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활동 보고서

세
월
호 

사
고
수
습 

지
원
활
동 

보
고
서     

2
0
1
5
·
1 

BSPE99287-10614-7

B
SP
E
99287-

10614-
7



2015. 1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활동 보고서

BSPE99287-10614-7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2.

연 구 책 임 자 : 김재국

참 여 연 구 원 : 김나영, 김동국, 김  응, 김종훈, 노원대, 모태준, 박건태, 박광순,
박요섭, 박주현, 박준석, 박진순, 신동혁, 양찬수, 오영민, 유이선,
이용국, 이철구, 장남도, 장  석, 정섬규, 최진용, 허기영, 허성진

(가나다 순)





목 차

Ⅰ. 요약 ······················································································································· 1

Ⅱ. 사고 개요 ············································································································ 5

Ⅲ. 사고수습 지원 경과 ························································································ 11

  1. 사고 초기 대응 ··································································································· 13

  2. 사고수습 지원 배경 ···························································································· 22

  3. 시간대별 사고수습 지원 ····················································································· 25

Ⅳ 사고수습 지원 내용 ························································································· 27

  1. 연구선 지원 ········································································································ 29

  2. 실시간 유속관측 지원 ························································································ 31

  3. 해양예보 자료 제공 ···························································································· 53

  4. 위성분석 자료 제공 ···························································································· 59

  5. 3차원 해저 정밀탐사 ·························································································· 62

  6. 대외 홍보 및 기타 지원 ····················································································· 87

Ⅴ. 시사점 ················································································································ 89

Ⅵ. 참고자료 ············································································································ 93

  1. 일일(주간) 상황보고 (일부만 예시) ···································································· 95

  2. 수색구조 예측 자료 (일부만 예시) ····································································· 97

  3. 해양예보 자료 (일부만 예시) ··········································································· 101

  4. 역추적 결과 (일부만 예시) ··············································································· 108

  5. 위성분석 자료 (예시) ························································································ 109

  6. 기타 자료 ·········································································································· 128
      상황전파 메시지, 수사 설명자료, 공문(위기경보, 공직기강)투입가능 장비 현황, 연구선 

지원사항, 유속관측 작업/지원인력 현황, 현장조사 항적도, 언론 기사(ADCP), 유속관측 
근무자/사전교육 자료, 3차원 탐사결과





Ⅰ.� 요 약





Ⅰ. 요 약

3

Ⅰ 요 약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세

월호’(총톤수-6,825톤, 건조-’94.4.1., 운항사-청해진해운)가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북

방 1.5마일 해상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침몰함.

○ 당시 여객선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탑승한 단원고(경기도 

안산시 소재)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과 선원 등 476명이 탑승해 있었고, 사고 직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해군 등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상에서 선체내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함.

○ 이후 선저를 해상으로 드러낸 채 전복된 상태의 ‘세월호’ 선체내 생존자 수색과 구

조를 위해 4월 17일 ‘범정부대책본부’(이후 ‘범대본’1))가 구성되었고, 해경, 해군, 

민간 잠수사가 동원되어 수색 구조활동2)을 계속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후 ‘해양과기원’)은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고발생 직후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지원대책단’을 구성하고 

사고수습 초기부터 다방면의 지원을 시작함. (4월 18일, 공식 인사발령)

○ ‘범대본’은 수색구조의 실질적 성과와 기상, 향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1월 18일 부로 

‘세월호 사고현장 수색구조 및 지원 업무종료’를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과기원’

도 11월 20일 부로 ‘사고지원대책단’을 해체함.

○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수색구조 활동에서 해양과기원의 수색 및 해양자료 제공, 

해양 예측/예보 자료 제공, 위성영상 분석자료 제공, 연구선 현장 지원, ‘세월호’ 주변 

유속관측, 해저지형 탐사,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한 과학기술적 

수행 업무를 정리한 것임.

1) ‘범대본’은 11월 11일 수중수색 종료를 발표하고 21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11월 18일 해체
2) ‘세월호’ 사고 수습 현황 (구조 172명, 희생자 수습 295명, 실종 9명) (단위, 명)

구분 계 학생 교사 승객 선원 기타

승선 476 325 14 104 23 10

구조 172 75 3 71 18 5

희생 295 246 9 30 5 5

실종 9 4 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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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고 개요

 

○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인천을 출항해 4월 16일 11시 45분경 제주항에 도착 예정

으로 진도군 병풍도 북방 1.5마일 해상을 항해 중이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오

전 8시 55분경 제주VTS에 구조 요청함.

○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 수학여행차 탑승한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일반승객 128

명, 선원 승무원 23명을 포함한 476명이 탑승3)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세월호

제원

총톤수 : 6,825톤 ('94.4.1. 건조), 선적항 : 인천,

운항사 : 청해진해운

탑승객
476명

(교사 14명, 학생 325명, 일반 승객 104명, 선원 23명, 기타 10명)

적재물
차량 150대, 화물 657톤,

유류 203 적재 (벙커C유 139, 경유 39, 윤활유 25)

○ ‘세월호’는 선체 침수로 인해 전복되어 수심 37m 해역에서 선수하부가 수면상으로 

일부 노출된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다가 침몰함.

○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수산부)’, ‘중앙구조본부(해양경찰청)’, 

‘지방사고수습본부(목포 인천항만청)’를 설치 운영하고, 해양수산부는 사고수습 대책

회의를 차관 주재로 실시함.

○ 4월 16일에는 선박 155척(해경 70, 해군 19, 관공선 12, 민간선박 54), 항공기 17대(해

경 14, 해군 3)가 해상수색 작업에 동원되었고, 해군 해경 구조대(3차/총 16명)가 투입

되어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수색 활동을 전개함.

○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원인, 구조과정, 실소유주 및 해운비리,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7월 21일과 10

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설명함. (기타자료 나.)

3) 매표 후 미승선 또는 화물차 운전원의 미매표 관행 등으로 실제 승선인원에 대한 정부의 수정 발표가 수차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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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축(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의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

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됨.

-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자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됨.

○ 4월 17일 자정을 기해 진도군청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해양수산부장

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진 정부는 진도 팽목항 및 진도 실내체육관에 사

고수습 ‘현장상황실’을 운영함.

○ 4월 19일 오후 11시 48분경, 수중 수색을 계속해 온 ‘민 관 군 합동구조팀’이 수차례 

진입시도 끝에 특수 제작한 손도끼를 이용하여 선체 격실 유리창을 깨고 구명동의를 

입고 있었던 사망자 3명(전원 남자)의 시신 수습을 시작으로 수중 수색작업이 본격적

으로 진행됨.

○ 강한 조류, 기상 상황 등 사고해역의 다양한 해상 수중환경 변화로 수중 수색구조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민 관 군 합동구조팀’은 수색 방법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함. 

(외부공기공급, 스쿠버다이빙, 다관절 탐사로봇 ‘크랩스터’ 투입, 다이빙벨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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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일자별 주요 일지

4월 16일 : 오전 8시 48분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해상에서 세월호 항해 중

전복사고 발생

(해경 발표 : 구조 174명, 실종 284명, 사망 6명)

4월 17일

- 박근혜 대통령, 현장 방문, 구조 독려

- 검찰, 해경과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4월 18일 : 세월호 완전 침몰

4월 22일 : 수색구조팀, 세월호 3층 식당 진입 성공

4월 25일 : 민간잠수사 12명 투입

4월 26일

- '다이빙벨' 현장 첫 투입 실패 (4월 30일, 현장 재투입)

-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선박직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5월 15일, 전원 기소)

5월 4일 : 박근혜 대통령, 사고현장 재방문

5월 6일 : 민간잠수사 사망자 발생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5월 21일 : 여 야,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

(5월 25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구성 (위원장, 심재철))

6월 2일 :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첫 개최

6월 10일 :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첫 재판

6월 12일 : 유병언 세모그룹 전회장, 순천에서 노숙인 추정 변사체로 발견

(7월 21일, 신원 확인)

7월 3일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발의

(특별법 제정 서명, 국회의원 178명 동참)

8월 6일 : 검찰, 해운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해양수산부 직원 등 43명 기소

8월 30일 : 세월호 국조 특위, 활동 종료

10월 6일 : 검찰,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 발표

11월 7일 : 국회 본회의, '세월호 3법' 일괄 처리

* 세월호 3법 :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1월 11일 :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선언

(탑승객 476명 중 172명 구출, 295명 희생자 수습, 9명 실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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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고수습 지원 경과

 

1. 사고 초기 대응 (4월 16일 ~ 4월 21일)

4월 16일

○ [09시 30분] ‘세월호’ 사고(당일 오전 8시 48분경) 발생 후, 보안안전관리단장(김종훈)

은 언론을 통해 사고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원장(강정극), 제1부원장(박찬홍) 등 주요

보직자에게 사고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상황을 전파함. * 상황 전파 문자메시지 (기타

자료 가.)

○ [09시 45분] ‘세월호’ 탑승객 중 대부분이 수학여행 중이었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이고, 해양과기원이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원 자녀 중에 ‘세월호’에 탑

승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자 없었음.

○ [10시 20분] 세종시 출장 후 귀원한 강정극 원장 주관하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

최하여, 사고상황을 공유하고 해양과기원에서 지원 가능분야를 점검하고, 이번 사고

를 국가재난 사태로 판단하고 최대한 지원키로 의견을 모음. 

   - 또한 실시간 뉴스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수

산부 사고대책본부 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함.

   - 연구부서(연안 재해재난 연구센터)에서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해당 해역의 72시간 

파랑 파고 조류 등 해양상황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와 해양오염 관련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자료를 해양경찰측에 제공함.

○ [13시 20분] 해양과기원이 해양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세월호’ 사고 수습

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고지점에

서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연구사업 현장관측을 위해 조사 임무를 수행 중이던 연구

선 ‘이어도호(350톤)’에 대해 조사 임무를 중단하고, 사고 해역으로 이동 조치토록 함.

   - 이와 함께 태평양 해역탐사 임무가 예정되어 있던 연구선 ‘온누리호(1,422톤)’를 남

해연구소 장목항에 비상대기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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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 00분] 연구선 ‘이어도호’의 현장지원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해연

구소 연구선지원실 김덕진 책임기술원, 김영준 선임기술원을 ‘이어도호’에 편승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으로 출장 파견함.

○ [16시 55분] 원장 주관하에 두 번째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양연구 전

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과학기술적 정보와 지식, 노하우, 보유장비를 총 동원하

여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다시한번 확인함.

   -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연안재해재난연구

센터 박광순 책임연구원 외 1명을 ‘합동사고조사위원회’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 또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연구선을 포함한 장비를 지원하고, 실시간 뉴스를 모니

터링하면서 모든 부서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부서별 사고 수습 지원에 가능한 

항목을 찾아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으며, 각 부서별로 수행할 업무를 분장함.

부서 수행 업무

보안안전관리단 상황파악/유지

총무팀 근무기강 확립/조치

홍보팀 대외 홍보 관련 지침 (가이드 라인 마련)

기타 부서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 파악

○ [17시 45분]

   - 사고현장에 도착한 연구선 ‘이이도호’는 해경정 제3009호와 협조하여 대기상태를 

유지하면서, CTD(수온 염분 수심측정기)를 이용해 매시간 수온을 관측하고 자체적

으로 주변 수색을 실시하던 중 사고현장 주변에서 구명동의 1점을 수거함.

○ [18시 00분]

   - 원활한 상황 파악과 사고현장에서 대기 중인 ‘이어도호’의 효율적 현장조치를 위해 

박찬홍 부원장을 현장에 파견함. (보안안전관리단 실무자(김재국 선임행정원) 동행 

조치)

○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 여객선 사고 관련 위기 경보 심각(Red) 발령 알림’을 접수

하여 전파하고 또한 ‘선박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의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알리고 전파함. (기타자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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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문의 내용 대응자

동아사이언스 사고현장 해양환경에 대한 질문 심재설

목포해경 유출유 확산예측 자료 심재설

KBS 보도본부 조류 실험(단면수조에서 진행) 박영현

4월 17일

○ [09시 00분]

   - 원장 주재하에 이틀째 사고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사고현장 특성을 고려해 현장

대응팀과 별도로 해상지원팀과 육상지원팀을 추가로 편성하고, 사고해역에서 지원 

중인 ‘이어도호’의 활동 내역을 검토했으며, 향후 수중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ROV 

‘해미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보유)의 투입 준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상되는 해양과기원 대상 언론 인터뷰에 대비해 사고원인 파악, 

기술자료 분석 등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기로 함.

○ [10시 40분] 해양상황을 예측기 위해 파견된 현장대응팀 1진(박광순 책임연구원 외 3

명)이 팽목항에 도착해 현장 상황실과 연락을 취하면서 활동을 시작함.

   - 현장대응팀 2진(오영민 책임연구원 외 1명)은 해수 온도 해류 탁도 등 현장 관측자

료를 매 3시간 간격으로 현장 상황실에 제공하기로 함.

○ [17시 00분]

   ∙ 현장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거제도 장목의 남해연구소에 도착한 강정극 원장은 

연구선 ‘온누리호’에 승선해 현장을 향해 장목항을 출항하였고, 연구사업 현장관

측을 위해 조사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고현장으로 급파되어 현장 대기 중인 연구

선 ‘이어도호’와 임무 교대하기로 함.

○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양과기원 임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

한 복무관리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함. (기타자료 라.)

   - 전자 현수막(전광판) 게시 : 실종자 귀환 염원 문구

   - 원내 체육시설 이용 통제 안내 (알림게시판 활용)

∙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 이번 사고가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물론 외부기관으로부터 해양과기

원으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일련의 인터뷰 요청에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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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문의 내용 대응자

SBS 보도국 사고현장 해양환경에 대한 질문 심재설

KBS 보도본부 사고현장 해양환경에 대한 인터뷰 심재설

OBS 전문가 문의 심재설

MBC 보도국 수중 작업시 받는 힘의 세기 전동철

중앙일보 사고 인근해역 해양정보 문의 심재설

채널A 사고현장 조류의 세기 자료 전달 심재설

헤럴드경제 사고현장 환경 / 조선공학 관련 심재설

4월 18일

○ [07시 10분] 원장이 편승한 연구선 ‘온누리호’가 현장에 도착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사고지점의 해저상태를 조사했고, 결과 자료를 해양경찰측에 제공함.

○ [11시 40분] 어제(4월17일)부터 현장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해상지원팀 7명이 현장 조

사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가지고 ‘온누리호’에 승선함.

○ [11시 50분] 원장 주재하에 ‘온누리호’ 선상에서 현장 대책회의(1차)를 갖고, 이번 사

고에 해양과기원의 역량을 동원해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종자 구조

에 필요한 해양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의 지

원방향을 논의 결정함.

