100톤 이하이고,근해에 나가는 선박도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정도이며,부선은 예인선의 출항여부에 따라서 부선의 출항이 결정되므
로 해상에서 풍랑주의보35)만 발효되어도 예부선의 출항은 금지된다.
설문에서도 <표 4-11>과 같이 응답자의 75%가 기상에 따라서 많은 제

약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부선업체의 외부적인 위협
요인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따라서 그 만큼 영업운항 일수에서 일반 화물
선보다 기상상태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표 4-11>기상에 따른 운항일수 제한

35)해상에서 풍속14m/sec로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해상에서 풍속 21m/sec로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될 때
•유의파고(significantwaveheight):일정시간 측정한 파고의 크기별 순서 중에서 상위 1/3에 해당
하는 값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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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해 수송면에서 지리적 우위
근해수송 즉,한국,일본,중국간의 수송에 해당하는 화물의 종류를 보면 중

국에서는 닝보,연대,청도 등지에서 제작된 선박건조용 블록과 신조 부선 및
각종 철구조물로서 한국,일본으로의 수송이 주종을 이루고 일본,한국에
서는 중국으로 공사용부선,크레인선,기중기선,그랍 바지선,각종 폐선 등
이 예인 수송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화물의 흐름으로 보아 지리적으로 중
간에 위치한 한국이 대 하주 서비스 면에서 유리할 것이며 그렇다고 응답한
자가 <표 4-12>에서와 같이 48%에 달하고,보통이다가 38%에 해당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송비 면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고 일본
에서 움직일 만한 예부선도 마땅치 않다.
중국 역시 가동할 만한 예부선이 마땅치 못한 실정이며 유일하게 한국에서

화물에 대한 정보도 많고,거리도 가까우면서 제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한 중국에서 제작된 화물의 수송은 계속 증가할 추세이며 그나마 유일하게
한국의 예부선이 많은 편이다.이는 예부선업체 기회의 한 요인으로 될 수 있
을 것이다.

<표 4-12>근해 수송면에서 지리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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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의의의 경경경쟁쟁쟁력력력 강강강화화화방방방안안안

제1절 기업경영상 구조고도화 방안

1.업체간 통합을 통한 영세성 극복

예부선업체의 일반현황 분석에서 나타난것 처럼 2척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업
체는 전체의 42%에 해당하며 이를 1～2명의 인원이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선박
의 정비,선원채용,영업활동,선박검사,보험,독킹 등의 제반관리를 하기 위해
서는 다방면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이 요구되어지나 실제 여건은 그러하지 못하
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다.
이 소수의 선박들을 정비 보수하고,영업하고,운항하는데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5～10개 업체정도가 통합하여
10～20척 정도의 다양한 크기나 출력을 갖춘 선박을 보유한 통합된 새로운
법인형태의 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된다.이렇게 되면 하주가 원할 때 적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아울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춤으로써 경쟁
력도 높일 수 있으며 하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당한 운송료를 받고 수송계
약 면에서도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해 질것이다.

업체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해관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선령,마력,항행구역 등에 따라서 적절한 감정
가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후 그 가격을 가진 선박 자체를 출
자하여 각자의 지분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그리고 각 기업주는 경영
에 직접 참가하거나 혹은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선박의 정비,영
업활동,계약서 작성,각종 국제협약 등에 세분하여 임무를 분담한다면 우선
사무실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실 전산화,영업영역의 확대 및 수요의 탄력
적 대응 등 통합에 걸맞는 효과는 충분이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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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형태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그림 5-1>과 같다.

먼저,대별하여 공사용 예부선 업체와 중량물 예부선업체로 분리해야 통합
작업이 쉬워질 것이다.부선의 경우 부선검사증서의 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정비 상태도 많은 차이가 나며 예인선의 경우는 근해구역의 항해가 가능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또한 영업적 측면에서도 전문분
야가 각기 상이하므로 동종 업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1)공사용 예부선 업체의 통합
공사용 예부선업체를 세분해 보면 공사용부선,공사용 부선을 예인하는 예

인선,공사용 예부선을 보유한 회사로 분리됨으로 이들 각각을 통합하여 규
모를 갖춘 회사로 출범시킨다.

<그림 5-1>공사용 예부선의 통합

공사용부선 + 공사용예인선

공사용예부선 + 공사용예부선

2)중량물 예부선업체의 통합
중량물을 운송하는 부선은 부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인선의 경

우와 같이 소속된 선급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일반적인 운송화
물은 조선기자재나 조선용 선박블록이 주종을 이루며 고객인 조선소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물의 적재가 가능하도록 국내연안용과 근해용 모두를
갖춘 회사가 출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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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중량물용 예부선의 통합

중량물용 부선 + 중량물용 예인선

중량물 예부선
근해 +

중량물 예부선
국내

중량물 예부선
근해 +

중량물 예부선
근해

3)통합상의 문제점
(1)선가의 가격산출을 외부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선령

이나 보수 정비 상태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많을 것이다.
(2)각각의 회사 채무 및 은행의 설정건 등 그 채권 채무가 복잡할 것이다.
(3)현재의 영업건에 대한 업체별 이해관계의 권리주장이 있을 것이다.
(4)현재 용선중이나 운송계약중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5)현재의 회사도 동업관계나 지분관계에 얽혀 있을 수 있다.

4)통합후의 이점
(1)일정규모를 갖춘 회사가 탄생됨으로써 제반 관리비,인건비,유류,선

용품,수리,등에서 교섭력이 강해져 여러 분야에서 경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2)영업적인 측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하주와 대등한 입장

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송계약도 가능해짐으
로써 회사의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나 선대의 구조개편 등도 한층 쉬워
질 것이다.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예부선 수송의 해외영업 확대가 보
다 강화될 수 있다.

(3)선원의 관리 면에서도 보다 체계적이며 연가 후에도 계속승선이 보장
되고 사내교육도 가능해지며 필요시 동남아의 저임금 선원을 고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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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경쟁개념을 도입한 체계적 관리가 소수의 인원으로도 가능해
질 것이다.

(4)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소수 정예인원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의 구상 등 미래 지향적인 회사로의 변신이 가능해 질
것이다.

5)통합에 따른 정부의 역할
공사용 예부선을 10세트 즉,부선 10척,예인선 10척 정도의 규모를 기준

하여 통합을 본다면 예부선의 크기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나 부선 3,000p에
선령 12년 정도,예인선 1,200마력에 선령 25년 정도로 맞춘다면 예부선 합산
가격은 7억원에 10세트이니 70억원 규모의 해상공사용 예부선업체가 탄생되는
것이다.
중량물 운반선은 국내용은 부선 7,000p에 예인선 1,800마력 합산가 20억원,근

해용은 부선 7,000～10,000p에 예인선 2,500～3,400마력 합산가 40억원 국내
용과 외항용 평균 1세트의 가격은 30억원이고 10세트를 갖춘다면 300억원 규
모의 회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업체통합에는 운용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통합회사 자본의 1/3에 해당하
는 금액 즉,공사용 예부선의 경우 20억원,중량물운송 업체는 100억원 정도
의 자금을 통합의 진전을 보아가며 5년 유예 10～15년 상환의 장기저리 융자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노후선박의 퇴출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인선은 75%가 선령 25년 이상이고,부선은
35%가 15년 이상이다.이러한 노후선은 유지,보수 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며,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하루 빨리 퇴출시
키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예부선 업체의 상황을 보면 노후선으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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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선령을 감안해 본다면 부선의 경우에는 30년,예인선은 35년 정도로
감안해야 될 것이다.부선은 선체 자체가 커서 일반화물선에 적용시키고 예
인선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선체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어서 정비만 잘 해 나가면
일반선박에 비해 내구성이 길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노후 중고선을 정부에
서 매입하여 폐선시키면서 예부선 선종별로 잔존금액을 지급하여 새로운
대체선박을 건조하던지 혹은 잔존금을 수령하고 마감하던지 하여 현재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다한 선복량을 가진 공사용 예부선 업체의 활력소 역할
을 정부가 맡아야 할 것이다.한국감정원의 선가 잔존율에 예부선을 대비시켜
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선가 잔존율
예인선 부선 잔존년수 (년) 잔존율 (%)
25 20 10 25,1
26 21 9 22.9
27 22 8 20.9
28 23 7 19.1
29 24 6 17.4
30 25 5 15.8
31 26 4 14.5
32 27 3 13.2
33 28 2 12.0
34 29 1 11.0
35 30 0 10.0

자료: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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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1.다양한 규모의 선대 보유

하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의 부선과 이를 예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출력을 갖춘 예인선의 선대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구성되는 선대에 있어서 예인선의 경우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20년 이내,
부선의 경우는 10년 정도의 선령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꾸준한 정비를 한
다면 선박의 운항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이러한 다양성을 갖춘 선대의
구성은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현 업체들의 영
세성을 고려한다면 업체들의 통합을 통한 다양화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고 할 수 있다.

2.예부선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화의 활용

하주는 화물을 수송해야 할 예인선이나 부선이 필요하고,예인선이나 부
선은 수송해야 할 화물을 찿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예부선업체에서는 적절
한 방법이 상호간에 없어 보인다.그저 이곳 저곳 전화해서 찾고,혹은 소개자
를 통해서 합당치 않은 수송비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경로들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의 간단한 해결책으로서 예부선협회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소

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재 가동될 수 있는 예인선이나 부선의 자세한 명세 등
을 게시하고,하주는 자기 화물을 언제,어디서 수송할 것인지를 게제한다면 선
주와 하주 상호간에 수송할 선박이나 화물을 수배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간단
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또한 하주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송이 가
능한 측면이 있고,선주도 미리미리 스케쥴을 예상할 수 있어 선박의 활용도
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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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에서 보여주다시피 예부선 선사와 하주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에 업계의 응답은 71%는 “그렇다”이고,“보통이다”16%,
“아니다”는 13% 정도로 이러한 정보마당을 상호간에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부선협회 측에서도 많은 업체들의 협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

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5-2>정보화의 활용

3.전문인력의 확보

예부선업체의 전문인력이란 어느 정도의 경력과 업계 지식정도를 갖춘자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나름대로 추정하여 보면 적어도 승선경험이 5년 이
상,예부선 업계에서 근무연수 5년 이상,전화나 통신문 작성이나 일반적인 대
화가 가능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여기에 예부선의 조선 특성을 알아야 할 것
이고,항해,용선계약,예인계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 정도를 갖추고,해운관련
학과를 졸업한 정도라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론 실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설문을 보면 업계에 종사한

근무 년수는 오래되었지만 해기면허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 상기에서 열거한
전문가다운 정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이제 이러한 전문가를 모이게 하
고,흥미를 끌게 하기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보수가 주어져야 하겠으며,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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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세성을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춘 규모로 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호
보완되는 길이라 하겠다.

4.예부선협회의 활성화와 대 정부정책의 적극유도

예부선업체와 해운항만의 발전을 기하고 예부선 업체의 환경적 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업종단체인 예부선협회를 활성화하여 그 기능과 역할
을 강화해야 된다.항만의 건설과 준설,조선기자재 및 선박블록의 운송 등 해
운항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예부선 업자 단체로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
를 맞아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부선협회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교섭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예부선업자의 교섭력을 발휘하
기 위해선 협회를 구심점으로 상호 협력 단결해야 한다.
협회의 활성화란 회원상호 의견교환이나 협회발전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및

기획의 수립과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회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제시,자료모집
및 발간,부적합한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을 원활하고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예부선 관련 정책수립시 산업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
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산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협회가 아직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부선 업자들이 업종

단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며,이로 인하여
주요 문제점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 미흡,소속 기업간 협력과 이를 통한 기술이
전도 극대화하지 못하고 예부선 산업의 심층연구와 유연한 정책개발에 많은 애
로를 안고 있다.
예부선협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회 스스로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사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이렇게 단결된 모습이 협회의 교섭
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운관련 정책결정시 예부선업계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정책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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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에서도 보듯이 예부선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표 5-3>예부선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의 필요성

제3절 정부정책 지원방안

1.정박지 및 계류지 확보

예부선협회에서 항상 대 정부측에 요구하는 사항중의 하나가 예부선이 안전
하게 정박 및 계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도 경찰서 뒤편이나 봉래동 물량장은 선원들의 입장에선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선호하는 입장이나 장소가 협소하여 연안여객선들의 항로를 점유할 뿐
만 아니라 여름철 태풍의 내습이나 겨울철 돌풍에 의해 계류삭이 절단되어 연안
여객선 항로를 가로막는 등의 상태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역 약 60만 평방키로 미터 정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표 5-4>에서처럼 응답자의 82%가 현재의 정박지 및 계류지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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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 못하여 예부선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응답이다.
또한 사용 불가한 오래 방치된 선박들은 항만당국에서 정리를 독촉하고 노

