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락처

T. 2671-7838~9
F. 2671-7841

T. 764-6181~3 F. 764-6184

구분

항목

T. 635-5394 F. 631-6002

· 인화성 물질(기름장갑 , 기름걸레 등)과 단자간의 접촉 상태

T. 535-8091 / 8093 F. 535-8094

· 연료유 및 윤활유의 누유여부 상태

T. 534-8437~9 F. 534-8440

· 연료유탱크

· 각종 전기설비 등의 청결 및 취급상태

T. 246-5394~5
F. 246-5396

기관
구역

T. 256-9784~7
F. 256-9788

T. 933-3981 / 5863 F. 932-1855
T. 931-9083~6 F. 931-9087

T. 261-6124~34 F. 265-5394

T. 452-8187~8 F. 452-8189
T. 471-7486~9 F. 471-7490

T. 638-6221~5
F. 638-6226

T. 245-6142~4 F. 245-6145

T. 554-1474 / 1480
F. 554-0069
T. 555-4023~8 F. 555-4029

T. 844-5394
F. 844-1369

유면계 관리 상태

· 고온부 (배기관 , 과급기 등) 방열처리 상태

T. 330-2380
F. 330-2357

T. 247-9457~66
F. 247-9594

점검내용

· 기름걸레 등 인화성 물질 정리정돈 상태

T. 889-3945~53 F. 889-4061

T. 674-5447~8 F. 674-5449

'안전한 바다'

화재 취약구역별 자가점검표

T. 469-8425~6
F. 469-8427
T. 654-5262~4 F. 654-5265
T. 662-9715~8
F. 662-9719

T. 833-5394 / 4998
F. 832-1484

T. 246-6774 F. 246-7838

T. 645-6011 F. 644-8661
T. 759-9780~5
F. 759-9786

부식 상태

· 전선의 피복 상태
· 축전지 등 단자 연결부의 선체 진동에 의한 풀림 상태
· 축전지의 단자 부식 상태

검

· 축전지 주위 화기방치 상태

시

· 배전반내 차단기 설치 상태

주

·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기관실용 )
· 기관실 통풍(환기) 상태

안

· 가연성 쓰레기 및 쓰레기통 관리상태
취사
구역

T. 649-8430~6 F. 649-8438

· 취사도구 관리상태
· 파이프 계통 누설 상태(LPG 설비 등)
· 전선 등 전기설비 관리 상태
·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거주ㆍ취사용 )

T. 844-9012~3 F. 844-9014

거주
구역
기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전선 및 단자의 연결ㆍ접촉부위

점

점

T. 721-7401~2
F. 702-7404

· 임시로 가설한 전선 유무상태

(집어등
설치어선 )

· 가연성 쓰레기 관리상태
· 담뱃불 관리 상태(철재 재떨이 비치 등)
· 난방용 전열기 등 관리상태
· 내ㆍ외부 단자의 진동에 의한 연결 상태
· 안정기의 절연저항 및 내부 콘덴서 및 코일(Coil)
· 안정기실의

노후 상태

통풍(환기) 상태

세종본부 해양사고예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3층 해양사고예방센터 (30100)
T 044-330-2337 F 044-330-2339

어선
화재사고
예방 요령

화재·폭발사고 현황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화재 발생 시 행동대책

전기화재 예방 

최근 5년간
선박 화재·폭발

겨울철 어선에서
화재·폭발

사망·실종

560건

148건

27명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문어발식 코드 사용금지 ▶ 배전반, 축전지 등 접속단자는 풀리지 않도록
조여둘 것 ▶ 임시로 전기 콘센트 설치금지 ▶ 전선이나 접점은 단단히 고정할 것
▶ 축전지, 안정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 기관실 내 전선피복 및 연결상태 확인
▶

한사람이 화재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경보를 울리고, “불이야”
소리 친다.

* 최근 어선 화재사고
- OO호(근해연승, 29톤,12명) : ’19.11.19, 1명 구조(사망)/11명 실종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에 의한 사고원인이 87%,
전기설비(70%)에 의해 주로 화재 발생,
기관실(65%), 거주구역(13%)에서 대부분 발생

선원 침실 멀티탭
과부하에 의한 합선
기관실 전선 단락으로
인한 열과 불꽃에 의한
전선피복 점화

화학반응 2%

윤활유 4%

▶ 조리실 내 가스불 자주 살피며, 조리 중 자리 이탈 금지 ▶ LPG 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용기보호용 차양막 또는 보호용캡 등 설치) ▶ LPG
용기로부터 퓨즈콕(중간밸브)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 플랙시블 호스를 사용
하여 배관(비규격품 사용 불허) ▶ 충전된 LPG 용기는 직립상태로 보관할 것

화재발생 보고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해경,
어업정보통신국 및 해상교통
관제센터(VTS)에 신고 및
주변선박에 도움 요청

기타 1%

기관실
화재발생!

불이야!

연료 6%

유류화재 예방
연료유 주입시 전원 및 화기 “OFF” ▶ 연료유 주입구 부근 가연성·폭발성 물질
적치 금지 ▶ 연료유 탱크 액량계측장치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할 것

▶

발화열원
12%

ON

ON

가연물질
금지

배터리

충전

※ 수동화재 경보장치(Manual Call Point, MCP)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기적·사이렌·
선내방송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화재를 알려야 함

전원

ON
ON

화재 초기대응 행동요령

OFF
OFF

OFF

화재·폭발사고 주요 발화장
화물재액화실 1%

난방용 전열기기 전기
배선 과열·단락에 의한
화재

정확한 발생 위치, 화재종류
등을 즉시 보고 한다.

가스화재 예방

전기설비 70%

 열재가 감기지 않은
단
배기매니폴더에 누출된
연료유가 떨어져 점화

불이야!

오일 3%

기관실 수리작업 중
화기취급 부주의
조리실 가스버너 가스
누출 후 전등스위치
불꽃에 의한 폭발

불이야!

화재·폭발사고 주요 발화 인
가스누설 2%

2인 이상이 발견 시 1명은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고,
남은 1인은 경보를 울리고,
“불이야”를 외친다.

상갑판 4%

어획물처리실 1%

갑판창고 4%

어창 1%

전열기화재 예방
노후된 전선 교체(피복이 벗겨지면 즉시 교체) ▶ 선체 동요 대비, 난로 등 난방
용품 고정 ▶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난방용 전열기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을 사용

1

화재장소 근처의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 제거

2

바람에 의해 화재가 더욱 확산될 경우, 선박이 풍상 측에 위치
하도록 조종 또는 묘박

3

화재발생 장소의 모든 출입구, 통풍관 폐쇄(기계통풍장치 설치
선박은 기계통풍장치 정지)

4

화재장소로의 전원 공급 차단

5

주변 선박에 도움 요청

6

적절한 초기 소화작업 수행 후 퇴선 준비(구명뗏목 및 구명부기 활용)
- 퇴선명령 시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조타실 4%
화물창 7%

거주구역
13%

흔들림
금지
기관실 65%

※ 해양안전심판원 근거

전기
난로

가연물질
금지
노후 전선 교체

전기
장판

노후 난방기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