○ [13시 00분] 사고로 전복된 이후 지금까지 수면 위로 일부 드러났던 선수 선저부분이 

수면 아래로 침수된 이후 원장 주재하에 현장 대책회의(2차)를 가짐. 

(사고지점 경위도 좌표 : 북위 34°13'5.16", 동경 125°57'0")

   - 사고수습 상황 분석, 적극 대처

   - 해양경찰측에서 요청한 사고해역 해저지형 수색 지원

○ 어제(4월17일) 대책회의에서 연구선 운항 일정에 조정을 결정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이어도호’를 ‘온누리호’와 임무 교대키로 함에 따라 ‘이어도호’가 거제의 남해연구소 

장목항으로 회항하도록 했으나, 해양경찰측으로부터 구두로 ‘침선상태 해저 조사’를 

요청받음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탑재한 ‘이어도호’를 재투입하기로 함.

○ [14시 55분]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를 통해 ‘연구개발 중이거나 

이를 통해 개발된 구조관련 가용 장비’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해양과기원내 수중건

설로봇사업단의 내용을 제공함. (기타자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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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 00분] 현장에서 원장 주재하에 가진 대책회의(3차)에서 추가 지원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해양경찰측에서 요청한 해저지형 조사의 책임자로 박요섭 선임기술원을 

지정함.

   - 이와는 별도로 목포해경이 주관한 ‘구조 및 선체인양 관련 기술회의’에 박광순 책

임연구원이 참석함.

○ 사고 직후 구성된 원내 사고지원대책단 구성에 대한 인사명령을 시달하고, 이를 전체 

직원에게 안내함. 이에 추가해 상황유지에 필요한 주말(4월 18일, 19일) 비상근무 편

성과 함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도록 전체 직원에게 알림. (기타자료 마.)

   - 사고지원대책단 구성 : 단장-원장, 현장대응반장-제1부원장, 상황조치반장-보안안전

관리단장 등 24명

   - 조직도

사고지원대책단장

원장

상황조치반장 현장대응반장

보안안전관리단장 제1부원장

정책연구소장
해양기반연구본부장
응용기술연구본부장
특성화연구본부장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장
해양방위센터장
경영기획부장
행정관리부장
연구사업개발부장
홍보팀장

해황예보지원팀장 해상지원팀장 안전기술지원팀장

박광순 책임연구원 최동림 남해연구소장 이동곤 미래선박연구부장

박영제 해양위성센터장

권재일 책임연구원

전기천 책임연구원

허기영 선임연구원

오영민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장

백원대 선임기술원

김기복 연구선지원실장

김영준 선임기술원

강희진 선임연구원

최 진 선임연구원

최혁진 책임기술원

   - 보고 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KIOST 대책단

상황조치반 현장대응반

부설 KRISO 부설 KOPRI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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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무

상황조치반

(보안안전관리단장)

◦ 제반 상황 접수 / 파악 / 전파

◦ 지원 상황 관련 내용 취합 / 보고 / 통보

◦ 유관기관(해수부, 해경 등) 연락체계 확립, 유지 / 협조 사항 파악
및 조치

◦ 단계별 지원 대책 대응 방안 강구 / 조치
(인명구조, 환경오염, 인양, 사고원인 조사)

◦ 언론 현황 모니터링, 대외 홍보 및 인터뷰 대응

현장대응반

(제1부원장)

◦ 해상지원팀

- 사고 발생해역의 해황정보(해 조류, 파랑, 수온 등)
사전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사고 발생해역, 주변 해저정보 획득 / 결과 제공

- 단계별 현장 대응 지원
(인명구조, 환경오염, 인양,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사항)

◦ 해황예보지원팀

- 사고 발생해역 및 그 주변 해역에 대한 단계별 (인명구조, 오염,
인양) 해황예보, 실시간 관련정보 제공

◦ 안전기술지원팀

- 구난, 구조, 인양 관련 지원

- 침선 인양 기술 자문

○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의 인터뷰 또는 취재 요청이 쇄도하여 이

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특히 사고 해역의 해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실험동의 

시설을 이용한 조류관련 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함.

기관 문의 내용 대응자

YTN 조류 관련 실험 (오후 2시 진행) 박영현

MBN 조류 관련 실험 (오후 2시 진행) 박영현

채널A 조류 관련 실험 (오후 2시 진행) 박영현

KBS 고압 챔버 이용 수압실험 KRISO

대덕넷 해양과기원사고 대응 현황 홍보팀

대우조선해양 해미래(심해잠수정) 관련 문의 KRISO

대덕넷 진도 인근 해역 해양정보 심재설

KBS 크레인의 원리 KR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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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 [08시 15분] 사고 해역의 정밀조사를 위해 ‘장목1호’가 동해를 출항함. ‘이어도호’도 

사고해역으로 접근 항해를 계속함. (‘온누리호’와 임무 교대차)

○ [09시 30분] 상황조치반장 주관하에 상황조치반 회의를 개최함. 

   - 사고지원 대책단 인원 추가 (해양위성센터장, 홍보팀장)

   - 사고 수습 향후 대책

      ① 조류 확산 모델 예측자료 제공

      ② 위성 해색 자료 주기적 제공

   - 홍보 대응 / 지원책 논의

   - 복무관리 강조 재공지, 체육시설 사용 금지 조치

○ [12시 30분] 원장 주재하에 사고지원대책단 회의를 개최함. 

   - 원내 가용 인력 장비 적극 지원 (지원가능 장비 현황 : 기타자료 사.)

   -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대응 상황 파악 / 협조 체계 유지

   - 연구조사선 지원 방안 강구 

(사전 출장비 지급으로 주 부식 구입 / 적재 후 출항)

○ [16시 49분]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해상지원팀은 ‘이어도호’의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

용해 15분간에 걸친 조사를 실시함. 높은 파도로 해상상태가 나빠지는 관계로 ‘이어

도호’를 피항 조치함.

○ [19시 14분] 원장은 전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어도호’의 피항 상황, 부

식 저장량을 확인했고, 현장 직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함.

○ 사고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 안산지역과 단원고에 대한 해양과기원의 재역내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단원고에 파견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츄리닝 바

지, 실내화, 핸드크림 등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함.

   - 이와 별도로 희생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격려글을 해양과기원 외부에 게시했고, 

전직원 대상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함.

○ 남해연구소, 부설 KRISO는 자체적으로 연구선 지원, 또는 사고 기술지원을 했고, 

언론의 취재 또는 인터뷰 요청에 대한 대응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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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문의 내용 대응자

대덕넷 현장 조사선 동승 취재 협조 요청 홍보팀

MBC 뉴스 대담프로그램 출연 요청 정용현

SBS 선박운항 관련 실험/시뮬레이션 문의 KRISO, 공인영

YTN 수중탐사 장비 투입(해미래) 가능성 문의 홍보팀

4월 20일

○ [09시 40분]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병품도 인근에서 피항 중이었던 ‘이어도호’는 사고

현장에 재투입되었고, 승선한 해상지원팀은 해군측의 요청에 따라 멀티빔 음향측심

기를 이용해 침몰한 ‘세월호’ 선체 주변해역을 1시간 가량에 걸쳐 조사함.

   - 조사결과는 해군과 해경측에 오후에 전달함. 동일한 내용을 해수부 상황실에 개략 

보고했고, 관련 부서장(해양개발과장)과 통화함.

○ [11시 00분] 사고해역의 특수한 환경으로 수색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해군 탐색구

조단(독도함 위치)은 KRISO에 ‘다관절 수중 로봇(크랩스터)’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KRISO는 해당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함. 

○ [11시 45분] 선체 인양/구난 전문가 지원을 해양경찰측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 상황조

치반장(김종훈)이 KRISO의 이동곤 부장과 통화했고, 동 연구소의 최혁진 책임연구원

이 이미 해경의 구난정책 판단 자문위원으로 이미 파견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함.

○ 언론 취재 또는 인터뷰 요청은 그 빈도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나 적절한 수준에서 대

응함. 

기관 문의 내용 대응자

중앙일보

조류발전 적합지 현장조사 관련,

맹골수도 인근 해역 조류 특성조사 자료 제공

* 조치 : 검토 후 관련자료 추후 제공

박진순

4월 21일

○ [08시 20분] 4월 19일 동해를 출발한 ‘장목1호’가 중간 경유지인 부산에서 출항한(7시 

15분) 가운데, 원장 주재하에 KRISO, 남해 동해연구소를 아우르는 사고지원대책단 

화상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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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V 투입시 실효성,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 주말 동안 각 부서별 조치사항과 향후 예정된 내용을 확인함.

   - ‘세월호’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반영함.

○ ‘세월호’ 사고관련 상황보고의 작성 전파 책임부서를 보안안전관리단에서 기획팀으로 

변경홤.

   - (사유) 대외부서에 전파되는 보고서 수시 작성 경험 보유

○ 언론의 취재 또는 인터뷰 요청에 대한 대응은 계속함. 

기관 문의 내용 대응자

대덕넷 이어도호 동승 취재 홍보팀

YTN 사고관련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가능 여부 KRISO

충청투데이 해양 구조 구난 장비 개발 관련 문의 KRISO

경기지역

언론사

KIOST 대응현황 자료 송부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홍보팀

대덕경찰서 맹골수도 관련 정보 문의 홍보팀

해양수산부 투입된 미국 ROV에 대한 출입기자 문의 KRISO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수중로봇 현황 KRISO

KBS

위성 이용 ‘세월호’ 항적 분석 자료 설명

(항적도 자료는 해수부 항해지원과 임병준

사무관으로부터 기자가 취득)

양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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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수습 지원 배경

가. 연구선

○ 연구사업(사업명, ‘황해 저층 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하기 위

해 4월 15일 남해연구소(장목항)를 출항해(승무원 13명, 연구원 15명 승선) 조사현장

에서 조사작업을 수행하던 ‘이어도호’는 사고 당일 TV 뉴스를 통해 사고사실을 인지

하고, 본원의 결정에 따라 ‘세월호’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조사작업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사고현장으로 향함.

○ 해양과기원은 2010년 3월 백령도 근처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 일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에서도 해양과기원의 연구조사선에 

장착된 각종 센서와 장비를 활용해 구조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미 수립되어 시행해 

온 연구조사선 운영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가용한 운항일정을 수색구조 지원에 할당

하였음.

   - 상황에 따라 해양과기원 보유 중 대형 연구선과 소형 연구선을 적의 조정하여 투입함. 

(기타자료 자.)

나. 실시간 유속관측 지원

○ 해양과기원은 사고해역인 ‘맹골수로’에서 조류이용 발전(發電)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초음파를 이용한 전층 유속관측기(ADCP)가 수색구조를 위한 잠수작

업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범대본’의 사전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ADCP(600Hz) 

1대와 해수 중의 수온 염분 탁도 측정기(YPI)를 현장에 배치 예정인 바지선에 설치

하고자 사고 초기 현지로 이송함. 

○ 이외에도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전시하고, 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자동 문자전송 장치를 통해 1시간 단위로 이들 자료를 ‘범대본’, 해군, 해경 

등 관련기관에 전송함.

   - 본격적인 사고수습 단계에서 이들 자료는 수색구조작업에 투입된 잠수인력에게 상

당한 도움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자료를 토대로 잠수수색 작업이 이뤄짐

에 따라 유가족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에도 동일한 전송 내용을 원격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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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유속관측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에는 해당 연구부서 인원으로 관련장비를 운

용하였으나, 고유의 연구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고충이 있어, 안산 본원내 연구부서와 

행정지원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조를 편성하고(2인 1조), 순번을 정해 이틀에 걸

쳐 전일제로 관측운용 지원 임무를 정부의 수색작업 종료시까지 계속함.

   - 장비가 설치된 바지 위에서 근무는 열약한 조건에서 이뤄졌으며, 순환 교대 근무를 

위해 안산에서 진도까지 왕복 여정을 소화해야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 (기타자료 차., 카., 파., 하.)

다. 해양예보/예측 자료 제공

○ 여객선 침몰에 따라 시신 유실, 선적 유류 화물 유출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상

상태 예측보고서, 유류유출 예측보고서, 수색구조 예측보고서 등의 자료가 수색구조

에 도움을 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준비해 해경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대비함.

○ 이와 같은 해양예보/예측 자료 작성 및 제공은 정부의 수색작업 종료시(11월 18일)까

지 계속되었음.

다. 위성분석 자료 제공

○ 사고해역의 위성영상에 기초해 해수면 수온 분포와 해상풍, 표층해류의 자료를 작성

하여,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대비함.

○ 쳔리안 해양관측위성을 활용한 탁도와 수중가시거리 분석을 통해, 유출유 오염현황 

등 분석자료를 작성해 범정부적 사고대응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라. 해저 정밀탐사

○ 침몰한 ‘세월호’ 사고해역 주변의 해저지형을 탐색하여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초기와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해저 정밀탐사

를 실시함.

○ 사고초기 ‘세월호’의 침선 착저상태 확인을 통해 잠수부들의 탐색구조를 위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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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저지형에 대한 자료는 사고현장에 투입된 작업용 바지의 고정을 위한 묘박자

료로도 사용됨.

마. 전문가 파견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사고원인 조사 합동 TF의 전문가로 선박

해양시스템연구소(KRISO)의 연구원들이 상당수 참여해, 자유항주 모형제작, 마찰계

수 실험을 주관하거나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음. 

○ 사고해역의 실종자 표류 예측, 잠수수색 가능 시간 예측, 조류 변화 및 정조시간 예측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기여한 안산 본원의 해양방위센터, 연안재해 재난연구센터, 

KRISO의 미래선박연구부, 해양안전연구부의 일부 연구원들이 ‘범대본’내 수색구조 

기술자문 TF에 전문가로 참여함.

○ 해양사고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의 인터뷰에 해양과기원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응하였고, 수 개의 방송매체는 사고 초기에 잠수수색 분야의 전문가로 

정용현 박사(해양정책연구소 자문위원)를 생방송 인터뷰에 초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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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대별 사고수습 지원

가. 4월 24일 ~ 6월 5일

○ 해양과기원의 임무 특성상 연구사업도 중요하나 이번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을 최

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가

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기로 함.

   - 또한, 이번 사고가 안전과 직결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번 기회에 안산 본원을 

비롯한 지역별 연구소, 부설 연구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함.

○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구조 현장에 설치된 바지선에 초음파 전층 유속관측기

(ADCP)를 설치했고(4.24 01:50), 1시간 단위로 실시간 측정자료를 현장 잠수부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 시작함.

   - 유속관측 자료의 공개를 해경을 통해 실종자 가족측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 박준석 

연구원을 현장에 대기시킴. (4월 24일) 

○ 해양과기원내 연구부서는 본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색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고현장 해양 예측 또는 분석자료를 관련기관에 수시로 제공/제출함. 