후선 퇴출 일정에 따라서 제거하고 흉물스런 폐선들을 정리하여 일반시민들에
게도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5-4>정박지 및 계류지 필요성

2.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운항 전문교육

이 연구에서 지나치리 만큼 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운항이나 조선의 특수
성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다.해기지식정도가 미흡하고,승선원도 노령이고,많은 지식을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예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300미터 후방에 끌
려오는 피예인물을 항상 염두에 둬야하고,또한 조종성능에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 등에 관한 교육을 해기연수원 등에서 실시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
며 많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시뮤레이터나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과 사고 경험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한 1일정도의 교육과정이
면 상당한 효과를 이룰 것이라 기대된다.
해기연수원의 교육과정에서 유조선에 승선하기 위해서 유조선교육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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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해야하는 것처럼 예부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의
일정으로 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면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표 5-5>와 같이 응답자의 67%가 안전운항 전문
교육의 실시가 예부선 안전운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5-5>안전운항 전문교육 필요성

3.선대개선 구조자금의 확대

예인선과 부선의 등록척수는 2006년 7월 기준으로 3,176척으로서 전체 선박
등록척수의 53%에 달한다.노후정도를 보면 예인선의 경우 선령 20년 이상이
73%에 이르고,부선의 경우는 15년 이상이 35%에 달함으로써 선대구조상 노
후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선박의 대체가 절실하다.
그러나,정부로부터 예부선에 대한 선대구조 자금의 할당은 없고 단지 해상

화물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한해서 자금의 필요성을 묻고 있는 정도이
다.총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이어야 해상화물운송업에 등록이 가능하고
향후 이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따라서 예인선과 부선을 함께 보유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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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예인선만 보유한 회사는 보유톤수가 500톤을 초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예인선 자체만으로는 해상화물을 수송하는 일에도 종사할 수 없다.
따라서 예부선 업체의 노후선 퇴출과 선대구조개선 작업을 위해서는 정부로

부터 별도의 예부선 선대구조 개선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다.그렇지 못한 경
우에는 연안화물 운송선의 자금에 포함시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5-6>에서 처럼 설문 응답자의 72%도 선대 구조개선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바 정부 당국에서는 보다 저리의 자금을 확대하여 노후선을 폐선시키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선대개선 작업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표 5-6>선대개선 구조자금의 확대

4.면세유의 공급

외항을 나가지 않는 선박은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연료관련
얘기만 나오면 면세유의 공급을 원하고 있으며,2006년 10월 1일 현재 예인
선에서 주로 주기관에 사용하는 B/A의 경우 드럼당 가격이 112,400원이고 면
세유의 가격은 93,500원으로서 드럼당 가격 차이는 18,900원이다.발전기용이
나 고속회전 기관의 예인선에서 주기용으로 사용되는 MGO의 경우 비면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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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219,500원이고,면세의 경우에는 98,400원으로 드럼당(200L)가격 차이는
126,000원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주기관용으로 사용되는 B/A에서 보면 2,300마력 정도의 예인선의 경우 연료 소

모량은 시간당 240리터 정도로 하루에 29드럼,한 달 항해일수를 20일정도 보면,
580드럼이고,1년으로 계산하면 비면세와 면세와의 차액은 약 1억 3,100만원이
다.어선과 여객선은 완전한 면세는 아니나 내항 화물선이나 예부선과는 차
등을 두고 있다.면세유의 공급에 대해서 해운조합에서도 몇 차례 시도하였으
나 법안의 통과에서 부결되었다.

<표 5-7>과 같이 응답자의 93%는 면세유의 공급이 영세한 예부선 업체의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5-7>면세유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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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예부선업계의 현황을 해양수산부 및 해운조합,예부선협회,해양안전심판원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후 실제의 문제점들을 경영
상,영업상,외부환경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설문을 통한 업계의 강점,약점,
기회와 위험으로 분석하였다.그 결과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예부선은 그 특성
상 수심이 얕거나 좁은 항구의 입출항이 용이하여 유연성이 크고 다양한 화물
의 적재가 가능하여 타 수송체보다 다양성이 크며 대 고객서비스 면에서도 대
응정도가 빠르며 수송비도 저렴한 편이다.
이 업계의 약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체가 전체적으로 영세하고 보유 선

대가 노후 되어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예부선 결합선박의 운항상에는
경력과 해기전문 지식정도가 타 선박에 비하여 더욱 요구되나 선박의 크기가
작고 근무환경 정도가 열악하다보니 노령선원이 주로 승선하고 있어 안전운항
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중국 등에서 선박블

록 등 국내조선소로 수송되는 화물이 증가하고 있으며,근해수송 면에서
지리적으로 한국이 중간의 위치에 있고,화물량도 많은 편이어서 유리한 면을
갖고 있는 점이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예부선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용 예부선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도입

으로 인하여 현재 선복량이 과다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정박지나 계류지
가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예부선을 1～2척을 보유한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편으로 5～10개의
업체를 통합해서 10～20척 정도의 선대를 보유한 즉,현재 보유한 선박을 출
자해서 좀 더 큰 규모를 갖춘 법인형태로 전환하고 경력있는 전문가로 구성
한다면 현재 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안전운항 면에서도 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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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해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에서 제공함으로써 연안항해가 많은 예부선 특성상 이러한 교육의 투자는 결
국 안전운항에 일조하여 인명의 손실이나 환경훼손을 유발시키는 유류 오염사
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처로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7월 기준 예인선과 부선의 합계 척수는 우리나라 총 선박등록 척수의
절반을 넘는 3,176척이고,이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숫자만도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또한 그 주변에서 기관의 수리,선용품의 보급,유류,청수 등
의 각종 예부선업과 관련되어 이뤄지는 고용창출은 엄청난 숫자에 이른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정부의 해운관련 정책에서 예부선업체에 대한 배려는 찿
아볼 수 없다.예부선 협회에서 안전한 정박지나 계류지를 수차례 건의하였
으나 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업계의 취약점인 노후선박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선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또한 경영상 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연안
수송업체의 숙원인 면세유의 공급도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며 최소한 여객선업
체나 수산업업체와 같은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언급된 사항을 종합하여 예부선 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예부선업체의 강점인 유연성,다양성,적시성,저렴성의 강화
둘째,예부선업체간 통합을 통한 영세성 극복과 적정 규모의 다양한 선대 확보
셋째,예부선업체와 하주간의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의 홈페이지 마련
넷째,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승무원의 전문교육 필요
다섯째,조선호황으로 인한 수송물량 증대에 따른 기회의 적절한 이용
여섯째,정부당국의 노후선 퇴출 및 선대개선 구조자금의 확대
일곱째,예부선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면세유 공급의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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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적정규모의 예부선 정박지 및 계류지 확보
아홉째,전문 인력의 양성,교육,확보
열째,예부선 협회의 활성화와 대 정부 해운정책 방안의 적극유도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예부선업체는 예인선,부선,항만예인선,공사용 예부선,중량물운반 예부
선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항내 접․이안용 예인선을 제외하고는 예인선과 부
선은 하나의 결합체를 이룰 때 비로소 예인이나 화물운송의 본래 목적에 이용
될 수 있다.그러나 예부선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 화물운송 중 발
생되는 각종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견해가 상이하다.
설문에서는 예인선,부선 분리없이 예부선으로 행하여져 각자 유리한 방

편대로 상이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예부선업의 현실적인 부분인 안전운항,해양사고,책임
관계,등 광범위하게 서술되었으나 이것 자체가 곧 예부선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도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 이 업계의
선임연구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 등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연
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더 세분화된 주제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
상운송 산업의 다양화로 예부선업은 그 특성상 더욱 발전되어 갈 분야임으로
또 다른 연구가 계속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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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의의의 경경경쟁쟁쟁력력력 강강강화화화방방방안안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서서서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하시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며,또한
예부선업계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본 설문은,“““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의의의 경경경쟁쟁쟁력력력 강강강화화화방방방안안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를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귀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조사의자료는익익익명명명으으으로로로처처처리리리되되되어어어본본본연연연구구구의의의목목목적적적에에에만만만사사사용용용될될될것것것이며,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귀한 자료로서 예부선업체의 연구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동봉된 반송봉투에 넣으셔서 회회회신신신해해해 주주주시시시면면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2006년 9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이 상 평 배상해사경영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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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체체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귀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귀업체의 주된 사업영역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① 공사용 예부선 ② 중량물(화물)운송 예부선 ③ 예인선 ④ 부선

2)귀사보유의 예부선 척수는 몆 척 정도입니까?
① 2척이하 ② 3～5척 ③ 6～10척 ④ 11척 이상

3)귀업체의 주된 항행구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평수구역 ② 연해구역 ③ 근해구역(한.중.일)④ 원양구역

4)귀업체 보유 예부선의 평균적인 선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년이하 ② 11～15년 ③ 16～20년 ④ 21년이상

5)2005년도 귀업체의 매출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5억원이하 ②6억～10억원 ③11억～20억원 ④21억～30억원 ⑤31억원이상

2.귀업체에 승선중인 승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귀사의 승무원 평균연령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50세 이하 ② 51～55세 ③ 56～60세 ④ 61세 이상

2)귀업체 선.기장의 면허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급이상 ② 4급 ③ 5급 ④ 6급이하

3)귀업체 선원의 평균 승선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년이상

3.설문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사항입니다.
1)귀하의 직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사원급 ② 중간관리자급 ③ 부서장 ④ 임원급

2)귀하의 예부선업계 근무년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년이상

3)귀하의 해기면허보유 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2급 ② 3～4급 ③ 5～6급 ④ 면허무

4.예부선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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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예예예부부부선선선업업업체체체의의의 경경경쟁쟁쟁력력력강강강화화화 방방방안안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순번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정말
그렇다

1 예부선은 수심이 얕거나 작은 항구의 입출항이 용이하여
제품 수송면에서 유연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예부선은 구조상 다양한 화물의 적재가 가능하여 제품수송면에서 타
운송체 보다 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예부선업은 대고객 서비스면에서 적시에,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예부선업의 수송비는 타 해상수송체와 비교할 때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 예부선업을 영위하기위한 주변의 인프라(수리,보급,조선,
항만,선원 등)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1 2 3 4 5 6 7

6 예부선 운항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난사고가 빈번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 예부선업은 업체가 영세하고,보유한 선박의 노령화가 심한 편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공사 예부선업체는 현재 선복량이 과다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9 예부선업체 승무원의 승선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0 최근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수송물량의 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1 2 3 4 5 6 7

11 경험 많은 노령층의 선원이 풍부하여 선원채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2 근해 수송면에서 한,중,일과 비교할 때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3 새로운 정책(내륙운하)이 실현된다면 그 수송에 예부선업체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4 승무원의 노령화와 해기전문지식 정도가 미흡하여 예부선
안전운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5 예부선 결합구조상 기상에 따라서 운항일수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6 현재 예부선의 정박지 및 계류지가 협소하여 그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7 예부선은 안전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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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정말
그렇다

18 근해수송 예부선 사관의 외국어 능력정도는 업무수행에는
별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9 우리나라 연해에는 과도하게 설치된 어장 및 양식장이 많아 예부선
의 안전운항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1 2 3 4 5 6 7

20 예인선열을 이루어 항해시 발생된 해양사고의 책임은 예인선이 져
야한다. 1 2 3 4 5 6 7

21 부선은 끌려가는 상태이니 항행중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1 2 3 4 5 6 7

22 예인선은 P&I보험이 필요하고 부선은 P&I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6 7

23
TOWCON 처럼 사고원인에 불문하고 예선과 부선은 각각의 P&I보
험에 가입하여 상호 구상권없이 각기 처리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계약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6 7

24 해운조합의 P&I보험 담보위험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1 2 3 4 5 6 7

25 귀하가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경우에 보상되는지 완전하게 파악하
고 있습니까? 1 2 3 4 5 6 7

26 귀하가 거래하는 화주와는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7 단위 수송비는 필요 제반경비와 비교할 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8 예부선관련 홈페이지가 있어 화주와 예부선업체가 동시에
게재된다면 상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1 2 3 4 5 6 7

29
전국적으로 예인선 1,200여척,부선2,000여척,종사인원
6,000여명의 단체임에도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너무나 미흡한 편이
다.

