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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양사고의 70-80%가 인  오류(Human Factor)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  오류  선원의 피로도는 실제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단히 큰데, 이러한 피로도는 선원의 음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존재하며 해양사고와 연 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원의 음주습 과 해양사고의 연 성에 한 연구는 아직 정립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습

이 신체  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과거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해기사의 음주습 과 해양사고의 연 성에 해 

Fault-Tree 기법을 용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 해기사의 음주습 은 피로도와 직  연 성을 밝  낼 수 있지만 해양사고와 직 인 연

성은 미약한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선원의 피로도와 직  연 된 음주습 은 해양사고 유발 원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한 타당성

은 추후 다양한 실험을 통한 연구한 것으로 조사된다.

핵심용어 : 음주습 , 해기사, 해양사고, 선박운항, 인 오류 분류, 인 오류 평가   

†교신 자 (종신회원), jbyim@mmu.ac.kr 061)240-7170

* 일반회원, jyg@mmu.ac.kr 061)240-7144  

1. 서    론

일반 으로 체 해양사고의 70∼80 %가 인 오류(Human 

Error)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해양사고를 

이기 해  세계 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뿐만 아니라 각국의 연구기   해운

련 단체, 회사에서도 인  오류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1].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인 오류  항해사의 피로도는 선박

의 운항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피로도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다. 2001년 IMO에서

는 항해사의 피로의 원인의 범주를 선원 요소(Crew-specific 

factors), 육상과 선박의 리 요소(Ashore and aboard ship 

managemant factors), 선박 요소(Ship-specific factors), 환경 

요소(Environmental factors)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 이 4가지 요소를 고려해 피로요인을 수면시간, 스트

스, 음주와 약물, 건강상태, 휴식시간, 업무과 , 선박의 움직

임(rolling, pitching 등), 소음과 진동, 시차, 음식 등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IMO, 2001).

Figure 2 Factors of Navigation officer's Fatigue(IM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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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  항해사의 피로로유발요인을 분석하기 해  

승선경력이 5년 이상 된 항해사 80명과 해양 련 문가 20명

을 상으로 실시하여 설문조사에 한 평가치는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다[2].

Factors 5-porint scale Factors 5-porint scale

Sleep time 4.36 Overwork 3.82

Stress 4.18
Rolling of a 

ship
3.44

Alcohol and 

drug
4.12

Noise and 

vibration
3.14

Health condition 4.08 Time-lag 2.94

Rest time 3.98 Food 2.88

Table 1 Evaluation weight by Likert 5-point scale

따라서 5  척도에 의해 얻은 평가치를 분석한 결과, 선원

의 음주습 이 해양사고를 평가·분석하는 데 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2. 음주가 인간에게 미치는 향

알코올은 진정효과의 순기능이 있지만 낮은 용량에서도 

바로 추신경계에 억제효과를 미치는 치명 인 약물이다. 이

러한 효과는 활동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시키게 되고 이는 주

단, 이해 등 훈련이나 경험을 통한 행동, 사고와 주의, 익숙

하거나 습 인 작업에 향을 받게 된다. 한 자기 단력이 

상실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3]. 

항공기 조종, 자동차 운 , 선박 운항 등과 같은 업무수행은 

높은 수 의 인지 기능(cognitive function)과 정신운동학  능

력(psychomotor skill)이 요구되는데 이는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뿐 만 아니라 술에서 깨어난 후에도 작업 수행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4].

Year Total accident
The number of 

drunken accident
Share(%)

2007 211,662 28,416 13.4

2008 215,822 26,873 12.5

2009 231,990 28,207 12.2

2010 226,878 28,641 12.7

2011 221,711 28,461 12.8

Korea Road Traffic Safety Authority, the National Police Agency Data

Table 2 drunken accident’ share of car accident

  알코올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가능성도 높아진

다. 알코올농도가 0.05%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확률이 2배, 만취상태인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무려 25배로 증가한다[5].

3. Fault-Tree 기법을 이용한 해기사의 

음주습 과 해양사고 사이의 연 성 

SAFECO는 LMIS(Lloyd's Maritime Information Services) 

사고 데이터와 노르웨이 DAMA 과거 데이터를 기 로 충돌

기 평가 Fault-Tree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Figure 2 Fault tree applied to derive probability for collision 

in good visibility, given a critical situation.

  문가의 단에 따르면, 인 오류확률이 5.5E-4로 계산되어 

해양사고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계산된 확률은 다양

한 인 오류를 고려하여 나온 수치이다[6]. 따라서 음주습 은 

인간행동에 한 연 이 있으므로  해양 기 평가를 한 

Fault-Tree에서 Human performance error에 한 확률은 다

음과 같이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Figure 3 Fault tree applied to derive probability for collision 

in good visibility, given a critical situation.

4. 결   론

본 연구는 해기사의 음주습 과 해양사고 사이의 연 성에 

해 분석하여 Fault-Tree 기법에 용해보았다. 해양사고의 

경우, 재 해양안 심 원에서 사고유형별, 선종별, 선박톤수

별 등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사고의 70-8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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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인  요인을 심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해양사고 

재결서로써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실정이다.

한, 선박운항과 음주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무엇보다 실험방법  실험 상에 따라 기 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정립된 음주습 과 해양사고 사이의 연 성을 

밝 내 나아가 항해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선박의 안

운항을 확보하기 한 피로도를 분석·평가 모델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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