   - 현장지원팀과 해양방위센터는 사고 주변해역에 대한 해저지형도 조사를 수차례 

실시했고(4.24, 4.25),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함.

   - 해양위성센터는 사고해역 위성영상을 분석한 해수표면 온도와 해양 오염현황 분

석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측에 수시로 제공함.

   - 연안재해 재난연구센터는 사고해역 유류유출 및 해상상태 예측자료를 해수부, 해

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제공함.

○ 4월 23일 야간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크랩스터’는 초음파 영상을 촬용해 ‘세월호’의 

전도상태를 확인함. 

   - 이번 ‘크랩스터’의 현장 투입은 해양과기원(부설기관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사고현장에 투입 가능한 장비 파악의 결과로 이뤄진 것임. 

○ 안산시내 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됨에 따라(4.22), 해양과기원 

임직원이 분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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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월 6일 ~ 11월 20일

○ 현장 유속관측 인력의 지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범대본’의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과기원 각 부서별 지원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고, 현장의 작업도 일정한 틀에 맞

춰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신수습은 한계에 도달해 미수습 인원이 10명 초반에

서 정체되어 있었음. 

   - 사고수습 국면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고 수습단계의 상황전개에 맞춰 

유기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고지원대책단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증가와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재충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고수습대책단을 축소 운영하고, 

지금까지 시행에 온 휴일 비상근무를 해제함과 동시에 재원 당직근무를 평소와 같

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함. (기타자료 바.)

○ 이번 사고초기부터 작성 보관하고, 일부를 대외기관에 송부해 온 일지 형식의 상황보

고도 6월 2주차인 6월 5일부터 주간 단위로 작성하다가, 6월 16일에 일일 단위로 재

환원하여 7월 29일까지 시행함. 이후 정부의 수색종료 발표까지 주간 단위로 상황보

고를 작성 보관 해 옴. (참고자료 1.)

○ 연구부서가 주축이 된 수색구조 지원 업무는 해당 부서별로 차질없이 관련기관과 긴

밀한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었고, 8월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범대본’과 시작함.

   - 해양수산부(세종시, 10월 10일),  ‘범대본’(진도, 10월 14일) 출장을 통해 예산지원 

요청

   - 10월 15일, ‘범대본’의 ‘장비 기술 TF’에서 해양과기원의 기술지원 실소요 경비 예

산 지원 방침 결정

   - 11월 10일, ‘세월호 사고현장 실소요 경비 예산 청구’ 문서 발송 (‘범대본’ ‘세월호’ 

사고보상지원단장)

   - 11월 13일, ‘세월호 사고현장 실소요 경비 예산 청구’ 문서 발송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과)

   - 11월 14일,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 실소요 경비 3억 2천만원 수입

○ 11월 11일. 정부의 ‘수색종료’ 발표에 따라 그동안 활동했던 사고지원대책단을 11월 

20일부로 해체하고, 관련부서가 수행해 온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이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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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고수습 지원 내용

 

1. 연구선 지원

가. 배경

○ 이어도호 

   - [4월 15일] 11:00, 연구사업 ‘황해 저층 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과

제 수행을 위해 남해연구소(장목항) 출항 

(승무원 13명, 연구원 15명 승선)

   - [4월 16일] 08:30, 조사 현장 도착 및 조사 작업 시작

09:50, TV 뉴스를 통해 여객선 침몰 사고 인지 후 지속적 현황 파악 및 진도 VTS 

교신(유선), 사고 위치에서 북서쪽 약 40해리 위치

13:20, ‘세월호’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조사 작업 중단 및 사고 현장향

17:45, 사고 현장 도착, 해경 3009함 지시 하에 주변 수색 시작

○ 온누리호

   - [4월 25일] 5월 2일까지 예정된 연구사업 ‘심해 유무인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

라 구축’ 과제 수행을 위해 출항 준비 및 대기 중

   - [4월 17일] 17:00, 이어도호 지원을 위해 남해연구소 출항 

(원장, 승무원 15명, 김영성 팀장, 김성렬 박사 3명 승선)

   - [4월 18일] 07:10, 사고 현장 도착 후 지원 수행 시작

○ 장목1호 

   - [4월 19일] 08:15, 연구사업 ‘14-해양특성조사’ 작업 중단 후 동해 출항

   - [4월 22일] 12:25, 사고 현장 도착 및 지원 수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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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적

○ 일자별 ‘연구선 운항 보고’ 및 ‘연구선 대응’ : 기타자료 자. 참조

○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를 활용한 주변 수색, ‘세월호’ 침몰 상태 확인 작업

(선박 연구장비 다중음향측심기 활용), 해류 및 수온 정보 지원 등

○ 해군참모총장 요청 - 선체 침몰상태 확인

   해군, 해경 등 지휘본부 - 사고 현장 자료 지원(수온, 해류 정보등)

다. 내용

○ 일자별 ‘연구선 운항 보고’ 및 ‘연구선 대응’ : 기타자료 자. 참조

라. 개선/건의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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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 유속관측 지원

가. 배경

 1) ‘세월호’ 침몰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실종자 구조작업의 지원을 위해 연안개발 에

너지연구부장(오영민 책임연구원) 및 유속관측팀(박준석 연구원, 백원대 선임기술원)

이 급파되어 현장대응팀 1진(책임자 : 박찬홍 책임연구원(제1부원장))과 합류함. 

  ○ 4월 18일 오전,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현장에 접근하여 유속관측 시스템을 일시적으

로 설치하여 약 5분간 유속을 관측하였으나 구조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박 이외

에는 접근이 어려워 온누리호로 철수함.

  ○ 4월 18일 오후 ‘온누리호’에 승선하여 유속관측 시스템의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구

조본부에서 구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 대형 선박의 접근을 불허하여 당시 ‘온

누리호’에 승선해 있던 원장의 지시로 본원으로 철수함. (4월 19일)

 2) 4월 21일 해양과기원의 사고지원 대책회의 직후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장(오영민 

책임연구원)과 보안안전관리단장(김종훈 책임기술원)의 결정에 의해 연안개발 에너

지연구부 유속관측팀(책임자 : 박진순 책임연구원, 실무 : 박준석 연구원, 백원대 선

임기술원, 서한경 연구원, 기재홍 연구원)의 현장 재파견이 결정되었으며, 해양방위

센터장(이용국 책임연구원)을 통해 해군과 접촉하여 유속관측팀의 현장 접근 및 현

장관측 전반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협의함.

 3) 4월 23일 해경에 파견된 연락장교인 김진황 대령의 협조를 받아 ‘세월호’ 수중 수색

현장에 정박한 바지선(언딘 리베로)의 측면에 유속관측(ADCP)과 수온관측(YSI6600) 

장비를 설치하여 4월 24일 새벽부터 수중 수색현장의 지휘부 및 잠수사(해경, 해군, 

소방방재청 및 민간)들에게 실시간 유속 및 수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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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 및 위치

  

  ○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수중구조 및 수색작업에 투입된 해경, 해군 및 민간 잠수사

가 잠수할 수 있는 유속(0.5m/s 이하)을 예측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주변 해역 

조석표(진도 수품 또는 거차도) 및 조류표(맹골수도)를 이용하였으나, 현장의 정조

(혹은 전류) 시간과 잘 맞지 않아 수중 구조 및 수색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

태이었음.

  ○ 4월 24일 오전 9시 6분 부터 우리원의 실시간 유속 및 수온 관측 정보를 통해 잠수

사 투입시기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였으며, 비교적 긴 수색작업 시간의 확보가 가능

하였음. 이 시간 이후 해양과기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유속 및 수온 관측 정보가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수중 수색작업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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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4일 오전, 해경의 정보담당관으로부터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 설명회에 참석

을 요청받아 오후 ‘세월호’ 수중 수색작업 현장의 박준석 연구원이 해경 헬기를 통

해 팽목항으로 이동하였으며, 본원에서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장(오영민 책임연구

원)이 긴급히 팽목항으로 이동하여 유가족 설명회에 참석함.

  ○ 4월 25일 오후 8시 40분경 관측 개시 이후부터의 유속자료 분석 결과를 해경 및 해

군의 현장 지휘관과 잠수사들에게 전파함.

세월호 침몰지점 유속 특성 전파 주요 내용

∙세월호 침몰해역의 고조 전류시간은 맹골수도 조류예보표(해양조사원)와 유사하나,

저조 전류시간과는 차이가 있고, 저조 전류시간에 유속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

∙낙조(저조) 전류시간에는 1노트 이하의 유속시간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짧고,

창조(고조) 전류시간 중에는 3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이 시간대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함.

∙낙조가 시작된 후 2시간부터는 강한 반류성의 창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중 작업에

주의가 필요함.

 4) 4월 24일 오전 3시 부터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해군/해경 상황실 담당자, 국립해양

조사원, 본원의 현장 총책임자(최동림 남해연구소장) 및 사고지원대책반원 등 약 25

명에게 1시간 간격으로 5개 층의 유속(5m, 10m, 15m, 20m, 25m) 및 표층 수온 자료

를 문자로 전송하기 시작함.

  ○ 이후 수색작업이 진행되면서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 총 53명

(7월 4일 기준)에게 자료를 전송하였으며, 문자를 통한 자료 수신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5월 7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자료 자동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 30분 간격으

로 유속 및 표층수온 정보의 문자 자동 전송을 개시함. 

 5) 사고지역 주변해역에서 예측된 전류시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예상 전류시간에 유

가족 및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나, 수색현장에서의 실제 전류시간과 예측 시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잠수사 투입 시기를 놓치는 등 효율적인 수색작업에 차질

을 빚는 등 ‘세월호’ 구조 본부 및 수색현장에 대한 비판 및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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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 및 조류예보 자료가 정확하여 주변해역의 

예보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세월호’ 사고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

해 주변해역의 정조(전류) 시간과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6) 유속관측팀에서 수색작업 현장에 실시간 유속 및 수온 관측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4월 24일 이후 잠수사의 투입 시기의 정확한 예측과 이전에 비해 긴 작업 시간의 확

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후 ‘범대본’ 및 수색지휘부의 요청에 의해 ‘세월호’ 실종

자 수중 수색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수색현장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유속 및 수온 

관측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수중 수색활동 수행에 크게 기여함.

  ○ 유속관측팀에서 제공한 유속자료를 통해 4월 24일 오전부터 진행된 수중 수색작업

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고, 4월 25일 현장 유속에 대한 1, 2차 분석 자료에 의해 정

확한 수중 수색가능 시간의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4월 30일 이후 외부모니터에 의

한 실시간 유속 및 수온관측 자료 제공 및 유속예측자료 게시판 게시 등 자료 제공 

방법을 개선함.

  ○ 6월 11일 ‘세월호’ 선미에 투입된 바지(팔팔)의 잠수팀의 요청으로 유속관측 시스

템 및 수온 관측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실시간 유속 및 수온자료를 제공함.

  ○ 5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최동림 남해연구소장(당시 현장책임자) 

참석)에서 본원의 실시간 유속 및 수온 관측 제공 활동에 대해 국무총리의 치하가 

있었음. 특히, 5월 1일 낙조 전류 이후 유속이 약 1시간 정도 0.2m/s 이하로 나타나 

현장 수색책임자(해경)에 통보하여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실종자를 수습하는 

성과에 대해 언급함. 아울러, 조선일보에 본 관측팀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

는 등 외부에서의 관심도 높아졌음.

  ○ 유속관측팀이 제공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 현장의 유속 및 수온 관측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유속관측팀에 대한 숙소 확보 및 보급품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관측시스템 및 자료에 대한 해경, 해군, 소방방재청 및 민간

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음.

 7) 해양경찰청으로부터 9월 15일에 수색지원을 위한 사고현장 ADCP 운영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접수함.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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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청 협조 공문 (9월 1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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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적

 1) 주요 투입장비

장비명 수량 내용

유속관측 시스템 2세트
- ADCP(600kHz), 노트북 및 선박거치 프레임으로구성

- 실시간 유속관측

YSI-6600 2대
- 유속관측 시스템에 장착하여 수온관측

- 자료 수신기를 통해 실시간 수온자료 수신

자동 자료전송

시스템
2세트

- 관측된 유속 및 수온자료를 자동으로 매 30분마다 관계

기관에 문자로 전송

- 1대는 예비품으로 비치

분석자료 생성 및

게시 시스템
1세트

- 노트북과 포터블 프린터로 구성

-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관측 및 분석

된 자료를 생성 및 프린트하여 외부 게시판에 게시

UPS 2대
- 바지선의 불안한 전원으로 인한 유속관측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모니터 3대
- 모니터를 외부에 설치하여 관측된 유속 및 수온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

컴퓨터 화면

원거리 무선

송수신 장치

1세트
- 무선으로 자료처리 PC의 화면을 원거리로 전송하여 모니

터에 구현하는 장치

 

  ○ 다층 음향 도플러 유속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 음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유속의 수직 프로파일을 관측하는 유속관측 장치. 일정한 주파수의 음파

를 송신하고, 해수 중 부유물에 의해 반사된 음을 수신하여 주파수 변동량을 측정

해 반사물의 이동 속도를 계산함. 음파의 송신 시간과 수신 시간의 시간차로부터 

반사물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변경시켜 측정함으로써 유속의 수직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는 장치

   Seabed

Current 
Profile

Main Signal (20 ) o

20o

Blank Zone(1.16m)

25cm

94%

6%

ADCPYSI6600
PS20R

SSC 
Profile

DGPS

[그림 3] ADCP 및 유속관측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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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층 해양환경 모니터링용 수온염분탁도 측정기 : 해수중의 pH, ORP, Optical Dissolved 

Oxygen, Conductivity, Turbidity, Depth를 측정하는 기기

[그림 4] YSI 및 자료수신기

  ○ ADCP 자료 실시간 전송시스템 : 수중의 ADCP에서 생산된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

는 장비로 ADCP에서 생산된 RawData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고, 1분 주기로 

자료 전송 가능

[그림 5] ADCP 자료 실시간 전송시스템 

  ○ 컴퓨터 화면 원거리 무선 송수신 장치 : 부바지인 팔팔호에는 7월 4일 이전에 잠수사 

수색지원 목적의 유속관측을 위해 ADCP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ADCP 및 자료

처리 컴퓨터의 관리 문제가 부각됨. ADCP 관측을 메인 수색바지인 보령호에서 관

측한 유속 처리 화면을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팔팔바지의 모니터에 원격 제

공하는 것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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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컴퓨터 화면 원거리 무선 송수신 장치

 2) 유속관측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 운영지원 인력 배치

    - 세월호 수중 수색작업 현장에 유속관측 시스템 설치 초기에는 체계적인 인력 투입

계획이 없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6일 오후까지는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안

정적인 자료 생산 분석 제공을 위하여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의 현장 유속관측팀

인 박준석 연구원과 기재홍 연구원이 바지선에 상주하여 유속관측 시스템 운영 및 

자료제공을 담당하였음.