1 2 3 4 5 6 7

30 예부선업체는 주변 관련 산업의 고용증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6 7

31 예부선결합선박의 조선 특수성에 관한 교육이 연수원의
직무교육 과정 등에서 이뤄진다면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6 7

32 예인선에 면세유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연안운송에 종사하는 예부선
업체는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6 7

33 유인부선의 안전설비는 대체로 미흡한 편이라 생각 한다 1 2 3 4 5 6 7

34 선대개선자금의 확대는 예부선업체의 노후선대 개선에
유효한 방편이 될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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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ⅠⅠⅠ>>>...TTTOOOWWWCCCOOONNN
TOWCON INTERNATIONALOCEAN TOWAGEAGREEMENT (LUMPSUM)
1. DateandPlaceofAgreement RRReeecccooommmmmmeeennndddeeeddd

IIInnnttteeerrrnnnaaatttiiiooonnnaaalll OOOccceeeaaannn TTTooowwwaaagggeee AAAgggrrreeeeeemmmeeennnttt(((LLLuuummmpppsssuuummm)))
Code Name "TOWCON"PPPAAARRRTTT III

2. Tugowner/place of business 3. Hirer/place of business
4. TOW (name and type) 5. Gross tonnage/displacement tonnage
6. Max .length/breadth & towing draught (fore & aft) 7. Flag and place of registry
8. Registered owners 9. Classification society

10. P & I Liability Insurers 11. General condition of tow
12. Particulars of cargo and/or ballast and/or other property on board of tow
13. TUG (name and type) 14. Flag and place of registry
15. Gross tonnage 16. Classification society
17. P & I Liability Insurers
18. Certificated bollard pull (if any) 19. Indicated Horse Power
20. Estimated daily average bunker oil consumption in good weather and smooth sea 
21. Winches and main towing gear
22. Nature of services (Cl.1) 23. Contemplated route (Cl.17)
24. Place of departure 
(Cl.7) 

25. Place of destination 
(Cl.8)

26. Free time at place of departure (Cl.2g)                               27. Free time at place of destination 
(Cl.2g)
28. Notices (Place of departure)(Cl.7c)
      (a) Initial departure period (from/to)
 
      (b)  Final departure time and date notice (days 
notice)
        
      (C) Notices to be given to:

29. Delay payment (Cl.2g)
      (a) Port rate
(b) Sea rate
30. Riding crew to be provided by (also state number 
to be provided)(Cl.9)
31. If riding crew provided by Tugowner state amount 
per man per day payable by Hirer (Cl.9)

32. Lump sum towage price (also state when each 
instalment due and payable)(Cl.2) 

 (a) Lump sum towage price
 (b) Amount due and payable within 1 banking day 
from the moment of tug departure to  to take the tow
(c) Amount due and payable within 1 banking day from 
the moment  on arrival the tug and tow at 

33. Payment of lump sum & other amounts (state 
currency, mode of payment, place of   payment and 
bank account)(Cl.2)

Currency: 
Method of Payment

BANK ACCOUNT ;

34. Interest rate (%) per annum to run from (state 
number of days) after any sum is due (Cl.5)

35. Security (state sum, by whom to be provided and 
when)(optional, only to be filled in if expressly 
agreed)(Cl.6)

36. Current cost of tug's bunker oil (also state type of 
bunkers)(Cl.2e)

37. Cancelling date, if any agreed (Cl.16e)

38. Cancellation fee (Cl.16) 39. Numbers of additional clauses, covering special 
provisions, if agreed)

PartymentionedinBox3(hereinaftercalled"theHirer")thattheTugownershall,subjecttotheterms
andconditionsofthisAgreementwhichconsistsofPartIincludingadditionalclauses,ifanyagreed
andstatedinBox39andPartIIusehisbestendeavorstoperform thetowageorotherservice(s)as
setoutherein.Intheeventofaconflictoftermsandconditions,theprovisionsofPartIandany
additionalclauses,ifagreed,shallprevailoverthoseofPartIItotheextentofsuchconflictbutno
further.

Signature (Tugowner) Signature (H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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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AAARRRTTT IIIIII

111...TTTHHHEEETTTOOOWWW

TheTow shallincludeanyvessel,craftorobjectofwhatsoevernature
includinganythingcarriedthereonasdescribedinPartItowhichthe
Tugowneragreestorendertheservice(s)assetoutinBox22.

222...PPPRRRIIICCCEEEAAANNNDDDCCCOOONNNDDDIIITTTIIIOOONNNSSSOOOFFFPPPAAAYYYMMMEEENNNTTT (((fffooorrr222(((ggg)))

(a)TheHirershallpaytheTugownerthesum setinBox32
(hereinaftercalled"theLumpsum").

(b)TheLumpSum shallbepayableassetoutinBoxes32and33.
(c)TheLumpSum andallothersumspayabletotheTugownerunderthis
Agreementshallbepayablewithoutanydiscount,deduction,setoff,lien,
claim,orcounter‐claim,eachinstalmentoftheLumpSum shallbefully
andirrevocablyearnedatthemomentitisdueassetoutinBox32,Tug
and/orTow lostornotlost,andallothersumsshallbefullyandirrevocably
earnedonadailybasis.
(d)AllpaymentsbytheHirershallbemadeinthecurrencyandto
thebankaccountspecifiedinBox33.

(e)Intheeventthattheaveragepricepermetrictonneofbunkers
actuallypaidbytheTugownerdiffersfrom theamountsspecified
inBox36thentheHirerortheTugowner,asthecasemaybe,
shallpaytotheotherthedifferencepermetrictonneforevery
metrictonneconsumedduringthevoyage.Theaverageprice
specifiedaboveshallbetheaverageofthepricespermetric
tonneactuallypaidbytheTugowneronthebasisofquantities
purchasedatthelastbunkeringportpriortothevoyage,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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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keringportduringthevoyageandthefirstbunkeringportafter
completionofthevoyage.ThelogbookoftheTugshallbeprimaface
evidenceofthequantityofbunkersconsumed.
(f)Any Delay PaymentdueunderthisAgreementshallbepaid
totheTugownerasandwhenearnedonpresentationoftheinvoice.
(g)TheFreeTimespecifiedinBoxes26and27shallbeallowed
fortheconnectinganddisconnectingoftheTow andallotherpurposes
relatingthereto.FreeTimeshallcommencewhentheTugarrivesat
thepilotstationattheplaceofdepartureortheTugandtheTow
arrivesatthepilotstationattheplaceofdestinationoranchorsor
arrivesattheusualwaitingareaoffsuchplaces.ShouldtheFreeTimebe
exceeded,DelayPayment(s)attheratespecifiedinBox29shallbe
payableuntiltheTugandTow sailfrom theplaceofdepartureor
theTugisfreetoleavetheplaceofdestination.

333...AAADDDDDDIIITTTIIIOOONNNAAALLLCCCHHHAAARRRGGGEEESSSAAANNNDDDEEEXXXTTTRRRAAA CCCOOOSSSTTTSSS

(a)TheHirershallappointhisagentsattheplaceofdepartureandthe
placeofdestinationandportsofcallorrefugeandshallprovidesuch
agentswithadequatefundsasrequired.
(b)TheHirershallbearandpayasandwhentheyfalldue:
(i)Allportexpenses,pilotagecharges,harbourandcanalduesandall

otherexpensesofasimilarnaturelevieduponorpayableinrespectofboththe
TugandtheTow.

(ii)Alltaxes,(otherthanthosenormallypayablebytheTugownerin
thecountrywheretheTugisregistered)stampdutiesorotherlevies
payable in respectofor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orthe
paymentsoftheLumpSum orThecountrywherehehashisprincipal
placeofbusinessand in thecountry othersumspayableunder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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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ortheservicestobeperformedunderorin pursuanceof
thisAgreement,anyCustomsorExcisedutiesandanycosts,dues,or
expensespayableinrespectofanynecessarypermitsorlicences.

(iii)Thecostoftheservicesofanyassistingtugswhendeemed
necessarybytheTugmasterorprescribedbyPortorotherAuthorities.

(iv)AllcostsandexpensesnecessaryforthepreparationoftheTow
fortowing(includingsuchcostsorexpensesasthoseofraisingthe
anchoroftheTow ortendingorcastingoffanymooringsoftheTow).

(v)ThecostofinsuranceoftheTow shallbethesoleresponsibility
oftheHirertoprovide.
(c)Alltaxes,charges,costs,andexpensespayablebytheHirershall

bepaidbytheHirerdirecttothoseentitledtothem.if,however,any
suchtax,charge,costorexpenseisinfactpaidbyoronbehalfofthe
Tugowner(notwithstandingthattheTugownershallundernocircumstances
beunderanyobligationtomakesuchpaymentsonbehalfoftheHirer)
theHirershallreimbursetheTugowneronthebasisoftheactualcostto
theTugowneruponpresentationofinvoice.

444...WWWAAARRRRRRIIISSSKKK EEESSSCCCAAALLLAAATTTIIIOOONNN CCCLLLAAAUUUSSSEEE

TheLumpSum isbasedandassessedonallwarriskinsurancecosts
applicabletotheTugownerinrespectofthecontemplatedvoyageineffect
onthedateofthisAgreement.
In theeventofany subsequentincreaseordecreasein theactual
costs due to the Tugowner fulfilling hi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theHirerortheTugowner,asthecasemay be,shall
reimbursetotheothertheamountofanyincreaseordecrease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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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isk,confiscation,deprivationortrappinginsurancecosts.

555...IIINNNTTTEEERRREEESSSTTT

IfanyamountsdueunderthisAgreementarenotpaidwhendue,then
interestshallaccrueandshallbepaidinaccordancewiththeprovisionsof
Box34,onallsuchamountsuntilpaymentisreceivedbytheTugowner.

666...SSSEEECCCUUURRRIIITTTYYY

TheHirerundertakestoprovide,ifrequiredbytheTugowner,securityto
thesatisfactionoftheTugownerintheform andinthesum,attheplace
andatthetimeindicatedinBox35asaquarantinefordueperformance
oftheAgreement.Suchsecurityshallbereturnedtotheguarantorwhen
theHirer'sfinancialobligationsunderthisAgreementhavebeenmetin
full.

(Optional,onlyapplicableifBox35filledin)

777...PPPLLLAAACCCEEEOOOFFFDDDEEEPPPAAARRRTTTUUURRREEE///NNNOOOTTTIIICCCEEESSS

(a)TheTow shallbetenderedtotheTugownerattheplaceofdeparture
statedinBox24.
(b)Thepreciseplaceofdepartureshallalwaysbesafeandaccessible
fortheTugtoenter,tooperateinandfortheTugandTow toleave
andshallbeaplacewheresuch Tug ispermittedtocommencethe
towagein accordancewith any localorotherrules,requirementsor
regulations and shall always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Tugownerwhichshallnotbeunreasonablywith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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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he Tow shallbe ready to sailfrom the Place ofDeparture
between the dates indicated in Box 28(a),hereinaftercalled the Initial
DeparturePeriod.

(ii)TheHirershallgivetheTugownersuchnoticeasisstipulatedin
Box28inrespectofInitialDepartureNotice(Box 28b),FinalDeparture
PeriodNotice(Box28(c),andFinaldepartureTimeandDateNotice(Box
28d)

(iii)TheTow shallbeofferedtotheTugowner,dulycertificatedand
otherwiseinaccordancewiththetermsandconditionsofthisAgreement.
(d)IftheHirerfailstocomplystrictlywiththeprovisionsofCl.7(c)
thedateofdepartureshallbedeemedtobeeitherthelastdayofthe
initialDeparturePeriod orthelastday oftheFinalDeparturePeriod,
whicheverisearlier,andthisdateshallbebindingforallconsequences
arising in respectofDelay Paymentsand any otherpaymentsdueor
chargesincurredintheperformanceofthisAgreement.

888...PPPLLLAAACCCEEEOOOFFFDDDEEESSSTTTIIINNNAAATTTIIIOOONNN

(a)TheTow shallbeacceptedforthwithandtakenoverbytheHireror
his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attheplaceofdestination stated in
Box25.
(b)Thepreciseplaceofdestinationshallalwaysbesafeandaccessible
fortheTugandTow toenter,tooperatein,andfortheTugtoleave
andshallbeaplacewheresuchTugispermittedtoredelivertheTow
inaccordancewithanylocalorotherrules,requirements,orregulations
and shallalwaysbesubjectto theapprovaloftheTugowner,which
approvalshallnotbeunreasonablywith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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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RRRIIIDDDIIINNNGGGCCCRRREEEWWW

(a)In theeventthattheTugownerprovidesaRiding Crew forthe
Tow,suchcrew andtheirsuitabilityfortheworkshallbeindiscretion
ofthe Tugowner.Allexpenses forsuch personnelshallbe forthe
accountoftheTugowner.
(b)IntheeventthatanypersonnelareplacedonboardtheTow bythe
Hirerallexpensesforsuch personnelwillbefortheaccountofthe
Hirerandsuchpersonnelshallbeatalltimesundertheordersofthe
Masterofthe Tug,butshallnotbe deemed to be the servants or
agentsoftheTugowner.
(c)TheRidingCrew shallbeprovidedattheHirer'ssoleexpensewith
suitableaccommodation,food,freshwater,lifesavingappliancesandall
otherrequirementstocomplyasnecessarywiththelaw andregulations
ofthe law ofthe Flag ofthe Tug and/orTow and ofthe States
throughtheterritorialwatersofwhichtheTugwillpassorenter.Itis
arequirementthatmembers
oftheRiding Crew provided by theHirershallbeableto speak and
understand
theEnglishlanguageoranyothermutuallanguage.

111000...TTTOOOWWWIIINNNGGGGGGEEEAAARRRAAANNNDDDUUUSSSEEEOOOFFFTTTOOOWWW'''SSSGGGEEEAAARRR

(a)TheTugowneragreestoprovidefreeofcosttotheHireralltowing
hawsers,bridlesand othertowing gearnormally carried on board the
Tug forthepurposeofthetowageorotherservicesto beprovided
underthis Agreement.The Tow shallbe connected up in a manner
withinthediscretionoftheTugowner.
(b)TheTugownermaymakereasonableuse athisdiscretionofthe
Tow's gear,power,anchors,anchorcables,radio,communication and
navigationalequipmentandallotherapparatusfreeofcostduringan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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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softhetowageorotherservicestobeprovidedunderthis
Agreement.

111...PPPEEERRRMMMIIITTTSSSAAANNNDDDCCCEEERRR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

(a) The Hirer shallarrange at his own cost and provide to the
Tugownerallnecessarylicenses,authorizationsandpermitsrequiredby
theTug and Tow toundertakeand completethecontractualvoyage
togetherwithallnecessarycertificationfortheTow toenterorleaveall
oranyportsofcallorrefugeonthecontemplatedvoyage.
(b)Any lossorexpenseincurredby theTugownerby reason ofthe
Hirer'sfailuretocomply with thisClauseshallbereimbursedby the
Hirer to the Tugowner and during any delay caused thereby the
Tugownershallreceiveadditionalcompensation from theHireratthe
Tug'sDelayPaymentratespecifiedinBox29.

111222...TTTOOOWWW‐‐‐WWWOOORRRTTTHHHIIINNNEEESSSSSSOOOFFFTTTHHHEEETTTOOOWWW

TheHirershallexerciseduediligencetoensurethattheTow
(a)preparedandreadytobetowedatthetimewhentheTugarrivesat
theplaceofdepartureandfittedandequippedwithsuchshapes,signals,
navigationalandotherlightsofatyperequiredforthetowage.

(b)TheHirerundertakesthattheTow willbesuitably trimmed and
shall,atthecommencementofthetowage,beinallrespectsfittobe
towedfrom theplaceofdeparturetotheplaceofdestination

(c)TheHirershallsupplytotheTugownerortheTugmaster,onthe
arrivaloftheTugattheplaceofdepartureanunconditionalcertificate
oftow‐worthinessfortheTow issuedbyarecognisedfirm ofMarine
SurveyorsorSurvey Organisation,providedalwaysthattheTug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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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notbeunderany obligation to perform thetowageuntilin his
discretion he is satisfied thatthe Tow is in allrespects trimmed,
prepared, fit and ready for towage but the Tugowner shall not
unreasonablywithholdhisapproval.

(d)NoinspectionoftheTow bytheTugownershallconstituteapproval
of the Tow's condition or be deemed a waiver of the foregoing
undertakingsgivenbytheHirer.

111333...SSSEEEAAAWWWOOORRRTTTHHHIIINNNEEESSSSSSOOOFFFTTTHHHEEETTTUUUGGG

TheTugownerwillexerciseduediligencetotendertheTug atthe
placeofdepartureinaseaworthyconditionandinallrespectsreadyto
perform thetowage,buttheTugownergivesnootherwarranties,
expressorimplied.

111444...SSSUUUBBBSSSTTTIIITTTUUUTTTIIIOOONNN OOOFFFTTTUUUGGGSSS

TheTugownershallatalltimeshavetherighttosubstituteanytug
ortugsforanyothertugortugsofadequatepower(includingtwoor
moretugsforone,oronetug fortwoormore)atanytimewhether
beforeorafterthecommencementofthetowageorotherservicesand
shallbeatlibertytoemployatugortugsbelongingtoothertugowners
forthewholeorpartofthetowageorotherservicescontemplatedunder
thisAgreement.Provided,however,thatthe main particulars ofthe
substitutedtugortugsshallbesubjecttotheHirer'spriorapproval,but
suchapprovalshallnotbeunreasonablywithheld.

111555...SSSAAALLLVVVAAAGGGEEE

(a)ShouldtheTow breakawayfrom theTugduringthecourse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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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ge service,the Tug shallrenderallreasonable services to re‐
connectthetowlineandfulfillthisAgreementwithoutmakinganyclaim
forsalvage.
(b) If at any time the Tugowner or the Tugmaster considers it
necessary oradvisable to seek oracceptsalvage services from any
vesselorpersononbehalfoftheTugorTow,orboth,theHirerhereby
undertakes and warrants thatthe Tugowner or his duly authorized
servantoragentincludingtheTugmasterhavethefullactualauthority
ofthe Hirerto acceptsuch services on behalfofthe Tow on any
reasonableterms.

111666...CCCAAANNNCCCEEELLLLLLAAATTTIIIOOONNN AAANNNDDDWWWIIITTTHHHDDDRRRAAAWWWAAALLL

(a)Atany timepriortothedepartureoftheTow from theplaceof
departuretheHiremaycancelthisAgreementuponpaymentofthe
cancellation feesetoutin Box 38.Ifcancellation takesplacewhilst
theTug isen routetotheplaceofdepartureoraftertheTug has
arrived atorofftheplaceofdeparturethen in addition tothesaid
cancellation feetheHireshallpay any additionalamountsdueunder
thisAgreement.
(b)Intheeventthatthetowageoperationisterminatedafterdeparture
from theplaceofdeparture,butbeforetheTow arrivesattheplaceof
destinationwithoutfaultonthepartoftheTugowner,hisservants
oragents,theTugownershallbeentitledtobepaid,andifalreadypaid
toretainallsumspayableaccordingtoBox32,accruedDelayPayment
andany otheramountsdueunderthisagreement.Theaboveamounts
areinadditiontoanydamagestheTugownermaybeentitledtoclaim
forbreachofthisAgreement.

(c)TheTugownermaywithoutprejudicetoanyotherremedieshemay
haveleavetheTow inaplacewheretheHiremaytakerepossessionof
itandbeentitledtopaymentoftheLumpSum lessexpensessav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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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ugownerandallotherpaymentsdueunderthisAgreement,upon
anyoneormoreofthefollowinggrounds:

(i)ifthereisanydelayordelays(otherthandelaycausedbytheTug)
attheplaceofdepartureexceedinginaggregate21runningdays.

(ii)ifthereisanydelayordelays(otherthanadelaycausedbythe
Tug)atanyportorplaceofcallorrefugeexceeding inaggregate21
runningdays.
(iii)ifthesecurityasmay berequiredaccording toBox 35isnot
givenwithin7runningdaysoftheTugowner'srequesttoprovidesecurity.
(iv)iftheHirerhasnotacceptedtheTowwithin7runningdaysofarrival

attheplaceofdestination.
(v)ifanyamountpayableunderthisAgreementhasnotbeenpaid
within7runningdaysofthedatesuchsumsaredue.

(d)Beforeexercising hisoption ofwithdrawing from thisAgreement
asaforesaid,theTugownershallifpracticablegivetheHirer48hours
notice (Saturday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excluded) of his
intentionsotowithdraw.
(e)ShouldtheTugnotbereadytocommencethetowageatthelatestat
midnightonthedate,ifany,indicatedinBox37,theHirershallhavethe
option ofcancelling this Agreementand shallbe entitled to claim
damagesfordetention ifdueto thewilfuldefaultoftheTugowner.
Should theTugowneranticipatethattheTug willnotbeready,he
shallnotify theHirerthereofby telex,cableorotherwisein writing
withoutdelaystatingtheexpecteddateoftheTug'sreadinessandask
whethertheHirerwillexercisehisoption to cancel.Such option to
cancelmustbe exercised within 48 hours after the receiptofthe
Tugowner'snotice,otherwisethethirddayafterthedatestatedinthe
Tugowners's notice shallbe deemed to be the new agreed date to
commencethetowageinaccordancewiththi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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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7...NNNEEECCCEEESSSSSSAAARRRYYY DDDEEEVVVIIIAAATTTIIIOOONNN OOORRRSSSLLLOOOWWW SSSTTTEEEAAAMMMIIINNNGGG

(a)IftheTugduringthecourseofthetowageorotherserviceunder
thisAgreementputsintoaportorplaceorseeksshelterorisdetained
ordeviatesfrom theoriginalrouteassetoutinBox23,orslow steams
becauseeithertheTugownerorTugmasterreasonablyconsider:

(i)thattheTow isnotfittobetowedor
(ii)theTowisincapableofbeingtowedattheoriginalspeedcontemplated

bytheTugowneror
(iii)thetowingconnectionrequiresrearrangement,or
(iv)repairsoralterationstooradditionalequipmentfortheTow are

requiredtosafeguardtheventureandenabletheTowtobetowedtodestination,
or

(v)itwouldnotbeprudenttodootherwiseonaccountofweather
conditionsactualorforecast,orbecauseofany othergood and valid
reasonoutsidethecontroloftheTugownerorTugmaster,orbecauseof
anydelaycausedbyorattherequestoftheHirer,thisAgreementshall
remain in fullforceandeffect,andtheTugownershallbeentitledto
receivefrom theHireradditionalcompensationattheappropriateDelay
PaymentrateassetoutinBox29foralltimespentinsuchportor
placeandforalltimespentbytheTug atseainexcessofthetime
whichwouldhavebeenspenthadsuchslow steamingordeviationnot
takenplace.
(b)TheTugshallatalltimesbeatlibertytogototheassistanceof
anyvesselindistressforthepurposeofsavinglifeorpropertyorto
callatany portorplaceforbunkers,repairs,suppliesorany other
necessariesorto land disabled seamen,butiftowing theTug shall
leavetheTow inasafeplaceandduringsuchperiodthisAgreement
shallremaininfullforceandeffect.oranydepartmentthereofbythe
committee or person having under the terms of the War Risks
InsuranceontheTugtherighttogivesuchordersordirectionsa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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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easonofandincompliancewithanysuch

(c)TheTugshallhavelibertytocomplywithanyordersordirections
astodeparture,arrival,routes,portsofcall,stoppages,destination,delivery,
requisitionorotherwisehowsoevergivenbytheGovernmentoftheNation
underwhoseflagtheTugorTow sailsoranydepartmentthereof,or
anypersonactingorpurportingtoactwiththeauthorityforsuch
Governmentordersordirectionsanythingisdoneorisnotdonethesame
shallnotbedeemedadeviationanddeliveryinaccordancewithsuchorders
ordirectionsshallbeafulfillmentofthisAgreementandtheLumpSum
and/orallothersumsshallbepaidtotheTugowneraccordingly
(d)AnydeviationhowsoeverorwhatsoeverbytheTugorbytheTugowner
notexpresslypermittedbythetermsandconditionsofthisAgreementshall
notamounttoarepudiationofthisAgreementandtheAgreementshallremain
infullforceandeffectnotwithstandingsuchdeviation.

111888...LLLIIIAAABBBIIILLLIIITTTIIIEEESSS

1.(a)TheTugownerwillindemnify theHirerin respectofany liability
adjudged dueorclaim reasonably compromised arising outofinjury or
deathoccurringduringthetowageorotherservicehereundertoanyofthe
followingpersons:

(i)TheMasterandthemembersoftheCrew oftheTug andany
otherservantoragentoftheTugowner;

(ii)ThemembersoftheRiding crew providedbytheTugowneror
anyotherpersonwhom theTugownerprovidesonboardtheTow;
(iii)AnyotherpersononboardtheTugwhoisnotaservantoragent
oftheHirerorotherwiseonboardonbehalfoforattherequestoftheH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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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heHirerwillindemnifytheTugownerinrespectofanyliability
adjudged due orclaim reasonably compromised arising from injury or
deathoccurringduringthetowageorotherservicehereundertoanyof
thefollowingpersons:

(i)TheMasterandmembersofthecrew oftheTow andanyother
servantoragentsoftheHirer;

(ii)AnyotherpersononboardtheTow forwhateverpurposeexcept
the members of the Riding Crew or any other persons whom the
TugownerprovidesonboardtheTow pursuanttotheirobligationsunder
thisAgreement.

2.(a)The following shallbe for the sole accountofthe Tugowner
withoutanyrecoursetotheHirer,hisservants,oragents,wetherornot
thesameisduetobreachofcontract,negligenceoranyotherfaulton
thepartoftheHirer,hisservantsoragents:

(i)Lossordamageofwhatsoevernature,howsoevercaused to or
sustainedbytheTugoranypropertyonboardtheTug.