    - 4월 26일 이후 안산 본원을 중심으로 인력을 편성(2인 1조)하여 2박 3일(48시간) 

기준으로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이후 남해연구소 인력을 포함하여 실시간 유속관

측 지원에 투입함.

  ∙ 5월 한 달간은 안산 본원의 연구부서의 인원을 중심으로 유속관측 활동을 지

원하였으나, 6월부터는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부서 인원까지 확대하여 현장에 

투입하였음. 현장관측 작업관련 비전문가 집단임을 감안해 현장 투입전 세월

호 수색작업 현장관련 현황 및 유속관측 시스템 운용 및 기본적인 조석 및 조

류 관련 사전교육을 매월 말에 진행함.

    - 한편, 유속 및 수온관측 시스템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장비관리, 관측자료의 생

산 분석 대외기관 제공, 유속관측 현장지원 인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기타 대외기

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등의 임무는 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7월 12일

까지 80일간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의 현장관측팀(책임자 : 박진순 책임연구원, 

실무 : 박준석 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7월 12일 이후부터 수중 수색작업 종료

시까지 해양순환 기후연구부 김응 박사(책임자)와 김동국 연구원(실무)이 상기 임

무를 인수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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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중 수색작업 기간 동안 유속 및 수온관측 시스템의 관리자는 관측장

비 문제 발생시 해결, 문자수신자 교체 요청, 자료요청 및 기타 추가 관측 요

청 등에 대한 대응 업무로 인해 주중을 포함하여 주말 24시간 동안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 임무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높았음.

  ○ 근무자 사전 교육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고현장 유속관측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에서는 총 150여명

의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이들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근무

개시월 전에 보안안전관리단 주관(5월말까지는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 주관)으로 

매월 말에 실시함.

 [근무자 사전교육 현황]

일시 장소 주관 (교육)

5월 7일 14:00 2연구동 2224호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

5월 30일 10:00 서해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

6월 25일 15:00 3연구동 대강당
보안안전관리단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7월 29일 15:00 국제회의실
보안안전관리단

(해양순환기후연구부)

8월 28일 15:00 국제회의실
보안안전관리단

(해양순환기후연구부)

9월 29일 15:00 국제회의실
보안안전관리단

(해양순환기후연구부)

10월 20일 15:00 국제회의실
보안안전관리단

(해양순환기후연구부)

 3)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한 자료

  ○ 수층 1m 간격의 실시간 유속자료 및 표층 수온자료 제공

    - 층별 실시간 유속자료는 외부 모니터를 통해 현장의 수중 수색작업 지휘부 및 잠

수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

    - 자동 자료전송시스템을 통해 매 30분마다 5개 층(표층으로부터 5, 10, 15, 20, 25m

의 수심)의 유속자료 및 표층 수온자료를 유관기관 및 수색작업 현장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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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층 수온자료의 경우 원활한 자료제공을 위해 ADCP의 수온자료를 YSI의 관측값과 

비교한 후 보정하여 제공함.

    - 세월호 수중 수색작업의 관계기관에 대한 대외 자료제공과 별도로 관측 상황일지를 

작성함.

[그림 7] 층별 실시간 유속자료 결과 화면

      [그림 8] 자동 자료전송 시스템을 통한 

유속 미 표층수온 문자전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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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속 및 표층수온 관측 상황일지(예) 

  ○ 현장 수색바지 상황판에 조류 예보값 및 유속관측 결과 게시(제공)

    - 분석자료 생성 및 게시 시스템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의 맹골수도 조류 예보값 및 

세월호 수색작업 현장의 KIOST 유속관측 결과자료를 1일 2∼3회 업데이트 및 인

쇄하여 상황판에 부착

    - 5월 1일 두 번째 전류시 본 관측자료(그림 10의 초록색(원) 표시부분 참고)를 통해 

수중 수색작업을 수행하여 실종자를 수습하였으며, 이후 적극적인 지원 목적과 해

경의 요청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상황판에 부착하기 시작함.

     

[그림 10] 조류 예보값 및 유속관측 결과 게시자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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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류 예보값 및 유속관측 결과 상황판 게시 사진

  ○ 세월호 주변 유속 및 수온 관측 결과 분석 (4월 27일)

    - 세월호 사고 해역 유속 및 유향 특성

  ∙ 침몰된 세월호의 위치에서는 소조기에서 중조기로 진행하는 기간의 맹골수도 

조류예보 자료와 세월호 침몰 해역부근의 ADCP 표층 유속 및 유향 자료는 

[그림 12]에 도시하였음. 예보자료와 세월호 침몰 위치에서 남서측으로 약 

1.5km 거리에 설치 운영 중인 부이 관측(해양조사원) 유속자료는 [그림 13]과 

같음. [그림 12]와 [그림 13]을 합성하여 [그림 14]로 표시하였음.

  ∙ 세월호 침몰해역의 창조(고조) 전류시간은 맹골수도 조류예보(해양조사원)와 

유사하지만, 낙조(저조) 전류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 원인은 

거차도 등의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낙조류(유향 약 120도) 시간의 유속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창조류(유향 약 300도) 

시간에는 최대 2노트 이상의 강한 유속이 나타남. 

  ∙ 낙조(저조) 전류시간에는 1노트 이하 유속의 시간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당히 

짧았으나, 창조(고조) 전류시간에는 3시간 이상 길게 나타남. [그림 12]

  ∙ 낙조 개시 2시간 이후 반류에 의한 강한 창조류가 발생 [그림 12]

  ∙ 맹골수로에 위치한 부이자료(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그림 13], 맹골수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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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보자료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임. 이는 맹골수로 예보자료가 수로에

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을 보이는 자료임.

  ∙ 소조기에서 대조기로 진행하면서 유속이 작게 나타나는 시간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국립해양조사원 맹골수도 예보자료와 세월호 침몰 위치의 유속관측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색 및 구조 작업 가능시간 대역

    [그림 13] 국립해양조사원 맹골수도 예보자료와 세월호 침몰 위치에서 남서측 1.5km에 

설치 운영한 관측부이의 유속관측 자료

(음영으로 표시한 사각형은 부이 위치에서 1노트 이하 유속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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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4] 그림12와 그림13을 합성한 그림으로, 국립해양조사원 맹골수도 예보자료와 

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 KIOST ADCP 관측자료 및 세월호 침몰위치에서 

남서측 1.5km 이격거리에서의 부이를 이용한 유속관측 자료 표시

 [그림15] 세월호 침몰 위치와 국립 

해양조사원 부이 위치 

[그림16] ADCP 관측위치와 세월호 

침몰 형상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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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색현장 유속관측 결과 분석 자체보고 (9월 5일)

    - 자료기간 : 4월 24일 ~ 8월 23일

    - 수층별 평균 유속

수심 4m 6m 8m 10m 12m 14m 16m 18m 20m 22m 24m 평균

평균
유속

m/s 0.70 0.70 0.70 0.70 0.70 0.69 0.65 0.58 0.48 0.40 0.35 0.61

노트 1.36 1.36 1.36 1.36 1.36 1.34 1.26 1.12 0.94 0.79 0.68 1.18

    - 전류시 유속 특성 (8월 특성)

  ∙ 1일 평균 4회의 전류 발생(고조전류 2회, 저조전류 2회).

  ∙ 지형적 효과로 고조 전류시 유속이 저조 전류시 유속(1 kn 이상)보다 약하여, 

소조기를 제외한 중고조기에는 고조 전류시에만 잠수 가능하고, (잠수가능 유

속 1kn 이하 시기)

  ∙ 8월의 소조기를 제외한 경우 조사원 조류표의 전류시점 보다 최대 30분 후에 

전류 발생

  ∙ 소조기를 제외한 전류시기의 유속 1kn 이하 유지 시간은 평균 2시간

   ※ 1kn = 약 0.5m/s

    

[그림 17] 평균 유속 시계열 구조 (2014년 8월)

  ∙ 조류의 창조와 낙조는 주방향은 각각 345도(북북서)와 165도(남남동) 방향이며, 

낙조시 135도(남동) 방향으로 흐름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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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고지점의 2014년 8월, 

14m층 유속 분포

    - 현장 관련 기타 정보

[그림 19] 세월호 수색 바지 위치도

[그림 20] 현장 유속관측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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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월호 유속관측 ADCP 위치 현황 

  ○ 국립해양조사원 자료 제공 (8월 1일)

    - 자료기간 : 4월 24일 ~ 7월 14일

    - 목적 : 맹골수도 부근 해양정보 핸드북 작성

[그림 22] 맹골수도부근 해양정보 핸드북 작성을 위한 국립해양조사원에 관측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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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색현장 해군 해난구조대 자료 제공 (7월 27일)

    - 자료기간 : 7월 12일 ~ 7월 27일

    - 목적 : 현장 유속관측 자료와 조류표상의 예보치와 시간차

맹골수도 예보(조사원) ADCP 관측자료

월 일 시간 분 전류유속 일 시간 분 전류유속 시간차

7 12 19 43 0 12 19 30 1.440 
13 3 9 0 13 2 30 0.680 -40
13 8 38 0 13 8 30 2.440 
13 14 26 0 13 13 30 0.796 -60
13 20 29 0 13 20 30 2.220 
14 3 50 0 14 3 0 0.952 -60
14 9 22 0 14 9 30 2.344 
14 15 17 0 14 14 30 0.984 -47
14 21 18 0 14 22 0 3
15 4 30 0 15 4 0 0.56 -30
15 10 8 0 15 10 0 2.54
16 17 1 0 16 16 0 0.900 -60
16 23 1 0 16 23 0 1.600 
17 5 47 0 17 5 0 0.650 -47
17 11 47 0 17 12 0 1.750 
17 17 52 0 17 17 30 0.300 -22
17 23 56 0 18 0 0 1.750 
18 6 23 0 18 5 30 0.800 -53
18 12 39 0 18 12 30 1.750 
18 18 44 0 18 17 30 0.900 -74
19 0 57 0 19 1 0 1.050 
19 6 59 0 19 6 0 0.700 -59
19 13 35 0 19 13 30 1.450 
19 19 40 0 19 19 0 0.700 -40
20 2 12 0 20 2 0 0.900 
20 7 37 0 20 6 30 0.900 -67
20 14 40 0 20 14 30 1.050 
20 20 46 0 20 20 0 0.900 -46
21 3 51 0 21 4 0 1.050 
21 8 27 0 21 6 0 0.950 -147
21 15 52 0 21 16 0 1.200 
21 22 2 0 21 21 30 0.540 -32
22 5 31 0 22 5 30 0.660 전체낮음
22 9 41 0 22 9 0 0.460 -40
22 17 2 0 22 17 0 1.560 
22 23 16 0 22 22 30 0.860 -46
23 6 41 0 23 6 30 0.760 전체낮음
23 10 55 0 23 11 0 0.500 전체낮음
23 18 1 0 23 18 0 1.500 
24 0 15 0 24 0 0 0.650 -15

평균시간차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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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평균 유속자료 제공 (9월 12일)

    - 자료기간 : 4월 24일 ~ 9월 11일

    - 목적 : 수색현장의 월평균 유속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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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관련 해양모니터링 실적 제공 (10월 16일)

    - 목적 :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의 국제 학술대회 보고용 자료를 10월 16일 충남

대학교 노영재 교수에게 제공하여 여수에서 발표함.

[그림 23]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현황

[그림 24] 사고 현장 해양 모니터링 장비 및 현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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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사고 현장 유속모니터링 관측 현황

[그림 26] 사고 현장 해양환경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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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사고현장의 해수유동 수치 모델 현황

다. 수색지원을 위한 유속관측 지원 내용 : 기타 자료 참조

라. 개선/건의사항

○ 해상 사고시 수중 수색작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보유 필요

   - 기동성 있는 부이형태의 유속, 수온 및 가시거리 등의 관측 시스템에 대한 연구 필요

  ∙ 수색 현장 잠수사들로부터 가시거리에 대한 정보 요청이 빈번함.

○ 세월호 사고 등과 같은 대형 해상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 원내 비상 지원체계 확립 필요

  ∙ 대형 해상사고 시 KIOST에서 지원 가능한 임무를 사전에 분류하고 이에 맞는 

인원 투입계획 필요

   - 대외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마련 필요

  ∙ 사고 초기 해경 및 해군 등 유관 기관과의 연락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

고일부터 유속관측 지원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됨.

   - 현장지원 인력에게 지급할 조끼 등 지원물품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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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예보 자료 제공

가. 배경

○ 4월 16일 09:40 인터넷 뉴스를 통해, 사고 상황 인지

○ 09:40~10:20 주요 연구자 상황 전파 및 수치모의 준비

○ 10:45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김정환 주무관으로부터 사고위치 유류확산 예측자료를 

최초로 요청 받음.