(ii)Lossordamageofwhatsoevernaturecausedtoorsufferedby
third parties ortheirproperty by reason ofcontactwith the Tug or
obstructioncreatedbythepresenceoftheTug

(iii)LossordamageofwhatsoevernaturesufferedbytheTugowner
orbythirdpartiesinconsequenceofthelossordamagereferredtoin(i)
and(ii)above
(iv)Any liability in respectofwreck removalorin respectofthe
expenseofmoving orlighting orbuoying theTug orin respectof
preventingorabatingpollutionoriginatingfrom theTug

The Tugownerwillindemnify the Hirer in respectofany liability
adjudgedduetoathirdpartyoranyclaim byathirdpartyreasonably
compromisedarisingoutofanysuchlossordamage.TheTugownershall
notinanycircumstancesbeliableforanylossordamagesufferedby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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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rorcausedtoorsustainedbytheTow inconsequenceoflossor
damagehowsoevercausedtoorsustainedbytheTugoranypropertyon
boardtheTug
(b)ThefollowingshallbeforthesoleaccountoftheHirerwithoutany
recoursetotheTugowner,hisservantsoragents,whetherornotthe
sameisduetobreachofcontract,negligenceoranyfaultonthepartof
theTugowner,hisservantsoragents:

(i)Lossordamageofwhatsoevernature,howsoevercaused to or
sustainedbytheTow
(ii)Lossordamageofwhatsoevernaturecausedtoorsufferedby

third parties ortheirproperty by reason ofcontactwith the Tow or
obstructioncreatedbythepresenceoftheTow.

(iii)LossordamageofwhatsoevernaturesufferedbytheHirerorby
thirdpartiesinconsequenceofthelossordamagereferredtoin(i)and
(ii)above.

(iv)Any liability in respectofwreck removalorin respectofthe
expense ofmoving orlighting orbuoying the Tow orin respectof
preventingorabatingpollutionoriginatingfrom theTow.
The Hirer willindemnify the Tugowner in respect of any liability
adjudgedduetoathirdpartyoranyclaim byathirdpartyreasonably
compromisedarisingoutofanysuchlossordamagebuttheHirershall
notinanycircumstancesbeliableforanylossordamagesufferedby
theTugownerorcausedtoorsustainedbytheTuginconsequenceof
lossordamage,howsoevercausedtoorsustainedbytheTow.

3.Save forthe provisions ofClauses 11,12,13 and 16 neitherthe
TugownernortheHirershallbeliabletotheotherparty forlossof
profit, loss of use, loss of production or any other indirect or
consequentialdamageforanyreasonwhatsoever.

4.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ofthisAgreementto thecontrary,
the Tugowner shall have the benefit of all limitations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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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sfrom,liabilityaccordedtotheOwnersorCharteredOwners
ofVesselsbyanyapplicablestatuteorruleoflaw forthetimebeingin
force and the same benefits are to apply regardless ofthe form of
signaturesgiventothisAgreement.

111999...HHHIIIMMMAAALLLAAAYYYAAA CCCLLLAAAUUUSSSEEE

Allexceptions,exemptions,defences,immunities,limitationsofliability,
indemnities, privileges and conditions granted or provided by this
Agreementorbyanyapplicablestatuteruleorregulationforthebenefit
oftheTugownerorHirershallalsoapply toandbeforthebenefit
ofdemise charterers,sub‐contractors,operators,master,officersand
crew oftheTug orTow andtoand beforthebenefitofallbodies
corporate parentof,subsidiary to,affiliated with or under the same
managementaseitherofthem,aswellasalldirectors,officers,servants,
and agentsofthesameand to and beforthebenefitofallparties
performing serviceswithinthescopeofthisAgreementfor oronbehalf
oftheTugorTugownerorHirerasservants,agents,andsub‐contractors
ofsuchparties.TheTugownerorHirershallbedeemedtobeactingas
agentortrusteeofandforthebenefitofallsuchpersons,entitiesand
vesselssetforthabovebutonlyforthelimitedpurposeofcontractingfor
theextensionofsuchbenefitstosuchpersons,bodiesandvessels.

222000...WWWAAARRRAAANNNDDDOOOTTTHHHEEERRRDDDIIIFFFFFFIIICCCUUULLLTTTIIIEEESSS

Terrorism:Acts ofPublic Enemies;ArrestorRestraintofPrinces;
RulersorPeople;Insurrections;RiotsorCivilCommotions;Disturbances;
Acts of God; Epidemics; Quarantine; Ice; Labour Troubles; Labour
Obstructions;Strikes;Lockouts;Embargoes;SeizureoftheTow under
LegalProcessorforanyothercause
(a)IfowningtoanyHostilities:WarorCivilWar;Actsofoutsidethe
controloftheTugowneritwouldbeimpossibleorunsafeorcommer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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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acticablefortheTugorTow orbothtoleaveorattempttoleavethe
placeofdepartureoranyportorplaceofcallorrefugeortoreachor
enterorattempttoreachorentertheportorplaceofdestinationofthe
Tow andtheredelivertheTow andleaveagain,allofwhichsafelyand
withoutunreasonabledelay,theTug may leavetheTow orany part
thereofattheplaceofdepartureoranyotherportorplacewherethe
Hirermaytakerepossessionandthisshallbedeemedaduefulfillment
by theTugownerofthisAgreementand any outstanding sumsand all
extracostsofdelivery atsuchplaceandany storagecostsincurred
bytheTugownershallthereuponbecomedueandpayablebytheHirer.
b)IftheperformanceofthisAgreementorthevoyagetotheplaceof
departure would in ordinary course ofevents require the Tug and/or
Tow topassthroughorneartoanareawhereafterthisAgreementis
madethereisorthereappearstobedangerofsuchareabeingblocked
orpassagethroughbeingrestrictedormadehazardousbyreasonofWar,
Acts ofTerrorism,Trapping the Vessels,Civilwar,Acts ofPublic
Enemies,ArrestorRestraintofPrinces,RulersofPeople,Insurrection,
RiotsorCivilCommotionsorDisturbancesorotherdangersofasimilar
naturethen:

(i)IftheTughasnotenteredsuchareaenroutetotheplaceof
departure,orhavingenteredhasbecometrappedtherein,theHirershall
payaDelayPaymentattheratespecifiedinBox29foreverydayof
theresultingdelay.Providedthatifthedelayisforaperiodofmore
than 14 days eitherparty hereto shall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bytelex,cableorotherwrittennoticeinwhichevent,save
forliabilitiesalreadyaccrued,neitherpartyshallbeunderanyfurther
liabilitytotheotherbuttheTugownershallnotbeboundtorepayto
theHireranypaymentsalreadymadeandallamountsdueshallremain
payable.
(ii)iftheTugandTow whilstenroutetotheplaceofdestination
havenotenteredsuchareaduringthecourseofthetowageorother
servicetheHirershallpay Delay Paymentattherateindicatedin
Box29foreverydaybywhichthetowageisprolongedbyreasonof



- 140 -

waitingforsuchareatobecomeclearand/or safeand/orbyreason
ofproceedingbyalongerroutetoavoidorpasssuchareainsafety.
(iii)iftheTugandTow whilstenroutetotheplaceofdestination

havebecometrappedinsuchareaduring thecourseofthetowageor
otherservice,theHirershallpayaDelayPaymentattheratespecified
inBox29foreverydayoftheresultingdelay.providedthatifthedelay
isforaperiodofmorethan14dayseitherpartyheretoshallbeentitled
toterminatethisAgreementby telex,cableorotherwritten noticein
which event,saveforliabilitiesalready accrued,neitherparty shallbe
underanyfurtherliability totheotherbuttheTugownershallnotbe
boundtorepaytotheHireanypaymentalreadymadeandallamounts
dueshallremainpayable.

222111...LLLIIIEEENNN

Withoutprejudicetoanyotherrightswhichhemayhave,whetherin
rem orinpersonal,theTugowner,byhimselforhisservantsoragents
orotherwiseshallbeentitled to exercise a possessory lien upon the
Tow in respect ofany sum howsoever or whatsoever due to the
TugownerunderthisAgreementandshallforthispurposeofexercising
such possessory lienbeentitledtotakeand/orkeeppossessionofthe
Tow;provided always thatthe Hirershallpay to the Tugownerall
reasonablecostsandexpenseshowsoeverorwhatsoeverincurredbyor
onbehalfoftheTugownerinexercising orattemptingorpreparingto
exercisesuchlienandtheTugownershallbeentitledtoreceivefrom
theHirertheTug'sDelayPaymentattheratespecifiedinBox29for
anyreasonabledelaytotheTugresultingtherefrom.

222222...WWWAAARRRRRRAAANNNTTTYYY OOOFFFAAAUUUTTTHHHOOORRRIIITTTYYY

Ifatthe time ofmaking this Agreementorproviding any service
underthis Agreementotherthan towing atthe request,express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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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d,oftheHirer,theHirerisnottheOwneroftheTow referredtoin
Box4,theHirerexpresslyrepresentsthatheisauthorizedtomakeand
doesmakethisAgreementforandonbehalfoftheOwnerofthesaidTow
subjecttoeachandalloftheseconditionsandagreesthatboththeHirer
andtheOwneroftheTowareboundjointlyandseverallybytheseconditions.

222333...GGGEEENNNEEERRRAAALLL

(a)Ifany oneormoreoftheterms,conditionsorprovisions in this
Agreementoranypartthereofshallbeheldtobeinvalid,void,orofno
effectforanyreasonwhatsoever,thesameshallnoteffectthevalidityof
the remaining terms,conditions orprovisions which shallremain and
subsistinfullforceandeffect.
(b)For the purpose ofthis Agreementunless the contextotherwise
requiresthesingularshallincludethepluralandviceversa.
(c)Any extension oftimegrantedby theTugownertotheHireror
any indulgence shown relating to the time limits set out in this
AgreementshallnotbeawaiveroftheTugowner'srightunderthis
AgreementtoactupontheHirer'sfailuretocomplywithtimelimits.

222444...TTTIIIMMMEEEFFFOOORRRSSSUUUIIITTT

SavefortheindemnityprovisionsunderClause18ofthisAgreement,
anyclaim whichmayariseoutoforinconnectionwiththisAgreement
orofany towageorotherservicetobeperformedhereundershallbe
notified by telex,cable or otherwise in writing within 6 months of
deliveryoftheTow oroftheterminationofthetowageorotherservice
foranyreasonwhatever,andany suitshallbebroughtwithinoneyear
ofthe time when the cause ofaction firstarose.Ifeitherofthese
conditionsisnotcompliedwiththeclaim andallrightswhatsoeve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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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oevershallbeabsolutelybarredandextinguished.

222555...LLLAAAWWW AAANNNDDDJJJUUURRRIIISSSDDDIIICCCTTTIIIOOONNN

ThisAgreementshallbeconstruedinaccordancewithandgoverned
byEnglishlaw.Anydisputeordifferencewhichmayariseoutof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orthe services to be performed
hereundershallbereferredtotheHighCourtofJusticeinLondon.
No suitshallbebroughtin any otherstateorjurisdiction except

thateitherpartyshallhavetheoptiontobringproceedingsinrem to
obtainconservativeseizureorothersimilarremedyagainstanyvessel
or property owned by the other party in any state orjurisdiction
wheresuchvesselorpropertymaybefound.

IIINNNSSSTTTRRRUUUCCCTTTIIIOOONNNSSSOOONNN HHHOOOWWW TTTOOOFFFIIILLLLLLIIINNN BBBOOOXXX 222888IIINNN PPPAAARRRTTT III

NoticestobecommunicatedaccordingtoClause7(c)

IIInnniiitttiiiaaalllDDDeeepppaaarrrtttuuurrreeePPPeeerrriiioooddd(((BBBoooxxx222888aaa)))
TheTow shallbereadytosailfrom theplaceofdeparturebetweenthe

datesindicated.

IIInnniiitttiiiaaalllDDDeeepppaaarrrtttuuurrreeeNNNoootttiiiccceee(((BBBoooxxx222888bbb)))
TheHirershallgivetheTugownerthenumberofdaysnoticeofthe

numberofdaysperiod falling within theInitialdepartureperiod asto
whentheTow willbereadytodepart.

FFFiiinnnaaalllDDDeeepppaaarrrtttuuurrreeePPPeeerrriiiooodddaaannndddNNNoootttiiiccceee(((BBBoooxxx222888ccc)))
TheHirershallgivetheTugownerthenumberofdaysnoticeofthe



- 143 -

numberofdaysperiodfallingwithintheInitialdeparturenoticeperiodas
towhentheTow willbereadytodepart.

FFFiiinnnaaalllDDDeeepppaaarrrtttuuurrreeeTTTiiimmmeeeaaannndddDDDaaattteeeNNNoootttiiiccceee(((BBBoooxxx222888ddd)))
TheHirershallgivetheTugownerthenumberofdaysnoticeofthe

timeanddateofsailingoftheTow whichdayshallfallwithinthefinal
departureperiod.

NNNoootttiiiccceeessstttooobbbeeeGGGiiivvveeennnTTTooo(((BBBoooxxx222888eee)))
The above notices shallbe given by the Hirer to the addressee

mentionedinBox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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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ⅡⅡⅡ>>>...예예예부부부선선선 조조조합합합에에에 따따따른른른 IIIMMMOOO의의의 안안안전전전 적적적용용용기기기준준준

IMOGUIDELINESFORTHEAPPLICATION OFSAFETY
STANDARDSTOPUSHERTUG-BARGE

COMBINATIONS(MSC/Circ.866)

1.TheMaritimeSafetyCommittee,atitssixty-ninthsession(11to20
May 1998),being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pusher tug-barge
combinations, approved the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safety
standardstopushertug-bargecombinations,setoutintheannextothe
presentcircular.
2.MemberGovernmentsareinvitedtobringtheGuidelinestotheattention
ofshipowners,shipoperators,shipmasters,shippersandallothersinvolved
inpushertug-bargecombinationunitsandrelevantoperationsandurge
them toapplytheGuidelinesasappropriate.

ANNEX
GUIDELINESFORTHEAPPLICATION OFSAFETY

STANDARDSTOPUSHERTUG-BARGECOMBINATIONS

1.Categorization ofposhertug-bargecombinationsForthepurposeof
applyingvarioussafetystandardstopushertug-bargecombinations,these
should,when nothing elseisspecified in thestandard in question,be
categorizedastypeA orB,where:
1)TypeA isapushertug-bargecombination,whichdoesnothavethe
characteristicsofatypeBcombination.
(1)A tug-barge combination,wherethecoupling is achieved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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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lyrigidconnectionsuchasaboltconnection,shouldberegardedas
typeA,aswellasacombinationwherethepushercanbemaneuveredby
remotecontrolfrom thebarge.
2)TypeBisapushertug-bargecombinationwiththefollowing
characteristics:

(1)The connection system should permitthe pusherto move in
relationtothebarge.
(2)The connection system should permitthe pusher to be easily

disconnectedfrom thebarge.Thisshouldbetestedinharbourconditions
andshouldbeachievedbyonepersoninlessthen5minutes.
3) This categoriz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established
interpretation ofthe words "rigidly connected" in regulation 12(s) of
chapterV ofthe 1974 SOLAS Convention orRule 24(b)ofthe 1972
CollisionRegulations.

2.Applicationofsafetystandardstopushertug-bargecombinations
1)TypeA combinations
(1)Asageneralprinciple,safetystandardsshouldbeappliedtoa

typeA combinationasifitwereasinglemannedenginedrivenship,the
sizeparametersofwhicharethoseforthecombinationasawhole.
(2)Thegrossandnettonnagesmaybedeterminedeitherbytakinthe

tug-bargecombinationasoneunitorby calculating thevaluesforthe
pusher and the barge separately,in which case the tonnage ofthe
combination,forthepurposeofapplyingsafetystandards,shouldbethe
sum ofthetonnagesofthese.
(3) If the pusher is intended to move alone,it should be fully

seaworthyonits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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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ypeBcombinations
(1)Asageneralprinciple,safetystandardscouldbeappliedtoatypeB

combinationastotwoseparateships,wherenothingelseisspecifiedin
thestandardinquestion.
(2)Thepushershouldbecapableoftowingthebargeonahawser,and

pusherandbargeshouldbeequippedandriggedwiththenecessarygearfor
thispurpose.
(3)Thefollowingcodesshouldbeapplied,whenrelevanttothecargo

carriedonthebarge-CodeofSafePracticeforSolidBulkCargoes;-Code
ofSafePracticeforCargoStowageandSecuring;-CodeofSafePractice
forShipsCarryingTimberDeckCargoes;-InternationalCodefortheSafe
CarriageofGrain in Bulk;and-InternationalMaritimeDangerousGoods
Code.

(4)Forusein exercising theirresponsibility fortheoperation ofthe
combination,themasterandoperatorshouldbeinformedofthemaximum
sea states atwhich the pusher can routinely disconnect and safely
reconnect.

3.TheseGuidelinesareapplicabletoallpushertug-barge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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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ⅢⅢⅢ>>>...IIIMMMOOO...MMMSSSCCC...규규규정정정

GUIDELINESFORSAFEOCEANTOWING
(SOLASCh.Ⅱ-1/3-4)

1.The Maritime Safety Committee,atits seventieth session (7 to 11
December1998),consideredGuidelinesforsafeoceantowing,asprepared
by th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DE) at its
forty-firstsession(9to13March1998)and,inordertoenhancesafetyof
navigation and environmentalprotection,agreed to the need forsuch
Guidelinesforcommercialtowingoperationswhich,bytheirnature,arenot
salvageorrescuetowingservices.

2.RecallingtheadoptionbytheeighteenthsessionoftheAssembly
ofresolution A.765(18)on Guidelinesonthesafety oftowedshipsand
otherfloating objects,including installations,structuresandplatformsat
seaandtheavailabilityofguidancetominimizethedangertonavigation
from towedobjects,whichhavebrokenadriftfrom thetowingvessel,have
groundedorareoutofcontrol,theCommitteeapprovedtheGuidelinesfor
safeoceantowing,assetout
intheannex.

3.MemberGovernmentsareinvitedtoimplementtheannexedGuidelines
andbringthem totheattentionofconcernedwithoceantowingoperations.

ANNEX
DRAFT GUIDELINESFORSAFEOCEAN T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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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Purpose
2.Application
3.Definitions
4.Responsibilities
5.Manningoftowingvesselsandtowedobjects
6.Planning
7.Preparation
8.Survey
9.Designenvironmentalconditions
10.Weatherforecast
11.Towingvesselrequirements
12.Towingequipment
13.Towedobject
14.Inanemergency
AppendixA :Bollardpulltestingprocedure
AppendixB:Towinglog

1.PURPOSE
The objectives of these Guidelines are to ensure safety at sea,

preventionofhumaninjury orlossoflife,avoidanceofdamagetothe
environment,in particularto the marine environment,and to property
throughprovidingminimum recommendationsfortheorganization,planning
andexecutionofoceantowageandthedesignofassociatedequipment.

2.APPLICATION
1)TheseGuidelinesareapplicabletointernationaloceantowing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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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neStatetoanotherState.However,thesesguidelinesmayalsobe
usedforanyotheroceantowingoperation.
2)These Guidelines do only apply to commercialtowage operations,
whicharenotinthenatureofsalvage.However,amongsttowingvessels
availabletointakesuchtowing,priorityshouldbegiventothosewhichare
fittedtothenearestextentinlinewhichsection12.
3)ThestatusoftheseGuidelinesisadvisory.

3.DEFINITIONS
BollardPull(BP)-Documentedcontinuousbollardpull
BreakingLoad(BL)-Documentedminimum breakingload
Oceantowing-Towingoperationswherethedistancebetweendesignated
portsofrefugeorsafeanchoringalongtherouteismorethan24hours,
takenintoaccountweatherconditions.
Tow - Thetowing vessel,including towing vesselequipmentand the
towedobjectincludingitstowingequipment,cargoandcargosecuring
Towage-Thecompletetowingoperation
Towingequipment-Alltowingequipmentonthetowingvesselandthe
towedobjectusedtoeffectthetowage.
Towingmaster-Themanagerresponsibleforthetowage.A Tugmaster
maybedesignatedasTowingmaster.
Tugmaster-Themasterofatowingvessel
1and 10-yearreturn periods- Themostunfavourablecombination of
extremeenvironmentalconditions,comparisonwind,waveandcurrent,thatcan
beexpectedstatisticallyevery1and10yearsrespectively.

4.RESPONSIBILITIES
1)Organizationalcommandlinesshouldbeestablishedand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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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dutiesclearlydefinebeforeatowagecommences.
2)Thetowing operation shouldbein chargeofacompetenttowing

master,normally being eitherthe masterofthe towing vesselorthe
masteroftheleadingtowingvessel,incasethetowedobjectistowedby
morethanonetowingvessel.
3) The towing master is responsible for the towing operation.In

preparation forthetowing operation,thetowing mastershouldconsider
theseguidelines,asappropriate.Thetowingmastershouldalsoconsider
whatregulationsareapplicableduringthetowage,aswellasensuringthat
allrelevantsafetymeasuresashefindsnecessaryareimplemented.
4)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set aside or limit the towing

master's/tugmaster'sauthorityinaccordancewithmaritimelaws.

5.MANNINGOFTOWINGVESSELSANDTOWEDOBJECTS
1)Towingvesselsshouldbemannedtooperatethetowingvesselona

24-hourbasisinaccordancewiththeSTCW Code.
2)Themanning should also,in addition to operation thevessel,be

sufficienttoensurethatitwillbepossibleto:
-establishanew towingconnection;and
- board the unmanned towed object,ifplanned,in an emergency

situation.
3)Itthetowedobjectismanned,thenumberofpersonnelonboardthe

towedobjectshould,asfaraspossible,belimitedtothenecessarycrew
only.
4)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the need to safely transfer

personnelandequipmentbetweenthetowingvesselandthetowedobject
whensuchoperationisplannedtotakeplaceinanemergencysituation.
Personnelundertransfershouldhavelifejacketsorimmersionsuits,carry
suitable radiocommunication equipmentand portable lights.In se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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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on suits,due regard should be given to the degree ofbody
heat-lossprotectionnecessaryintheareaofoperation.

6.PLANNING
1)Allaspectsofthetowageshouldbeplannedinadvance,takinginto

accountsuchfactorsasmaximum anticipatedenvironmentalconditionsas
reflectedinsection9.1,includingtidalstreams,currentandwaterdepths,
aswellasthesize,windage,displacementanddraftofthetow.Possible
cargoandcargosecuringarrangementsonboardthetowedobjectshould
alsobetakenintoconsideration.Strengthcalculationofnon-routinecargo
securingarrangements
shouldbecarriedout.Weatherroutingadviceshouldbeobtainedandused
whereavailableand appropriate,and carefulconsideration given to the
bollardpullofthetowingvessel(s)tobeemployer,of.section9.4.The
towing arrangementsandproceduresshouldbesuch astoreducetoa
minimum anydangertopersonnelduringthetowingoperations.
2)Thereshouldbeacontingencyplanonboardthetowingvesselto

covertheonsetofadverseweather,particularlyinrespectofarrangements
forheavingtoortakingshelter.Personnelshouldbefamiliarizedwiththeir
responsibilitiesanddutiesin an emergency situation inaccordancewith
thiscontingencyplan.Ifthetowedobjectismanned,thecontingencyplan
shouldalsobecarriedonsuchobject.
3)Thereshouldbeoperationortowingmanualsonboardthetowing

vesselwhichdescriberoutinetowingoperationsandadditionalmanualsto
describeanyspecialtowagerequirements,ofwhichdueaccountshould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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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REPARATION
1)Thetow shouldnotproceedtoseauntilasatisfactoryinspectionof

thetow hasbeencarriedoutbythetowingmasterand,ifrequestedorfor
anyreasonconsiderednecessary,byanyothercompetentperson.
2)Thetowingoperationshouldnotcommenceunlesstheenvironmental

conditionsprevailing,andforecast,willallow thetow toachievesafesea
roomwherethetowisnotendangeredbyaleeshoreorothernavigationalhazards.
3) Where operationallimitations have been identified for the tow,

proced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the tow encountering
conditions in excess ofthe limitations.Such procedures may include
weatherroutingorsafeshelterlocations,orboth.

8.SURVEY
Incases,whereparticularcircumstancesorfactorssignifyanincreased

risktothetow,orwheretheriskcannotbeevaluatedonthebasisof
seafaringandnauticalknowledgeandexperiencealone,theownerofthe
towing vessel,owner(s)ofthetowed objectorthetowing master/tug
mastershouldapplyforsurveyinaccordancewiththeseguidelinesbya
competentorganizationorauthority,asappropriate.