○ 11:50 수색구조 및 유류유출 예측 자료를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신광일 경감, 방제

기획과 김정환 주무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임채호 사무관에게 최초 발송

○ 11:53 원장, 제1부원장 보고

○ 17:53 고해상도 수치모의 결과를 이용한 수색구조 예측 자료를 해양경찰청 수색구조

과 신광일 경감에게 발송 

○ 잠수작업을 위한 해상상태 예측 자료를 4월 17일부터 생산하여 제공

○ 수색작업 종료시(11월 18일)까지 해상상태, 수색구조 예측자료 지원

나. 실적

○ 해상상태 예측보고서, 유류유출 예측보고서, 수색구조 예측보고서를 ‘범대본’, 해양수

산부, 유실방지 T/F팀 요청자료 등에 제공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유실방지 T/F팀

   - 안전행정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중앙119구조본부 긴급기동팀 수

난구조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해양환경정책과

   -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관측과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방제기획과, 해경 3009함 (현장지휘함)

   - 해군 : 작전사령부 상황실, 3함대 상황실, 독도함 상황실

○ 연구원 7명상시 투입 (책임급 2명, 선임급 1명, 원급 4명) 

○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을 이용한 사고 지원

○ 범대본 회의 참석 3회/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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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

○ 해상상태 예측 보고서

   - 침몰 지점의 3차원 유속, 유향, 파고, 파향, 조위, 풍향, 풍속 예측 정보 및 검증 결과 지원

   - 10분 간격의 72시간 예측 자료 지원

   - 4월 16일 ~ 4월 20일: 일 2회, 4월 21일 ~ 11월 18: 일 1회 지원

         [그림 28] 사고지점 유속(실선), 유향(화살표) 예측자료(6.13. 예측)와 관측 표층 유속

(붉은점, 국립해양조사원 부이)

         [그림 29] 사고지점 유속(실선), 유향(화살표) 예측자료(6.14. 예측)와 관측 표층 유속 

(붉은점, 국립해양조사원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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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유출 예측 보고서

   - 사고지점으로부터 72시간 유류확산 예측 자료 지원

   - 선박으로부터 벙커C유(200㎘) 유출을 가정한 이동확산 예측정보 제공

   - 자료 지원 종료 (7월 11일, 유류유출 없음)

12시간 후 24시간 후

36시간 후 48시간 후

[그림 30] 사고해역 주변 유류유출 예측 자료 (6.14. 예측)

* 6월 13일 오후까지의 유출류는 방재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가정하고,

이후 48시간 (6.13.21:00～6.15.21:00) 동안 벙커C유 2㎘의 유출만을 가정하였으며, 방제작업의 영

향은 무시함

○ 수색구조 예측 보고서

   - 침몰 사고 주변 해역의 표류위치 예측 정보, 표층 표류 희생자 및 중층 표류 희생자의 

수색범위 예측 정보, 최대 표류 범위, 집중수색구역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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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색구조 표층 표류예측 결과

(5.28～6.3. 발생한 표류자의 6.14.09:00 기준 범위)

[그림 32] 수색구조 표층 표류예측 결과

(5.28～6.13. 발생한 표류자의 6.14.09:00 기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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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수색구조 표층 표류예측 결과

(6.1.21:00에 발생한 표류자의 6.14.09:00 기준 이동경로와 신뢰구간)

* 6.1.21:00는 6.5.06:30 인양된 사망자의 역추적 결과에 따른 유출

가능 시간임.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요청자료

   - 유실방지를 위한 시신 유실 예상 범위 자료 : 유실방지 해상/항공 수색 계획 수립 자료

   - 유류품에 대한 역추적 결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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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6.5.06:00경 인양된 사망자에 대한 역추적 결과 

(6.1.22:00에 침몰 선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

라. 개선/건의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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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 분석자료 제공

가. 배경

○ 사고발생 직후, 해양제해 예측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주간 1시간 단위로 합성영상, 

탁도 분석영상, 해수면 온도분포 자료를 작성

○ 수색구조 활동에 필요한 해수면 온도분포를 포함해, 유출유 사고 대응에서부터 거차

도 주변 양식 어장 분석자료를 해수부, 해군, 해경에 제공함.

나. 실적

○ 유출유 오염현황 분석자료

   - 인공위성 관측자료(다중분광 및 합성개구레이더)를 이용해 유출유 오염 현황 분석, 

사고지점 분석

   - 부가자료 : 해수면온도(위성자료) 자료 산출

   - 자료 제공 : 해양경찰청, 해군

2014년 4월 23일 유출유 현황

 [그림 35] 사고해역에서의 유출유 현황(4. 23.)

(유징Class1은 기름띠의 형태이고, 유징Class2는 얇은 유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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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고해역 주변 수온(해수면온도) 분포도 (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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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해역 주변 어장분석자료

   -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사고 초기의 면허시설과 어장시설의 분석 실시

   - 내용 : 인공위성 관측자료(다중분광)를 이용해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주변 어장면허

(마을어업, 양식어업)와 실제 어업시설 현황 분석

   - 활용 : 사고해역 주변의 어장 면허내역과 시설현황 비교를 실시하여 유출유 대응

   - 자료 제공 : 해양수산부

여객선 세월호 침몰해역 주변 어장 현황

서거차도

동거차도
송도

상송도

하송도

가두리양식장

1km

위성현황

[그림 37] 위성정보를 이용한 어장시설과 면허시설과의 조사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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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차원 해저 정밀탐사

가. 배경

○ 사고 초기 해양방위연구센터에서는 안산 본원의 지원방침에 따라 주변 어청도 주변

해역에서 현장조사 수행중인 ‘이어도호’를 급파하여 사고와 관련한 주변의 유실에 대

비한 수색 지원을 수행함.

○ 이후 ‘온누리호’, ‘장목호’를 추가 투입하여 수색은 물론 침몰선체에 대한 탐사를 현

장의 수색 구조활동 현장지휘부와 협의하여 지원함.

나. 실적

○ 시간대별 해양과기원 연구조사선 투입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연구선 ‘이어도호’ 날짜별 현장지원 현황 및 탐사항목

날짜 시간 작업내용 운영장비 활용

4. 19.

01:00∼ 이어도호 승선

01:25∼02:45
세월호 선체
1차 조사

MBES, SBES,
SBP, CTD

08:30∼11:45 주변 해저지형 조사
MBES, SBES,
SBP, CTD

15:50∼17:05
세월호 선체
2차 조사

MBES, SBES,
SBP, CTD

4. 20.

09:40∼10:45
세월호 선체
3차 조사

MBES, SBES,
SBP, CTD

17:55∼19:30
병풍도 주변
해저지형 조사

MBES, SBES,
SBP, CTD

4. 21.

12:50∼14:10 주변 해저지형 조사
MBES, SBES,
SBP, CTD

18:50∼23:55 주변 해저지형 조사
MBES, SBES,
SBP, CTD

조사항목별 분석
결과는 현장의
해경, 해군 및
범대본에 제공

4. 22. 08:00∼ 주변 해저지형 조사
MBES, SBES,
SBP, 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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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작업내용 획득자료 비고

4. 24.

(목)

06:35 출항 -　 관매도

09:21∼14:37
사고지역 1mile

반경 조사

MBES(.all), Chirp(.seg),

싱글빔(.log), ADCP

SVP

(수심: 50m)

15:00∼16:00
해도에 표기된 침

선주위 조사
MBES(.all), Chrip(.seg), 장비 test

18:15 입항 - 관매도

4. 25.

(금)

08:30 출항 - 관매도

10:00∼11:30
사고주변

해저영상 조사
SSS(.XTF) 장비 test

12:30∼13:15
사고주변

해저영상 조사
SSS(.XTF) 장비 test

14:05∼14:58
세월호

선체조사
MBES(..all)

19:10 입항 - 완도

4. 30.

(수)

08:45 출항 - 쉬미항

12:48∼15:30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MBES(.all), Chirp(.seg),

Grab
Grab 10개

18:30 입항 - 쉬미항

5. 01.

(목)

08:40 출항 - 쉬미항

11:15∼13:30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Grab Grab 12개

14:20∼16:15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SSS(.XTF)

18:55 입항 - 쉬미항

○ CTD를 이용해 현장의 수온, 염분 자료를 측정함. [표 2]

<표 2> 현장지원시 수온 및 염분 측정 일시 및 위치

   

구분 일자 / 시각 위도 경도 수심

1차 4. 19. 01:25 34° 12.9800′ 125° 54.6300′ 44m

2차 4. 20. 17:04 34° 11.2694′ 125° 58.8266′ 48m

3차 4. 21. 12:19 34° 13.3850′ 125° 57.5700′ 43m

4차 4. 22. 10:24 34° 09.5400′ 125° 59.7400′ 48m

○ ‘장목1호’에 의한 현장 지원은 아래와 같음. [표 3]

<표 3> 연구선 ‘장목1호’ 일자별 현장지원 현황 및 탐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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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작업내용 획득자료 비고

05. 04.

(일)

08:55 출항 - 쉬미항

11:50∼15:35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MBES(.all), Chirp(.seg),

SSS(.XTF)

18:00 입항 - 관매도

5. 05.

(월)

08:30 출항 - 관매도

08:55∼10:30
세월호

선체조사

MBES(.all), Chirp(.seg),

SSS(.XTF)

10:30∼15:50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MBES(.all), Chirp(.seg),

SSS(.XTF)

16:15 입항 - 관매도

5. 06.

(화)

08:30 출항 - 관매도

09:40∼17:45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MBES(.all), Chirp(.seg),

SSS(.XTF)

18:15 입항 - 쉬미항

5. 15.

(목)

09:40 출항 - 완도항

09:40∼17:45
사고주변

지구물리 조사

MBES(.all), Chirp(.seg),

SSS(.XTF)
46구역 조사

18:25 입항 - 서망항

5. 15.

(목)

08:30 출항 - 서망항

10:00∼16:00 주변 해저지형 조사
MBES(.all), Chirp(.seg),

SSS(.XTF)

번호 일자 위도 경도 수심

1 5. 1.(토) 34.20711310 125.95700869 46m

2 4. 30.(금) 34.21110112 125.95342843 43m

3 5. 1.(토) 34.21839214 125.94714219 42m

4 5. 1.(토) 34.22047832 125.95187103 42m

5 4. 30.(금) 34.21462774 125.95713620 46m

6 4. 30.(금) 34.20984355 125.96147073 46m

7 5. 1.(토) 34.20819662 125.95373302 44m

8 4. 30.(금) 34.21116507 125.95812457 45m

9 4. 30.(금) 34.21536929 125.96386191 45m

10 5. 1.(토) 34.20908245 125.94910628 42m

11 4. 30.(금) 34.21357955 125.95650212 45m

○ ‘장목1호’를 이용해 해저면 퇴적물 조사를 수행함. [표 4]

<표 4> 연구선 ‘장목1호’ 표층 채니기(Grab Sampler) 퇴적물 채취 일자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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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일자 위도 경도 수심

12 5. 1.(토) 34.21875070 125.96434123 46m

13 4. 30.(금) 34.22159538 125.95760037 44m

14 5. 1.(토) 34.21828087 125.96066544 46m

15 4. 30.(금) 34.21274985 125.96548730 46m

16 5. 1.(토) 34.20997898 125.96789716 47m

17 5. 1.(토) 34.20187844 125.95519405 44m

18 5. 1.(토) 34.21345858 125.94390966 42m

19 4. 30.(금) 34.21259023 125.95192578 42m

20 5. 1.(토) 34.21735420 125.95424946 46m

21 5. 1.(토) 34.21648116 125.95277677 43m

22 4. 30.(금) 34.21901482 125.95671124 44m

장비명 용도 규격 / 모델명 특성 / 비고

도플러 음향
유속,

해류계(ADCP)

항해중, 유향과
유속의 수심별

측정
WHVM300

- 0.5% accuracy of Water velocity
- Bottom Track Parameters
Max Altitude(m) : 260
Min Altitude(m) : 2
- Depth range of measurement : 165m
- Standard deviation : 4.2cm/s

천부지층
탐사장비

(SBP)

해저 지층구조
탐사

Chrip III

- Operating depth : 600m
- system OS : windows XP
- Frequency range
Low frequency sonar : 2∼7KHz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TSG)

표층수온,

염분 측정
SBE 21

- Conductivity accuracy(S/m) : 0.001
- Temperature accuracy(°C) : 0.01

○ 사고해역 주변 현장 해양조사

   ① 보유 연구선 투입(현장 해상지원)

      - 온누리 : 4. 18. ~ 4. 19. (최초 2일간) / 4. 25. ~ 4. 30. (6일간)

      - 이어도 : 4. 17. ~ 4. 24. (8일간 현장 탐사 수행 지원)

      - 장목1호 : 4. 22. ~ 5. 6. (주변해역 및 선체 탐사 15일간 투입 지원) / 

5. 13. ~ 5. 18. (수색지원을 위한 6일간 투입 지원)

   ② ‘이어도호’ 투입 장비 현황

<표 5> 연구선 ‘이어도호’ 보유 지원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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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용도 규격 / 모델명 특성 / 비고

음향 측심기

Hydrographic

Echo Sounder

수심 탐사 EA400

- Operating depth : 3,000m
- System OS : windows XP
- Frequency range
Low frequency sonar : 38∼50KHz
High frequency sonar : 70∼200KHz

다중음향 측심기

Multibeam
Echosounder

수심 및 해저면
3차원 탐사

EM-710

- Swath coverage : 140°
- Various Frequency range : 70 to 100KHz
- Transducer : 0.5 x 1°
- Depth range of measurement : 2,000m

자동항해정보
시스템

Differential GPS
해상위치 측정 Seapath 200

- Heading accuracy : 0.05°RMS
- Roll, Pitch accuracy : 0.02°RMS for ±5° amplitude
- Heave accuracy : 5cm or 5%, highest
- Position accuracy : 0.7 to 1.5m
- Velocity accuracy : 0.03 to 0.07m/s

   ③ ‘장목1호’ 투입 장비 현황

<표 6> 연구선 ‘장목1호’ 보유 지원 장비 현황

장비명 용도 규격 / 모델명 특성 / 비고

도플러 음향 유속,
해류계(ADCP)

항해중, 유향과
유속의 수심별

측정
WHVM300

- 0.5% accuracy of Water velocity

- Bottom Track Parameters

Max Altitude(m) : 260

Min Altitude(m) : 2

- Depth range of measurement : 165m
- Standard deviation : 4.2cm/s

천부지층 탐사장비
(SBP)

해저 지층구조
탐사

Chirp II

- Operating depth : 600m
- system OS : windows 98
- Frequency range
Low frequency sonar : 2∼7KHz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TSG)

표층수온,
염분 측정

SBE 21
- Conductivity accuracy(S/m) : 0.001
- Temperature accuracy(°C) : 0.01

음향 측심기
Hydrographic
Echo Sounder

수심 탐사 EA400

- Operating depth : 3,000m
- System OS : windows XP
- Frequency range
Low frequency sonar : 38∼50KHz
High frequency sonar : 70∼200KHz

다중음향 측심기
Multibeam
Echosounder

수심 및 해저면
3차원 탐사

EM-3002

- Swath coverage : 130°
- Various Frequency range : 293 to 307KHz

- 5cm range resolution
- Depth range of measurement : 150m

자동항해정보
시스템
Differential GPS

해상위치 측정 Seapath 100

- Heading accuracy : 0.2°RMS
- Roll, Pitch accuracy : 0.05°RMS for ±5°

amplitude

- Heave accuracy : 5cm or 5% Whichever is
highest

- Position accuracy : 1.5 to 3.3m
- Velocity accuracy : 0.05 to 0.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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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양방위연구센터(본원) 투입 장비 현황

<표 7> 현장지원 추가 지원 장비 현황 (해양방위연구센터)

장비명 용도 규격 / 모델명 특성 / 비고

사이드 스캔 소나

(Side Scan Sonar)

해저면 영상

촬영

Klein 3900

- Frequency : 445 kHz, 900 kHz
- Beam width : Horizontal : 0.21° @ 900 kHz, 0.21° @
445 kHz, Vertical 40°
- Maximum range : 150 m @ 445 kHz, 50 m @ 900 kHz
- Depth rating : 200m
- Sensors : Roll, Pitch, Heading, Pressure sensor
- Sonar software : Sonar Pro
- Data format : SDF or XTF

Klein 3210

- Frequency : 100 kHz, 500 kHz
- Beam width : Horizontal : 0.7° @ 100 kHz, 0.21° @
500 kHz, Vertical 40°
- Maximum range : 600 m @ 100 kHz,150 m @ 500 kHz
- Depth rating : 1,500 m
- Sensors : Roll, Pitch, Heading, Pressure sensor
- Sonar software : Sonar Pro
- Data format : SDF or XTF