9.DESIGNENVIRONMENTALCONDITIONS
1)Thetowedobject,includingcargoandsecuringarrangements,should

becapabletowithstandtheloadscausedbythemostadverseenvironmental
conditionsexpectedfortheseasonandareasinquestion.
* Iffound appropriate,thefollowing guidancefordesign environmental
conditionsshouldapply:
Duration Returnperiod
<5days 1year
>5days 1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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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edurationofatowingoperationismeasuredform thetimethe
operation isstarted untilthetow isin a safecondition atitsarrival
location.Iftherearelocationsalongtheroutewherethetowedobjectcan
safelybelocated,thedurationofthetowingoperationcanbemeasured
betweensuchlocations.
3)Forlong duration towing operations passing through area having

differentseastatecharacteristics,theworstseastatefortherouteshould
beconsidered when selecting thecargosecuring arrangementsand the
equipmenttoensurewatertightintegrityofthetowedobject.
4)Thecontinuousbollardpullofthetowingvessel(s)involvedshouldbe

sufficient to maintain station keeping of the tow in the following
environmentalconditions,actinginthesamedirection:
-Wind:20m/s
-Significantwaveheight:5m
-Current:0.5m/s

Other criteria may be acceptable if high confidence on the weather
forecastsandexperiencedatafortheactualwaterscanbeobtained.

10WEATHERFORECAST
1)Wherepossibleaweatherforecastingsourceshouldbeavailableona

24-hourbasisforthewholetowingoperation.
2) Weather forecasts should,as a minimum,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Synopsisofthearea
-Windspeedanddirection
-Waveheightandperiod
-Swellheightandperiod
-Outlookforthenext4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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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 certain high risk situations,or when such forecastmay be
seasonally unpredictable,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obtaining a
secondweatherforecast.
4)Weatherforecasts should be received on the towing vessel(and

receivedorrelayedonthetowedobjectifmanned)atleastevery24hours
duringthetowage.Wheretherearespecificweatherlimitationsimposed,
then more frequent forecasts may be appropriate,and possible direct
communicationwiththeforecasterifsignificantchangesareexpected.

11.TOWINGVESSELREQUIREMENTS
1)Towingvesselsshouldcarryonboardappropriatevalidcargoships

certificatesaccordingtotheirsize.Thefollowingdocumentsshouldalsobe
provided:
-Documentationofbollardpull
-Documentationofalltowingvesselequipment,ref.section12
2)Thecontinuousbollardpull(BP)atmaximum continuousratedpower

ofthe main propulsion machinery should be documented.The testing
procedureinAppendixA orasimilarprocedureshouldbeadheredto.
3)Whenselectiontowing vesselsforlong distancetowing operations,

specialconsiderationsshouldbegiventothefollowing:
- the vessels propulsion and steering gearare appropriate for the

proposedtowageoperation;
- thetowlineshouldnothamperthevessel'smaneuverability under

extremeenvironmentalconditions;and
-thetowinggearcanbehandledsafelyandeffectively.
4)Towingvesselsshouldhaveanadequatereserveoffueldependingon

thedurationofthetowing operation,Ifrefuelingonrouteisnecessary,
suitablearrangementsshouldbeprovidedbeforetowingcomm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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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wingvesselsshouldkeepatowinglogwithinformationaccording
toAppendixB.Further,itshouldkeepanenginelogformainpropulsion
machineryandauxiliariesrequiredforthetowage,whichasaminimum
shouldcontaininformationrelatedtorunninghoursandunscheduledevents.
6)Towingvesselsshouldhaveadocumentedmaintenancesystem forall

importantsystemsincludingcommunicationandnavigationequipment,main
andauxiliarymachinery,andsteeringandtowinggear.
7)Notwithstandingtheaboverequirements,alltowingvessels,irrespective

oftheirsize,shouldhaveasaminimum:
(1)marine radarin compliance with relevantrecognized performance

standardsappropriateforthesizeandoperationofthevessel;
(2)adequateself-sufficientfiresuppressioncapability;
(3)installationofthefollowingequipment;
가)asearchlightthatcanbedirectedfromthevessel'smainsteeringstation;
나)tow VHF-FM radioswithDigitalSelectiveCallingcapabilityifnot
already equipped with Global Maritime Distress Safety System

(GMDSS);
다)anilluminatedcardtypemagneticsteeringcompassoranilluminatedflux

gatemagneticcompass(withareservepowersupply)thatcanbereadatthe
vessel'smainsteeringstation;

라)anechodepth-soundingdevicethatcanbereadatthevessel'smain
steeringstation;and

마)anelectronicpositioningdevice;and
(4)thefollowingonboard:
가)currently corrected marine charts ofthe area to be transit,

publishedbyanappropriateauthority,ofascalelargeenoughtomake
navigationoftheareapossible;and

나)anyotherusefulcurrentlycorrectednavigationalpublicationsand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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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OWINGEQUIPMENT
1)Thetowing equipmentshouldbedesignedaccording tothebelow

mentioned recommendations and recognized standards. The towing
arrangementsshouldbesuitablefortheparticulartow andofadequate
strength.
2)Thetowingvesselshouldbeequippedwithatowingwinch.
3)Itisrecommended thatthetowing winch brakesshould havean

appropriate static holding capacity to thatofthe documented minimum
breaking load (MBL)ofthe largesttowline to be used.The holding
capability should be calculated forthe outermosttowline layeron the
winchdrum atwhichtowingwillbeperformed.
4)Thedesign and scantling ofthetowing winch,including supports,

shouldbecapableofwithstandingthebreakingloadofthemaintowing
wireropewithoutpermanentdeformation.
5)Itshouldbepossibletoreleasethetensiononthewinchdrum(s)in

anemergency andinalloperationalmodes.Theendattachmentofthe
towingwireropetothewinchdrum shouldbeoflimitedstrength,thus
forming aweak link in casethetowlinehastoberun out.Afteran
emergency release the winch brakes should release the winch brakes
shouldreverttonormalfunction(emergencyrelease/applicationofbrakes)
evenduringablack-out.
6)Itisrecommendedthatonboardtowingvessels,wheneverpracticable,

thewinchshouldbefittedwithequipmentformeasuringthetensioninthe
towline.Thisequipmentshould,asaminimum,recordthemeantension
and thetension peaks,and theinformation should bedisplayed in the
wheelhouse.
7)Meansshouldbeprovidedtospoolthetowlineeffectivelyonthedrum(s).
8)Towlineprotection sleeves,orothermeansshould beprovi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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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thetowlinesbeingdamagedbychafingorabrasion.Thereshould
benosharpedgesorobstructionsatthesternofthevesselthatmay
damagethetowlinesduringoperation.A sufficientnumberofsparetowline
sleevesshouldbecarriedonboard.
9)An appropriatelength forthetowlineshould bedetermined using

established criteria.Where no such criteria has been established,the
minimum requiredlength(L)ofthemaintowlineshouldbedetermined
from theformula;

L=(BP/BL)×1800m
where:BL=Documentedbreakingloadofthetowline,

BL=Continuousbollardpull
10)Allwireropesinuseshouldhavethesamelay
(i.e.righthand,lefthandetc.).

11)Theminimum documentedbreakingload(MBL)ofthemaintowline
shouldgenerallybeinaccordancewiththefollowingtable.
Bollardpull(BP)(tons)<40 40-90 >90
MBL(tons) 3.0×BP (3.8-BP/50)BP 2.0×BP
12)A sparetowlinesatisfying allrequirementsforthemain towline

should be kepton board the towing vessel.Ifthe towing winch is
equippedwithdrumsthesparetowlineshouldpreferablybestoredonthe
winchdrum,readilyavailableforuse.Thealternativeistohaveaspare
towline which should be in position and so arranged to ensure that
transfertothemaintowingdrum iseasily,quicklyandsafetyeffected.In
caseoftwo towed objectswhereby twoindependenttowlines(main and
spare)aretobeconnected,anextrasparetowlineshouldbeonboard,
arrangedasspecifiedabove.
13)Allwire rope terminations should be hard eyes,i.e.reinforced

thimblesorspeltersocketsexceptfortheendconnectiontothedru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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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owingwinch.
14)Allconnecting items like shackles,rings,etc.,should have an

ultimateloadbearingcapacityofminimum 50% inbeused.
15)Iffiberropepennantsareused,thepennantsshouldbeinasound

condition and the minimum breaking load ofany fiberrope pennants
shouldnotbelessthan:
-2.0timesthetow lineMBL,fortugswithbollardpulllessthan50tons;
-1.5timesthetow lineMBL,fortugswithbollardpullgreaterthan

100tons;and
-linearlyinterpolatedbetween1.5and2.0timesthetow lineMBLfor

tugs with bollard pullbetween 50 and 100 tons.Fiberrope pennants
shouldbeofgrommetconstructionandbeterminatedwithhardeyes,and
shouldnotnormallybeconnecteddirectlytotheapexofthetowingbridle.
16) The towing vessel should be equipped with sufficient spare

equipmenttocompletelyreplicatethetowing arrangements,unlessfound
impractical.
17)Inspectionofthetowlineshouldbecarriedoutoncompletionofeach

towingoperation.Theresultsoftheinspectionshouldalwaysberecorded
as a basis fordecision on future inspection programs.The inspection
shouldalsobenotedonthetowinglog(AppendixB.)
18)Nopartofanytowlinearrangementshouldbeusedforthetowing

operationif;
-thereductionincrosssectionalareaduetowear,abrasion,corrosion

andbrokenwiresexceed10% orthereisseverekinking,crushingorother
damageresultingindistortionoftheropestructure.
-endsocketsorothertowlineterminationssuchasthimbles,etc.,

aredamaged,deformedorsignificantlycorroded.
19)Ifrelevant,gogropesoralternativearrangementshouldbe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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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reventathwartshippull,andtofacilitateretrievingofthetowline.The
arrangementshouldberemotely operatedfrom asafeposition.A spare
gogropeshouldbecarriedonboard.

13TOWEDOBJECT
1)Everytowedobject,whethermannedornot,shouldbeassessedand

providedwithaconfirmationofitsfitnesstobetowed,coveringallbelow
mentionedrequirements.
2)Thetowed objectshould haveadequateintactstability in allthe

loadedandballastconditionsexpectedduringthevoyage.Compliancewith
any applicable damage stability criteria should be verified, if not
unreasonableduetospecialconditions.Suchdamagestability shouldbe
demonstratedtotheextentthetowed.objectmay havebeenpreviously
documentedto.
3)Priortosailing,thewatertightandweathertightintegrityshouldbe

confirmedby aninspection oftheclosing arrangementsforallhatches,
valves,airpipes,andotheropeningsthoughwhichwatermightenterthe
towedobjectandaffectitsstability.Itshouldalsobeconfirmedthatany
watertightdoorsorotherclosingarrangementswithinthehullaresecurely
closedandthatanyportableclosingplatesareinplace.
4)Towedobjectsshouldbeasuitabledraughtandsuitablytrimmedfor

theintendedvoyage,commensuratewiththestabilityconditiondemonstrated
inaccordancewithsection13.2
5)Itshouldbedocumentedthatthetowedobjecthasadequatestructural

integrityinrelationtothecargoloads,thedesignenvironmentalconditions
andotherforeseenloadsduring thevoyage.Whereapplicable,reference
shouldbemadetothetowedobject'sloadingmanual.
6)The cargo securing arrangements (ref.section 6.1)and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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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forthecargo,equipmentandstorescarriedonthetowedobject
should becarefully examined toensurethatthey areadequateforthe
voyage.Whereapplicable,referenceshouldbemadetothetowedobject's
cargosecuringmanual.
7)Whereapplicable,abridleshouldnormallybeusedforconnection

ofthemaintowingwireropetobetowedobject.Chainsshouldbeused
inwayofchafingareassuchasfairleads.
8)Allconnection parts (e.g.each leg ofa bridle)should have a

documentedminium breakingload(MBL)exceedingthebreakingloadof
thetowingarrangement.
9)Towlineattachmentsshouldbedesignedtoresistthetowlinepullfrom
any likely direction,with use offairleads ifnecessary.Thedesign and
arrangementofthetowingfittingsshouldtakeintoaccountbothnormaland
emergencyconditions.
10)Theultimatestrengthofanytowlineattachment(bracketorbollard

and theirfoundation)should notbe less than 1.3 times the minimum
breakingloadofthetowingarrangementwhichistobeattached.
11)Fairleadsshouldbedesignedtoaccommodatethechafingchainand

shouldbeshapedsoastopreventexcessivebendingstressinthechainlinks.
12)A bridlerecoverysystem shouldbefittedonthetowedobject,strong

enoughtobeutilizedaftertowlinebreakage,incasethebridleisplannedto
beusedagainduringthetowage.
13)Emergencytowingequipmentshouldbeprovidedincaseofbridle

failureorinabilitytorecoverthebridle.Thisequipmentshouldpreferably
befittedatthebow ofthetowedobjectandshouldconsistofaspare
bridleortowingpennantfittedwithafloatingropeandbuoyallowingitto
bepickedupwithoutanysignificanthazard.
14)Towed objects should exhibitthe navigation lights,shapes a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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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d,makethesoundsignalsrequiredbytheInternationalRegulationsfor
PreventingCollisionsatSea,1972,asamended.Dueconsiderationshouldbe
giventothereliabilityofthelightsandsoundsignalsandtheirabilityto
functionforthedurationofthevoyage.Whenpracticable,aduplicatesystem of
lightsshouldbeprovided.
15)Boardingfacilitiesshouldberiggedoneachsideofthetowedobject.
16)Whenappropriate,theruddershouldbesecuredintheamidships

positionandmeasurestakentopreventthepropellershaftfrom turning.
17)Life-savingappliancesintheform oflifejacketsandlifebuoysshall

beprovidedwheneverpersonnelarelikelytobeonboardthetowedobject
evenifonlyforshortperiods.Whenpersonnelareexpectedtoremainon
boardforlongerperiodsoftime,liferaftsshouldalsobeprovided.Ifthe
freeboard ismorethan 4.5m,liferaftdavitsshould beprovided,unless
renderedimpracticalduetothedesignorconditionsofthetowedobject.
Wheneverthetowedobjectiscontinuallymanned,theriding-crew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supplies offood and water,cooking and
sanitaryfacilities,radioequipment,includingmeansofcommunicationwith
thetowingvessel,distresssignals,life-savingandfirefightingappliances.
18)Towed objects should be equipped with an anchor,suitable for

holding thetowed objectin severeweatherconditions,thatissecurely
attached to a chain cable orwire and is arranged forrelease in an
emergencybypersonson,orboardingthetowedobject,unlessrendered
impracticalduetothedesignorconditionsofthetowedobject.
19)Toreducetheriskofpollution,theamountofoilcarriedonthe

towedobjectshouldbelimitedtowhatisrequiredforthesafetyofthe
towed object and/or towing vesseland for their normaloperations,
providednorisktotheenvironmentwillresultfrom theremovalofoil
from thetowedobject.



- 162 -

14.IN AN EMERGENCY
1)Should the tow presenta directdanger to navigation,offshore

structuresorcoastlinesthroughbreakingadriftorforsomeothercause,
themasterofthetowing vesselisboundby SOLAS regulation V/2to
communicatetheinformationbyallthemeansathisdisposaltoshipsinthe
vicinity,andalsotothecompetentauthoritiesatthefirstpointonthecoast
withwhichhecancommunicate.
2)Inallcases,thearrangementsforrecoveringthetow,shoulditbreak

adrift,should bemadein accordancewith goodseamanship,bearing in
mindtheseasonalweatherconditionsandareaof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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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A
BOLLARDPULLTESTINGPROCEDURE

1.Aproposedtestprogrammeshouldbesubmittedpriortothetesting.
2.Duringtestingofcontinuousbollardpull(BP)themainengine(s)should
berunatthemanufacturer'srecommendedmaximum torqueaccordingto
maximum continuousrating.Verification oftheactualoutputshouldbe
requestedduringthetest.
3.Duringtestingofoverloadpull,themainengine(s)shouldberunatthe
manufacturer'srecommendedmaximum ratingthatcanbemaintainedfor
minimum 30minutes.Theoverloadtestmaybeomitted.
4.The propeller(s) fitted when performing the test should be the
propeller(s)usedwhenthevesselisinnormaloperation.
5.Allauxiliaryequipmentsuchaspumps,generatorsandotherequipment
whicharedrivenfrom themainengine(s)orpropellershaft(s)innormal
operationofthevesselshouldbeconnectedduringthetest.
6.Thelengthofthetowlineshouldnotbelessthan300meters,measured
betweenthesternofthevesselandthetestbollard.A minimum lengthof
twicethevessellengthmightbeaccepted.
7.Thewaterdepthatthetestlocationshouldnotbelessthan20meters
within aradiusof100metersofthevessel.Ifthewaterdepth of20
meterscannotbeobtained atthetestlocation,then aminimum water
depthwhichisequaltotwicethemaximum draftofthevesselmaybe
accepted.Itshouldbenotedthatreducedwaterdepthmayadverselyaffect
thetestresults.
8.The test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vessel's displacement
correspondingtofullballastandhalffuelcapacity.
9.Thevesselshouldbetrimmedatevenkeeloratatrim byster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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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eding2% ofthevessel'slength.
10.Thevesselshouldbeabletomaintainafixedcoursefornotlessthan
tenminuteswhilepullingasspecifiedinitems2.or3.above.Certified
continuousbollardpullistheaveragereadingofthe10minutesperiod.
11.Thetestshouldbeperformedwithawindspeednotexceeding5m/s.
12.Thecurrentatthetestlocation shouldnotexceed0.5m/sin any
direction.
13.Theloadcellusedforthetestshouldbeapprovedbyacompetent
body and beaccuratewithin +/- 2% within therangeofloadstobe
measuredandfortheenvironmentalconditionsexperiencedduringthetest.
14.An instrumentgiving a continuous read-outand also a recording
instrumentrecording thebollard pullgraphically asa function oftime
should both be connected to the load cell.The instruments should if
possiblebeplacedandmonitoredashore.
15.Theloadcellshouldbefittedbetweentheeyeofthetowlineandthe
bollard.
16.Thefigurecertifiedasthevessel'scontinuousbollardpullshallbethe
towingforcerecordedasbeingmaintainedwithoutanytendencytodecline
foradurationofnotlessthan10minutes.
17.Certificationofbollardpullfiguresrecordedwhenrunningtheengine(s)
atoverload,reducedRPM orwithareducednumberofmainenginesor
propellersoperatingcanbegivenandnotedonthecertificate.
18.A communicationsystem shallbeestablishedbetweenthevesseland
theperson(s)monitoringtheloadcellandtherecordinginstrumentashore,by
meansofVHFortelephoneconnection,forthedurationofth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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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ⅣⅣⅣ>>>...예예예인인인삭삭삭(((曳曳曳引引引索索索)))

예인선과 피예인선(물)연결한 줄로서 충분한 길이와 강도를 유지해야 하며,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06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인삭의 길이(S)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L1+L2)(m)
이 식에서
L1는 부선 길이(m)의 2분의1
L2는 부선의 길이(m)
K는 다음 표에 의한 값

<표 3-4>상수의 값

항 행 구 역 연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상
K 2.0 3.0

자료:해양수산부

1)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등 부선의 예항설비에 대한 절단하중,
극한도등은 다음 각호의 (1)의 계산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예인삭의 절단하중(X)은 다음 표와 같다.이 경우 볼라드 풀(BP)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전저항(Rt)을 기준으로 한다

<표 3-5>예인삭의 절단하중
Bollardpull BP<40 40≤ BP≤ 90 BP>90
X(ton) 3×BP (3.8-BP/50)×BP 2×BP

자료:해양수산부

(2)예인삭 연결용 체인,샥클,삼각판 및 링 등의 절단하중(Tc)은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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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1.5×X(ton),이 식에서
X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절단하중(ton)

(3)예인훅의 절단하중(Th)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Th=1.5×X(ton),이 식에서
X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절단하중(ton)

(4)브래킷,볼라드,비트 및 페어리더 등의 극한강도(Tb)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Tb=1.3×X(ton),이 식에서
X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절단하중(ton)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에 걸리는 저항은 다음 각호의 저항을 모두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부선의 전저항(R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Rt=Rf+Rw +Ra(ton),이 식에서
Rf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마찰저항
Rf=0.000136F1×A1×V2,이 식에서
F1은 선체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0.8
A1은 수면하부의 침수표면적(m2)
V는 예인속력(Knots),예인속력을 알 수 없을 때에는,7(Knots)로 한다.
Rw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조파저항
Rw =0.014C×F2×A2×V2(ton),이 식에서
C는 거친 해상상태의 저항계수로서 1.2
A2는 수면하부의 선체횡단면적(m2)
V는 예인속력(Knots)
F2는 선수형상에 따른 별표2의 계수
Ra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공기저항
Ra=0.0000195Cs×CH ×A3(Vw +V)2(ton),이 식에서
Cs는 <표 3-8>에 의한 바람에 면한 선체표면형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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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는 <표 3-9>에 의한 바람에 면한 면적중심의 수면으로 부터의 높이에 의한 계수
A3는 바람에 노출된 수선상부의 전체 횡단면적(m2)
Vw는 풍속(Knots)으로서 항행구역에 따라 다음 표에 대한 값(Knots)로

한다 V는 예인속력(Knots).

<표 3-6>항행구역에 따른 풍속
항 행 구 역 Knots
평 수 구 역 29.16
연 해 구 역 36.93
근 해 구 역 50.54

자료:해양수산부

(2)유효파고에 따른 부가저항은 <표3-10>과 같다

<표 3-7>선수형상에 따른 계수F2(제25조 제3항 제1호 관련)
선수형상 F2

0.4

0.5

0.6

0.5

1.0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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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바람에 면한 선체표면 형상계수 Cs(제25조 제3항 제1호 관련)
선체표면형상 CS

구형(spherical) 0.4
원통형(cylindrical) 0.5
레그 브레이스(legbrace) 0.5
레그 코드(legcord) 0.7
크고 평평한 선체/갑판실(largeflathull/deckhouse) 1.0
밀집된 갑판실(clustereddeckhouse) 1.1
데릭-격자형구조(latticedstructure) 1.25
독립된 형상(crane,beam등) 1.5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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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바람에 면한 면적중심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의한 계수
CH(제25조 제3항 제1호 관련)

수면으로부터의 높이(m) CH
0.0- 15.3 1.0
15.3- 30.5 1.1
30.5- 46.0 1.2
46.0- 61.0 1.3
61.0- 76.0 1.37
76.0- 91.5 1.43
91.5-106.5 1.48
106.5-122.0 1.52
122.0-137.0 1.56
137.0-152.5 1.60
152.5-167.5 1.63
167.5-183.0 1.67
183.0-198.0 1.70
198.0-213.5 1.72
213.5-228.5 1.75
228.5-244.0 1.77
244.0-256.0 1.79
256이상 1.80

자료:해양수산부

<표 3-10>유효파고에 따른 부가저항(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유효파고 (m) 부가저항 (ton)

1.5 1.0
3.0 5.5
4.5 10.0
6.0 14.0
7.5 16.0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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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ⅤⅤⅤ>>>...설설설문문문지지지 문문문항항항의의의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1.예부선의 유연성

2.제품수송의 다양성

3.예부선 적시성의 대고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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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부선 수송비의 저렴성

5.예부선업 인프라의 만족정도

6.예부선업체 해난사고의 빈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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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부선업체의 영세성과 선박노령화 정도

8.공사용 예부선의 선복량 과다

9.예부선업체 승무원의 근무환경 열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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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인한 수송물량의 증대

11.예부선업체 선원채용의 용이성

12.근해 수송면에서 한 ,중,일과 비교할 때 지리적 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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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내륙운하의 실현에 따른 예부선업체의 예상 기여도

14.승무원의 노령화와 해기지식정도의 미흡

15.예부선의 기상에 따른 운항일수 제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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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예부선의 정박지 및 계류지의 필요성

17.예부선의 안전관리 유지정도

18.예부선 승선원의 외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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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우리나라 연해의 과도한 어장 및 양식장

20.예인선열의 해양사고 책임은 예인선

21.예인선열 항해중 과실에 대한 부선의 책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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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선의 P&I보험가입 불필요성

23.TOWCON(예부선 각각의 P&I보험 필요성)

24.해운조합의 P&I보험 담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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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입한 보험내용의 숙지정도

26.계약상 화주와의 동등성

27.예부선 제반경비와 수송비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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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예부선업계 선주와 화주의 정보교환 필요성

29.예부선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필요성

30.예부선업계 주변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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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예부선 결합선박의 전문교육 필요성

32.예부선에 면세유 공급

33.유인부선의 안전설비 정도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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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예부선업체에 선대구조 개선자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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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感感 謝謝謝 의의의 글글글

일선에서 30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학업을 시작한 지난 2년6개
월의 대학원 생활은 약간의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많은 새로움
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보람되게 학위과정을 마치
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내내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바쁘신 중에
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논문을 지도해 주신 신한원 지도교수님께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또한 논문의 완성을 위해 심사를 맡아 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박상갑 교수님,김세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대학원 생활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알찬 가르침을 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정과 우애로 다져진 신한원 교수님 연구실의 최영로 박사님,황석
준씨,그리고 이 연구실을 빛낼 여러 선․후배님께도 감사드리며 사정
으로 인하여 늦어진 두 분 입학 동기생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의 이 결실을 맺기까지 밤늦도록 앉은뱅이책상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남편을 안쓰럽게 봐준 아내와 똑딱거리는 컴퓨터 활용에 많은
도움을 준 아들 성호와 현석에게도 진심어린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2006년 12월
이 상 평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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