EdgeTech

4200

- Frequency : 300 kHz, 600 kHz
- HDM Beam width : Horizontal :
0.28° @ 300 kHz, 0.26° @ 600 kHz,
Vertical 50°
- HSM Beam width : Horizontal :
0.54° @ 300 kHz, 0.34° @ 600 kHz,
Vertical 50°
- Maximum range : 230 m @ 300 kHz,120 m @ 600 kHz
- Depth rating : 300 m
- Sensors : Roll, Pitch, Heading, Pressure sensor, USBL
acoustic tracking system
- Sonar software : EdgeTech’s DISCOVER
- Data format : JSF or XTF

USBL
수중위치
추적

ORE Offshore

BATS

- Transponder / Responder absoute accuracy in horizontal
position : ± 0.5% RMS of slant range

- Repeatability accuracy : ± 0.3% RMS of slant range
- Azimuth resolution : 0.08 degree
- Slant range resolution : 0,05 meters
- Acoustic coverage : ± 90 degrees
- Receive frequency : 17 to 30 kHz spread spectrum
- Transmit frequency : 16 to 21 kHz in 500 Hz increments

ORE Offshore

4370

- Navigation reply Frequencies : MF 17 –30 kHz
- Depth Rating : 1,000 m
- Turnaroud Time, Transponder / Responder :
15 ms / 2 ms

- Inhibi Time : .19 seconds
- Listening Life : 5 days / 20,000

○ 사고해역 및 선체 현장탐사 수행 : 기타자료 타. 참조

   - 투입된 ‘이어도호’ 및 ‘장목1호’에 의한 현장탐사 수행을 항차별 일자별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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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

○ 멀티빔 음향측심 조사(MBES)

   - 멀티빔 음향측심 조사는 수중의 해저지형과 수중에 위치하는 물체에 대한 3차원적 

형상에 대한 정보를 매우 밀도있는 3차원 포인트 측점으로 제공함. 탁도가 심하고, 

수심이 깊은 해역에 위치하는 수색 대상물체에 대한 수치적인 위치정보와 형상정

보를 제공해 줌. 이는 탁도와 유속에 의해 활동반경이나 시야가 협소하여 수몰 탐

색대상 물체의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잠수부들에게 수색대상의 전반적

인 상태와 위치감각, 정확한 수심, 해저면과의 상관관계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

함. 이를 토대도 지원 선박의 계류위치, 수색범위 설정, 다른 탐사 시스템의 수색계

획 수립, 대상 해역의 해류 모델 수립 등의 다양한 구난구조 작전 지원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 

   - 현장의 수색구조 진행정도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할 정보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함. 사고 발생 이틀 후인 4월 18일부터 탐사장비가 장착된 ‘이어도호’ 

(KM EM710탑재)가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파견되었으며, 탐사

장비 운용을 위한 본분원 전문가 합동팀이 4월 19일 0시부터 승선하여 초기 대응 

조사를 실시함. 

   - 현장 도착 후 탐사팀에 요구된 첫 번째 요구정보는 해수면 아래로 수몰된 선체의 

전복상태이었음. 현장에서 제공된 사전 정보는 관련 지역 해도와 선수부분 표지를 

위한 리프트백 설치상태, 선미부분이 해저에 닿아 있다는 잠수부의 증언, 그리고 

세월호의 크기 정보이었음.

   - 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선수부에 대한 육안 위치 정보와 배의 크기 정보 외

에는 활용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부 반경 500m 외부에서부터 수색하여 선

미 위치를 먼저 확보하기로 하였음. 1차 현장 조사 시간 통해 선미의 위치와 선박

의 방향을 탐지하여 현장대응팀에 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선박의 선수선미방향을 

주축으로 하는 탐사 측선을 설계할 수 있었음. 1차 조사시에는 실제 조사 가능 시

간이 30여분 밖에 안되어 선미부분의 매우 적은 부분만 탐지가 되었으며, 이를 통

해 선박의 위치, 방향, 그리고 전복 상태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었음. 이

후 2차 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미부분에 대한 확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차 조사를 

통해 해수면에 좌현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전체 형상 정보를 취득함. 1,2,3차 조사

는 모두 24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세월호 주변의 해저지형 및 유실

물 수색을 위한 탐색 작업을 수행함. 이어도호의 초기 대응조사 이후에는 ‘장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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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KM EM3002탑재)로 대체하여, 초기 대응 조사 이후 세월호의 위치 이동 변화 

관측을 한 차례 실시하였으며, 사이드스캔 소나를 위주로 탐색을 수행함. 

○ 대외 제공 멀티빔 탐사 결과

   - ‘이어도호’ 및 ‘장목1호’의 멀티빔을 이용한 현장조사 결과 제공 내용은 [그림 38] 

[그림 39]와 같으며 현장 지휘부에 대면으로 결과를 설명함.

[그림 38] 1차(4.19.) 탐색시 세월호 선미부분 확인 (위치, 방향 정보 제공)

[그림 39] 2차(4.19.) 탐색시 선미부분 측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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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3차 세월호 탐색 결과 (영국 TMC 자문회사 제공자료)

[그림 41] 선수방향 수심변화 분포 분석 (선수 방향 수심 변화 없음)

[그림 42] 세월호 우현측 수심분포 분석(좌현 90도로 누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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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세월호 사고지점 주변의 해저지형조사 결과 (약 1.8km 반경 해역)

[그림 44] 세월호 주변 수색을 위한 해저지형 탐사 연구선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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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해역 주변의 해저지형 결과

   - 사고지역의 해저지형은 [그림 45]와 같음. 사고지역은 북쪽으로는 동거차도, 동쪽으

로는 관매도, 남쪽으로는 병풍도로 둘러싸인 맹골수도 중심부이며, 매우 빠른 북서-

남동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가 상존하는 지역임. 

   - 최대 수심은 동거차도 동측해역의 침식지역으로 약 70m 정도이며, 낮은 지역은 섬 

주변 해역으로 15m 정도임. 북쪽의 동거차도 남동쪽 해역과 남쪽의 병풍도 남동쪽 

해역에는 모래언덕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모래 언덕 지형의 경계부분에서 조류

의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은 기준면하 42m이며, 주변의 큰 지형적 변화없이 평탄함을 

보이고 있음. 동거차도와 거마도 사이에는 고하천으로 추정되는 남북방향으로 채널

구조가 보이며, 이는 동거차도 동측해역의 채널구조와 연결됨. 멀티빔 후방산란 영

상(그림 46)을 통해서도 동거차도 남쪽의 모래언덕 지역과 병풍도 남동측의 대규모 

모래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5] 세월호 사고해역 주변의 해저지형 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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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세월호 사고해역 주변 해저면의 음압강도분도

(검정색은 음압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해저면이며, 밝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음압의 단단한 정도가 덜한 해저면으로 표현됨)

○ 해저면 측면주사 음향영상탐사 결과

   - 사이드 스켄 소나(Side Scan Sonar)는 해수 탁도와 무관하게 해저면의 상황을 광학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가시화하는 음향을 이용한 영상탐사 장비임. 소나 탐색 진행

방향의 좌우로 약 100m씩을 해저면을 음향신호를 주사하며 진행해 나아가기 때문

에 단기간에 빠른 탐색 범위에 대한 조사 수행이 가능함. 초기 수중 탐색시에 효과

적인 탐색장비이지만, 송신 주파수와 운영되는 센서의 속도에 따라 공간해상도와 

탐색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색 초기에는 신속하게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

는 저주파 대역(100~200kHz)의 장비를 이용하고, 주요 물표나 지점을 정밀하게 탐

색하기 위해서는 고주파(450~900kHz) 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함. 

   - 본 조사에서는 Klein 3900(450kHz, 900kHz), Klein 3210(100kHz, 500kHz), Edgetech 

4200(300kHz, 600kHz)의 총 3대의 소나와 수중 예인체의 정확한 수중 위치추적을 

위해 음파위치 추적시스템인 ORE사의 BATS이용하여 탐사를 수행함. 현장의 음향

영상 탐색은 세월호 표류에 따른 이동 중의 유실된 화물 등의 수색을 위해, 세월호

를 중심으로 하여 총 28km×26km 구획을 2km×2km 단위 구역으로 나누어 100% 중

첩 탐사를 실시함. 해양과기원에서 담당한 조사구역은 세월호가 위치한 지역인 45

지역과 좌우측 지역인 44, 46지역이었음.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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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음향영상 탐사에 의한 탐사구역도 (현장 유실물 수색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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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음향영상 탐사 결과 제공 내역

   - 해저면 음향영상 탐사를 통해 확인되고 대외적으로 제공된 탐사 결과(해저면 이상

체로 분류된 영상 중심)는 다음과 같음. (그림 48) 

 

            [그림 48] 해저면 접촉물 위치도

(contact 55-1,55-2 : 세월호 남쪽 500 m 부근)

(contact 55-3, 55-4, 55-5 :　세월호 남쪽 1,000 m 부근)

(contact 46-1 : 세월호 북쪽 1,400 m 부근)

(contact 44-1 ~ 44-5 : 세월호 북서쪽 1,800 m 부근)

○ 현장 탐사 결과 (2차조사 중심)

Target NO. C55-01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140506083300.xtf

작업 일시 05/06

Target 위치
위도 34-12-26.98 N

경도 125-57-24.22 E

주변수심(m) 46

종류 컨테이너 및 차량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3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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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NO. C55-02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140506083300.xtf

작업 일시 05/06

Target 위치
위도 34-12-24.97 N

경도 125-57-24.45 E

주변수심(m) 46

종류 전신주 및 파일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6 x 0.2

Target NO. C55-03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140506074100.xtf

작업 일시 05/06

Target 위치
위도 34-12-14.15 N

경도 125-57-23.22 E

주변수심(m) 45

종류 차량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2 x 5

Target NO. C55-04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140506072700.xtf

작업 일시 05/06

Target 위치
위도 34-12-06.84 N

경도 125-57-23.62 E

주변수심(m) 45

종류 케이지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2.5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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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NO. C55-05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140506071600.xtf

작업 일시 05/06

Target 위치
위도 34-12-07.49 N

경도 125-57-22.84 E

주변수심(m) 45

종류 전신주 및 파일 더미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20 x 25

Target NO. C55-06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140506010300.xtf

작업 일시 05/06

Target 위치
위도 34-12-43.03 N

경도 125-57-24.75 E

주변수심(m)

종류 해저면 세월호 측면 영상

크기
가로 x 세로

135 x 18

Target NO. C46-01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20140515054920.xtf

작업 일시 05/15

Target 위치
위도 34-13-28.34 N

경도 125-57-38.02 E

주변수심(m) 44

종류 오래경과된 인공접촉물(침식 중)

크기
가로 x 세로

25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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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NO. C44-01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20140516053909.xtf

작업 일시 05/16

Target 위치
위도 34-12-58.93 N

경도 125-56-26.50 E

주변수심(m) 38

종류 암편, 암석에 의한 지형변화흔적

크기
가로 x 세로

3 x 3

Target NO. C44-02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20140516053909.xtf

작업 일시 05/16

Target 위치
위도 34-12-53.44 N

경도 125-56-13.02 E

주변수심(m) 38

종류 암반체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Target NO. C44-03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20140516050654.xtf

작업 일시 05/16

Target 위치
위도 34-12-59.54 N

경도 125-56-13.17 E

주변수심(m) 37

종류 암편, 암반체 추정

크기
가로 x 세로

여러곳으로 산재 분포, 접촉물

주변 오래경과된 지형변화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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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NO. C44-04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20140516050654.xtf

작업 일시 05/16

Target 위치
위도 34-13-08.23 N

경도 125-56-17.13 E

주변수심(m) 37

종류 암반체등에 의한 지형굴곡

크기
가로 x 세로

7 x 2

Target NO. C44-05

작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명 20140516015620xtf

작업 일시 05/16

Target 위치
위도 34-13-04.53 N

경도 125-56-02.52 E

주변수심(m) 37

종류 암편, 암석에 의한 해저면 요철

크기
가로 x 세로

2.8 x 0.8

○ 사고해역 부근의 해저 표층 퇴적물 분포 결과

   - 조사구역의 서쪽에 위치한 44번지역(그림 47)은 북서-남동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의 

방향과 북쪽에 위치한 동거차도의 영향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동일 퇴적상의 분

포를 나타냄. 

   - 북서 남동 방향의 위쪽 지역은 큰 모래파와 모래언덕이 존재하며, 뻘질 퇴적물과 

사질 퇴적물이 혼재된 퇴적층으로 구성됨. 조사구역의 북서-남동 방향 남쪽지역은 

강한 조류에 의해서 해저면 바닥이 삭박되어 단단한 표층퇴적물에 의한 산란되는 

음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해저면 지형 형태는 조류와 거의 동일한 이동 방향을 

유추할 수 있으며, 그 방향성에 있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특히 조사구역내의 여

러 곳에서 규모가 작은 노출암반도 산재되어 있음.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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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해저면 음향영상 모자익 결과

(44지역 후방산란 모자익 영상으로 짙은색의 강한 음압과 밝은색의

상대적으로 약한 음압을 보임)

   - 조사구역의 45번지역(그림 48)은 동거차도 남측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구역의 

경우 큰 모래언덕의 분포를 나타냄. 표층퇴적물에 의한 후방산란 음압은 주변에 비

해 약하며, 이는 입도 분급이 좋은 상태를 나타냄.(그림 49) 영상의 중앙에 세월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맹골수도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한 조류에 의

한 해저면 삭박에 의한 노출암반이 산재되어 나타남. 조사지역 영상의 동측인 45구

역(그림 48)은 현장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해저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현장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주변의 산재된 선박 등으로 인하여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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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0] 해저면 음향영상 모자익 결과 (45지역 후방산란 모자익 영상)

(영상의 중심부에 세월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유류 방제 및 수색 지원 선박

등으로 미탐색 해저면이 많이 나타남)

        [그림 51] 46지역 후방산란 모자익 영상

(조사지역 중앙부에 유실방지를 위한 안강망이 설치되어 있어 미탐색 해저면

기록이 많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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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지층 탐사 및 표층퇴적샘플 조사

   - 천부지층 탐사는 해저면의 표층 구조를 파악하는 지구물리탐사기법임. 3.5kHz 대역

의 중심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FM변조방식의 음파를 방사시켜, 해저면 퇴적층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강도로써 퇴적층의 심도와 양상을 구분함. 천부지층 

자료의 해석을 통해, 관심지역의 표층퇴적상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며, 구조물 침

하 및 구난구조 선단에서 사용하는 계류 앵커의 파지력을 계산하는 기초 정보를 제

공함. 천부지층 탐사시스템은 사이드스캔 소나 및 표층퇴적 샘플조사와 병행하여 

광역의 표층퇴적상 정보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핵심적인 조사기법임. 본 해역에서

는 ‘이어도호’와 ‘장목1호’ 선저 하부에 영구 장착되어 있는 Teledyne사의 ChirpII시

스템을 활용하여, 세월호 주변 및 광역 지층정보를 취득함. 

   - 표층지질 샘플은 세월호의 하중에 의한 침하 및 지형변동 그리고 구난지원 선박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앵커의 파지력을 추정하는데 활용함. 지구물리학적 탐사를 

통해 추정한 표층지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랩을 이용한 표층 퇴적물 채취를 

총 22개 정점에서 수행함. 총 22개 정점에서 취득된 표층 퇴적물 채취 대부분은 자

갈, 모래질, 뻘질이 함께 분포하고 있었고, 일부 노출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앵커 투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고지역 천부지층 해석 결과

[그림 52] 세월호 주변 표층 샘플 채취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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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측선 42번의 지층탐사 기록과 표층샘플 사진

[그림 54] 측선 43번의 지층탐사 기록과 표층샘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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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측선 44번의 지층탐사 기록과 표층샘플 사진

[그림 56] 측선 45번의 지층탐사 기록과 표층샘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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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측선 25번의 지층탐사 기록과 표층샘플 사진

[그림 58] 측선 19번의 지층탐사 기록과 표층샘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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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해저면 음향영상 모자익 결과 및 퇴적물 채취 위치 

라. 선체 3차원 탐사

○ 9월 26일에는 ‘현대 보령호’를 이용하여 고해상의 멀티빔 3차원 탐사를 수행하였다. 

관련 결과는 별첨의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관련된 3차원

의 동영상 결과물은 ‘범대본’을 통하여 현장 수색구조 지원을 위하여 해경 및 해군 

등에 제공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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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기 관 기자 보도 내용

4/17

KBS 황동진 유속관측을 위한 수조 실험 및 전문가 인터뷰

KBS 범기영 사고 현장 해양환경에 대한 인터뷰

채널A 이영혜 사고현장 조류의 세기 자료 제공

KBS 이수연 사고 인근해역 해양 정보 제공

4/18

YTN 이성규 유속관측을 위한 수조 실험 및 전문가 인터뷰

MBN 윤범기 유속관측을 위한 수조 실험 및 전문가 인터뷰

체널A 이영혜 유속관측을 위한 수조 실험 및 전문가 인터뷰

대덕넷 김지영 해양과기원 사고 지원 현황 소개

대덕넷 최동진 진도 인근 해역 해양 정보

4/21

KBS 김성한 위성을 이용한 '세월호' 항적 분석 자료 설명

MBN 김한준 해미래 영상 제공

전자신문 전지연 수중탐사로봇 자료 제공

4/22

KBS 이은정 크랩스터 소개 및 전문가 인터뷰

YTN 양훼영 크랩스터 소개 및 전문가 인터뷰

동아사이언스 전승민 크랩스터 소개 및 전문가 인터뷰

6. 대외 홍보 및 기타 지원

가. 대외 홍보

○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의 특징 등에 대하여 과학적 관점의 전문가 인터뷰 실시

   

주요이슈 주요 질의내용 비 고

사고해역의 해양환경

특징

사고현장 조류 특징

수중작업시 수압의 정도

해양 예측정보(정조시간) 문의

탐사/수색

사고해역 해저 지형 조사결과

위성 항로 분석자료

ADCP 유속계 현장 문의

수중로봇, 선박 안전 관련 문의 KRISO

○ 해양과기원 내 수조를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조류 세기를 재연하는 취재 협조

   - 6개 방송사 현장촬영 및 취재(KBS, SBS, JTBC, YTN, MBN, 채널A)

○ 사고현장 이어도호 동승 취재

   - 사고현장 주변 해양과기원의 지원활동 취재 및 소개(대덕넷)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주요 언론사 보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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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기 관 기자 보도 내용

영남일보 진식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추진 사업 소개

SBS 　 크랩스터 소개 및 전문가 인터뷰

4/23
MBC 김윤미 해미래, 이심이, 미내로 등 해양탐사 장비 소개

OBS 양태환 해양탐사장비 전문가 인터뷰

4/25

채널A 심정숙 사고해역 조류 특성 소개

KBS시사기획창 김석 세월호 항적 분석자료 설명

중앙일보 김한별 해미래,크랩스터 등 해양탐사장비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 소개

TV조선 이송원 사고해역 조류 특성 소개

MBC 김윤미 크랩스터 영상자료 제공

4/29
JTBC 이재승 유속관측을 위한 수조 실험

광주일보 김영호 크랩스터 소개

5/2 KBS 　 전문가 인터뷰

5/4

KBS 　 최동림 소장 현장 브리핑 내용 보도

JTBC 　 최동림 소장 현장 브리핑 내용 보도

중앙데일리 송수현 KOOS 관련 기획 기사 보도

5/5 채널A 이영혜 해저면 영상탐사 중 확인된 물체에 대한 브리핑 자료

5/6 조선일보 이슬비 ADCP 조류 관측 등 수색작업지원 활동 보도

5/7 SBS 정윤식 유속관측을 위한 수조 실험

○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을 통해 부정적 보도 사전에 방지

   - 해양관련 민감한 사회적 이슈임을 감안해 각종 지원활동에 대한 우호적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함.

[그림 60]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우호적 언론보도 실적

나. 안산지역 내 지원 (총무팀)

 ○ 단원고에 파견된 대한적십자사에 구호물자 지원

   - 츄리닝 바지 500벌, 실내화 1,000족, 핸드크림 300개

다. 개선/건의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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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 전대미문의 희생자를 낸 대형 해양사고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 사회는 안전

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았고, 과학기술계는 이러한 틀

에서 역할 정립을 고민하기 시작했음.

○ 해양과기원은 2010년 3월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해양과학기

술 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일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사고수습에 초기부터 신

속하게 대처하였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했

다고 자평함.

○ 하지만, 사고수습에 과학기술적 배경과 재해재난에 대비한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할 

때, 사고수습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거나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적 기여를 보여주는데 

다소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이를 위해서는 해양과기원 자체 연구사업을 비롯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해상재

해 또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장비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사고수습의 과정에서 과학기술계가 특정의 자문기구로 별도 구성되지 않고, 정

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TF나 회의체에 편성되어 

고도의 기술자문을 수행하지 못했음은 아쉬운 부분이었음.

   - 향후 국가적 재해 또는 재난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서는 별도의 과학기술 

자문기구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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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자료

 

1. 일일(주간) 상황보고 (일부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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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색구조 예측 자료 (일부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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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예보 자료 (일부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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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추적 결과 (일부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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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성 분석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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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료

 가. 상황전파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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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 (대검찰청 보도자료 2건)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14. 7. 21.(월)

  주책임자 : 반부패부장 강찬우
             형사부장 조은석
  전화번호 : 02-535-9388
             02-535-5331

제  목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 수사개시 후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까지의 수사경과 -

○ 검찰은 지난 4. 16. 세월호 침몰사건 직후부터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

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여 왔는데,

7. 24.로 수사 100일째가 되고,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에 대

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7. 22.로 다가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전국적인 수사경과를 설명드림

○현재까지 ①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선박안전관리와 감독

상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

여 총 33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39명을 구속하였음

○ 한편,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

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

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

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음

○ 아울러 검찰은 더 한층 심기일전하여 현재 계속 수사중에 있는 구조과정

상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는 물론, 미진하

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등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또한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

울여 반드시 유병언을 검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도 만

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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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사상 초유의 세월호 침몰사고

  ○ 2014. 4. 16.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

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현재까지 294명 사망, 10명 실종상태

  ○ 특히 승객 중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이 포함되어 있어, 세월호 사

고는 전국민을 엄청난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음

2. 검찰수사 전개과정 

  ○ 세월호 사고는 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 과실, 구조과정에서의 과실 뿐만 아니라 회

사 경영과정의 비리, 감독기관의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가 주된 원

인인 것으로 지적되었음

  ○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사고발생 직후

부터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였음

    - 4. 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4. 17. 검 경 합동수사본부 발족하여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

    - 4. 20. 인천지검에 선주회사 실소유주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특별수사팀

을 각각 구성

    -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국 

11개 청에서 해운비리 수사착수

    - 5. 29. 광주지검에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수사 중

3. 검찰수사 진행상황

  ○ 검찰은 ① 세월호 침몰 및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관리 감독 부실 책

임, ③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⑤ 해운업

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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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관련기관 분야, 공직자 비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진행

    ※ 수사분야별 수사상황은 별첨1 ‘검찰 수사상황 개요’ 참조

  ○ 수사결과, 현재까지 총 331명을 입건하여 그 중 139명을 구속

    - 세월호 선장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

호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비리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121명 입건, 63명 구속

    - 세월호 관련사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10명 입건, 76명 

구속

  ○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

로 차명소유한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였음

Ⅱ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관련 수사 

1. 수사경과

  ○ 4. 16. 검찰 수사본부 구성 설치

  ○ 4. 17. 검 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 4. 20.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여 수사본부 확대편성  

    ※ 사고발생 직후 ‘변사체 신속 검시･인도 계획’을 수립, 목포지청 형사1부장 검사

를 진도 팽목항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목포지청 검사 2명 및 수사관 2명이 진

도 팽목항 현장에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신속히 검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희생자 DNA 확인 즉시 희생자를 가족에게 인도

  ○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의 전문적 과학적인 

정밀감정이 필요하여 허용범(前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 등 전문가 11명

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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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 ~ 5. 16. 검 경 합동수사본부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수회 개최하여 침몰원

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시뮬레이션 실

시를 의뢰하여 조만간 결과를 회신받을 예정

    -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 검찰 피의자신문시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 사고발생 다음날(4. 17.) 청해진 해운 등 7곳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3일째(4. 

18.) 선장 등 3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4. 18.부터 4. 26. 사이에 선박직 15명 전

원을 구속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책임자 총 38명 입건하여 32명 구속 기

소, 6명 불구속 기소

2. 주요 수사 결과 (별첨2 ‘검 경 합수부 공소사실 요지’ 참조)

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 수사결과, 세월호는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및 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

가(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437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령

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차량과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협수로를 통과할 때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

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선원들의 중대한 과

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되었음

나. 세월호 침몰 및 구호의무 위반 책임

  ○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장 및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탈출한 선원 15명 전원 구속기소

  ○ 세월호의 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

해진해운 관계자 7명(5명 구속)과, 세월호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및 운항관리실 관

계자 4명(전원 구속)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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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월호 안전 관리 감독상의 부실 책임 

  ○ 세월호 증선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

한 청해진해운 대표 등 4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이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인

천해양항만청 前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4명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구속 4명, 불

구속 4명)

    ※ 청해진해운 대표 추가 입건

  ○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

(구속 3명, 불구속 1명) 

  ○ 세월호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한국선급 검사원 1명을 구속기소

3. 향후 계획

  ○ 현재 선원 등 총 31명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광주지법에서, 뇌물 관련 총 8명의 피

고인에 대하여는 목포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임

    ※ 청해진해운 대표 김○○에 대해서는 광주지법과 목포지원에서 재판 진행

  ○ 수사검사 직관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도주 중인 유병언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 진행

Ⅲ  세월호 사고 후 구조 과정상 위법행위 관련 수사 

1. 수사 진행 경과

  ○ 5. 29. 광주지검에 검 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의 세월호 구조 관련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한 수사 진행  

  ○ 진도VTS에서 야간 시간대에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센터장 

등 5명을 구속하였고, 총 13명 관제사 전원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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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진도VTS 관제요원 4명은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로 징계통보 

  ○ 6. 5.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하고, 7. 7. 언딘 본사, 대

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7. 21.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중

    ※ 컴퓨터 70대 총 68,000여개 파일 압수, 해경 TRS 무선교신기록, 상황실 경비전화, 

내부 메신저 대화기록, 내부 작성 보고서, 진도VTS 관제석 복무감시용 CCTV 압

수･복원, 언딘 의혹 관련 78개 계좌 추적 중     

  ○ 해경, 언딘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

하는 한편, 해경 79명, 세월호 승무원, 구조 참여 어민 등 참고인 총 20명, 언딘 관

계자 57명 등 총 167명(연인원 400여명) 소환 조사

     ※ 해경 3명, 언딘 관계자 3명 등 6명 출국금지

  ○ 형사적 책임 추궁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 진행 중

2. 주요 수사 진행상황  

  가. 진도VTS 등 해경의 부실 관제 의혹 

    ① 2014. 3. 15.～4. 16.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

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음(직무유기) 

    ② 2014. 3. 28.～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

처럼 공문서인 교신일지 허위 작성 비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③ 2014. 4. 19.경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5. 22.경 녹화 파일

을 삭제(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요원 전원(총 13명) 입건하여, 7. 21. 기소하고(구속구공판 

5명, 불구속구공판 8명), 前 진도VTS 관제요원 4명에 대하여도 관제 업무를 소홀

히 한 비위사실을 밝혀 징계의뢰 통보함

    ※ 상세내용은 별첨3 ‘세월호 구조과정상 위법행위 공소사실 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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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결과 관제업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제실내 복무감시용 CCTV 카메

라를 떼어내고, 영상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도VTS 관제사 전원이 대

책을 상의한 사실, 감사원 감사･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로 진상을 은폐하

기로 모의한 정황 확인됨

    ※ 대검DFC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1섹터 관제요원조

차 장시간 휴대전화사용･수면･무단 이석 등 관제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한 사실

도 확인됨

 나. 그 밖의 의혹 관련

  ○ 아래 모든 의혹에 대하여 광범위한 압수수색 실시,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해

경 해수부 등  관계자 소환 조사, 파일 분석 등 통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중

    - 해경의 조치 및 인명구조상 문제점(① 해경 123정 구조조치 부실, ② 122구조대 특

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등 해경 늑장 출동, ③ 목포서장의 현장 지휘 미흡, ④ 현

장 출동 헬기의 구조 과정 부실 대처, ⑤ 상황실 부실대처, ⑥ 구조사항 허위보고 

및 공표)

    - 구난업체 언딘 관련 의혹(① 언딘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등 특혜 제공, ② 해군

민간잠수사 등 구조활동 방해 의혹)

    - 관련기관의 구조 과정상 문제점(① 소방헬기 항로 변경, 구조방해, ② 제주VTS 부

실 대처 및 교신내역 조작, 진도VTS와의 협조체계 단절 등의 의혹)

    - 구조지휘, 대응관련 상부 및 관련기관 조치상의 문제점

    - 기타 관련 의혹(① 해경의 선장 선원과의 유착 및 허술한 피의자 관리, ② 해경이 

세월호 인양 공문을 선사들에게 보낸 것이 인명구조 노력을 포기하였기 때문인지 

여부, ③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오일로 선내 공기 주입 쇼를 벌여 국민을 우롱하

였는지, ④ 전원구조오보 등) 

3. 향후 계획  

  ○ 현장 출동 해경 123정의 구조 소홀, ‘언딘’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핵심적으로 문제되

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제기된 제반 의혹들에 대해 빠

짐없이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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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직무상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징계

통보 하되, 근거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 해소

  ○ 수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

Ⅳ  선주회사 실소유주 비리 수사 및 책임재산 환수 

1. 선주회사 실소유주 관련 비리 수사

  ○수사 착수경위

    -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승무원 뿐만 

아니라,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로 인한 부실운영도 사고의 주된 원인

으로 지목되어, 4. 20. 인천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경영상의 비리 수사에 착수하였음

  ○수사 진행상황

    -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유병언의 처와 형제 등 유병언 일가 4명, ㈜다판다 대표이

사 등 계열사 임직원 9명 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4 ‘선주회사 실소유주 비리 공소사실 요지’ 참조

    - 유병언 유대균은 현재 추적 중에 있고,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 유섬나 김필배 김

혜경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으며(5. 15.),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

죄인 인도재판 중에 있음

  ○ 범행수법

    - ① 상표권사용료, ② 고문료, ③ 경영자문료 내지 컨설팅비, ④ 사진대금 내지 사

진사업 출자 명목 등으로 계열사 자금 횡령 배임

    - 위와 같은 각종 명목으로 유병언은 1,291억원, 유대균은 56억원, 유혁기는 559억원, 

유섬나는 492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



Ⅵ. 참고자료

137

2. 유병언 부자 검거를 위한 노력

  ○ 유병언 부자는 수사착수 이전 도피 결심, 압수수색 이전 도피 

    - 유병언 부자는 수사착수 발표(4. 20.) 이전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도피

를 결심, 유대균은 4. 20., 유병언은 압수수색 직전인 4. 23. 각 금수원을 떠나 도피

하였고, 도피 초기부터 본인들은 물론 측근들조차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수만명 

구원파 신도의 총력적인 도움하에 도피행각을 벌여왔음

    - 인천지검 수사팀은 4. 20. 수사에 착수한 이래 5. 12.까지 계열사 등 60여 곳에 대

한 광범위한 압수 수색, 관련자 40여명 조사, 계열사 사장 8명을 구속하는 등 신속

한 수사를 통해 유병언 부자 혐의 입증 

    - 유병언 부자 소환 불응하여 유대균은 5. 12.자 체포영장, 유병언은 5. 22.자 구속영

장 발부받아 곧바로 추적 시작

  ○ 전면적인 유병언 부자 추적 및 도피조력자 검거, 구속

    - 5. 24.경 유병언이 순천 인근에 은신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도피 조력자 4명 

체포하여 송치재 별장에 은신해 온 사실 확인, 총력을 다해 추적 중

    - 5. 24. ~ 현재, ① 구원파 주요 신도의 휴대폰과 그들이 최근 개설한 차명폰 1,000

여대에 대한 통신 추적을 실시, ② 유병언이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잠

복하거나 집중수색하여 도피조력자들을 검거하여 조사, ③ 영농조합, 계열사, 신도 

등 구원파 관련 토지 4,500여곳과 그 지상 건물을 파악, 전국 경찰과 함께 임장 탐

문 수색, ④ 유병언을 실어주었거나, 생필품을 운반해주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

요 혐의차량 추적, ⑤ 기타 유병언 도피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은 수백명에 대

해 가능한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밀착 수사, ⑥ 관련 DB 구축 등 체계적 추적작업 

진행, 도피조력자 46명 검거, 13명 구속

  ○ 경찰과 안정적인 공조체계 구축, 동시다발 추적작업 진행

    - 계열사, 영농법인,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도움을 받고 있는 유병언 부자를 통상

적인 추적을 통해서는 검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경찰과 공조를 통해 입체적

이고 동시다발적인 추적작업 전개

    - 구원파 관련 토지, 건물 현황 등 검거 관련 핵심 자료를 약 20회에 걸쳐 경찰에 제

공하고 6. 1.부터 경찰 연락관을 검찰검거팀에 상주시켜 추적정보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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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찰은 연인원 1,451,765명을 동원하여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구원파 신도 주

거지, 영농조합, 전국 별장 등 20여만 곳을 수색

    ※ 경찰은 제공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도 주거지, 

관련자･계열사 보유 부동산, 각종 구원파 시설 및 은신 가능성 높은 펜션,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유흥시설 등 약 20만 곳을 샅샅이 수색, 유병언 부자 은신처

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제적으로 소거

  ○ 향후 계획 

    - 그간의 추적작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재산 환수 등으로 유병언

의 물적 도피기반 약화

    -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주요 구원파 신도와 친인척 등 추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각종 첨단수사 기법을 총 동원하여 유

병언 부자 검거에 혼신을 다할 예정

    -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도피 조력자들은 엄단할 예정

3. 책임재산 환수

  ○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반 구성

    - 특별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부장검사 2명 등 

검사 4명과 대검 지원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요원으로 특별반을 구성, 운영하여 

왔음 

  ○ 제1차 추징보전 명령

    - 5. 27. 161억 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주요 계열사 21개사의 

비상장 주식 63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에 대해 제1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2차 추징보전 명령

    - 6. 16. 유병언이 측근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유대균 실

명 보유 부동산, 유대균 차명 소유 자동차,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 합계 21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제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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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추징보전 명령

    - 7. 1. 유병언 차명 소유 역삼동 상가 및 농가주택, 유혁기 실명 소유 아파트, 고가

의 사진기 등 합계 10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제3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

용결정

  ○ 제4차 추징보전 명령

    - 7. 17. 유병언 차명 소유 영농조합법인 6개, 계열사 2개, 측근 20명의 토지 및 건물, 

비상장주식 등 합계 344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제4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

용결정

  ○ 향후 계획

    -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합계 

1,054억여 원으로 이는 유병언의 범죄금액 1,291억원의 약 81%를 넘어서는 금액에 

해당하고,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유병언 일가 보유 차명

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는 법무부 및 서울고검 주도로 진행 중이며(예

상 구상금 채권 4,031억원), 가압류 대상재산의 가액은 약 648억원(유병언 실･
차명 재산 298억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선원 등 350억원)임

      - 체납세금은 374억원으로, 이를 위해 국세청이 압류조치한 대상재산의 가액은 

1,538억원임 (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 등 10개 계열사 소유재산)

    ※ 서울고검은 검･경합수부에서 기소된 세월호 선원 박OO 소유의 부동산 2건에 대

하여 6. 20.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7. 17. 이를 집행하는 과정

에서 박OO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정황을 포착하여 동인

을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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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1. 수사 진행경과 

  ○ 4. 20. 인천지검에 선주회사 실소유주의 비리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 인천지검 해운비리 상세내용은 별첨5 ‘인천지검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 참조

  ○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 부산지검 해운비리 상세내용은은 별첨6 ‘부산지검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 참조

  ○ 5. 2.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관하여 인천 부산지

검 이외 전국 9개 검찰청으로 수사 확대

    ※ 전국 9개청 해운비리 상세내용은 별첨7 ‘전국 9개청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 참조

2. 선박수입 단계 비리수사 

  ○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선박회사 대표 등 선박 담보 사기 대출 사범 7명 구속 (부산지검, 

포항지청)

3. 선박 검사 단계 비리수사 

  ○ 대여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수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고, 팽창식 

구명뗏목 등에 대한 허위의 점검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해수부장관 및 선박안전기

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업체 대표 2명 구속 (인천지검)

  ○ 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

해한 한국선급 지부장 구속 (창원지검)

  ○ 건조 중인 선박 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수수한 한국

선급 수석검사원 및 금품공여 업체대표 등 구속 (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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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항 관련 면허취득 단계 비리수사 

  ○ 인천 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인천

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검 경 합수부)

  ○ 인천 제주 복선면허 신청시 선박매매계약서의 톤수를 축소기재하여 증선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3명 기소 (검 경 합수부)

  ○ 선박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무경

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당 면허 취득 사범 15명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5. 안전점검 단계 비리수사 

  ○ 상습적으로 과적 정원초과 등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수백회까지 허위

로 작성하는 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운항관리자들 19명 구속 (인

천지검, 제주지검, 군산지청, 통영지청, 포항지청) 

  ○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장비결함이 있는 선박에 운항정지명령을 한 부하

경찰관에게 정지명령을 철회토록 한 해경 간부 구속 (인천지검) 

6. 선박면세유 및 선박 관련 보조금 비리수사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석유류인수증 발급하여 항만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등 5명 구속 (순천지청)

  ○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정부보조금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평택지청)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3,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통영요트협회 부회장 구속 (창원지검)

7.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내부비리 및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수사 

  ○ 선박톤수 측정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목적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항만청 소속 6급 

공무원 및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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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무마 대가로 감사 담당 공무원을 퇴직 후 연봉 1억원의 한국선

급 감사팀장으로 고용한 한국선급 前 회장 등 한국선급 임직원 4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관련 손해사정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한 사업본부장 

및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인천지검) 

  ○ 해운조합 자금 1억 6,000만원을 횡령한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선주들의 안전운항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본부장 

등 해운조합 간부 7명 구속 (인천지검) 

8. 기타 비리수사 

  ○ 세월호 침몰 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있는 청해진해운 및 세

월호 관련 파일, 문서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한 해운조합 지부장 등 2명 구속 

(인천지검)

  ○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예정사실을 한국선급에 사전에 누설한 

해양경찰관 1명 구속 (부산지검)

  ○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사고 관련 방제작업 편의 대가로 3,300만원 수수한 여수해

양경찰서 소속 7급 공무원 1명 구속 (순천지청) 

  ○ 선박용 페인트 납품 수수 대가 등 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해운회사 이사 1명 구속 

(창원지검) 

  ○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각 3,500만원을 수수한 경기평

택항만공사 사업개발팀장 등 2명 구속 (평택지청) 

  ○ 팔미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인

천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 1명 구속 (제주지검)

  ○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입찰 과정에서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입찰을 가장한 업체 대

표 1명 구속 (제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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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민관유착 비리수사 

1. 수사 진행경과

  ○ 세월호 사고는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쌓여온 고질적인 병폐인 민관유착이라는 비

정상의 관행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5. 21.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

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 전국 18개 지검에 민관유착 비리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고질적 민관유착 비리 청

산을 위한 전방위적 수사 전개 

2. 주요 수사 진행상황

가. 철도 분야 민관유착 비리 

  ○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비리를 적발하여 금품을 수수한 감사원 감사관, 정당 부대

변인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 호남고속철 CCTV 등 설치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한 설계사와 납품업자 

등 구속 (대전지검)

  ○ 철도 브레이크 마찰재 성능 시험결과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 등 구속 (고양지청)

나. 에너지 분야 민관유착 비리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한국가스공사 직원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신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

수한 에너지관리공단 前 부이사장 등 구속 (대구지검)

  ○ 한국전력공사 발주 공사 감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전기감리원 등 구속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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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 분야 민관유착 비리 

  ○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인 정보통신산업 용역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연구원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3. 향후 계획 

  ○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 비리를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하고, 

  ○ 수사과정에서 구조적 내재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

할 예정

Ⅶ  향후 중점 추진사항

1. 유병언 일가 조속 검거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되면 유병언 일가 소재 추적에 총력을 기울

여 반드시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2. 세월호 구조 관련 의혹 철저수사

  ○ 현재 수사 중인 현장출동 해경의 구조 소홀 등 해경의 초동조치 인명구조상 문제

점, 구난업체 언딘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소방헬기의 항로변경 등 관련기관의 구

조 과정상 문제점, 구조지휘 대응관련 상부 및 관련기관 조치상의 문제점, 전원구

조오보 등 기타 구조과정에 제기된 제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3. 구조적 비리 철저 수사

  ○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에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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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검찰 수사상황 개요

수사 분야 수사 상황

 선박 침몰 및
구호의무위반
책임

   (검 경 합수부)

①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수사

▪선장 선원 15명 구속 기소

② 청해진해운 본사
임직원 수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 기소
(5명 구속)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

③ 하역업체 부실고박, 운
항관리자 부실 점검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2명, 한국해운조
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 등 4명 구속
기소 

 세월호 안전
관리 감독상의
부실 책임

   (검 경 합수부)

① 구명뗏목 점검업체
임직원 비리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기소 
(3명 구속)

② 증톤(개조) 및 안전
검사의 문제점

▪한국선급 선체검사원 1명 구속기소

③ 세월호 복선화 면허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관련

▪뇌물공여 청해진해운 전 상무 등 임직원 
4명 기소(2명 구속)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전 인천항만청 해사

안전과장) 등 뇌물수수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기소

▪뇌물수수 인천해경 관계자 2명 불구속기소

 사고 후 조치
과정의 문제점

   (광주 전담수사팀)

① 관제, 현장구조의
문제점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해경 본청 및 서해지방해경청 압수수색(6. 5.)

② 해경 언딘 유착 의혹, 기타 
구조관련 제반의혹

▪언딘 사무실 압수수색(7. 7.)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인천 특별수사팀)

① 계열사 자금 횡령
배임

▪계열사 임원 13명 구속 기소

② 유병언 등 소재추적

▪6개 지검 검거팀 가동, 경찰 해경 등 유
관기관 협력하에 유병언 유대균 추적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3명 구속
▪프랑스에서 유섬나 검거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인천 부산
   특별수사팀 등)

① 한국해운조합 비리
(인천)

▪여객선 출항전 안전점검 소홀, 선박사
고 손해사정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으로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19
명 구속

② 한국선급 등 비리
(부산)

▪선박검사 관련 금품수수, 한국선급 감독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등 유착 
비리로 전 한국선급 회장 등 14명 구속

③ 기타 해운비리
(전국 9개청)

▪상습 화물 과적, 정부 보조금 편취, 감독 
무마 대가 금품수수 등으로 4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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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
결과

1 001
(선장)

▪2014. 4. 16. 08:50경 위험수로에서 박OO에게 선박 조종 지휘
를 맡기고, 박OO 조OO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변침
한 과실로 선박이 매몰되게 하였음에도, 승객 구조조치 없이 현
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주위적)살인 살인미수, 수난
구호법위반, (예비적)특가법위반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위
반】

4. 19. 구속

5. 15. 기소

2 002
(1등 항해사)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무
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주위적)살인 살인미수, (예비적)유기치사상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4. 22. 구속

5. 15. 기소

3 003
(2등 항해사)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무
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주위적)살인, 살인미수, (예비적)유기
치사상 / 수난구호법위반】

4. 22. 구속

5. 15. 기소

4 004
(기관장)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무
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주위적)살인, 살인미수, (예비적)유기
치사상 / 수난구호법위반】

4. 22. 구속

5. 15. 기소

5 005
(3등항해사)

▪속력을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변침한 과실로 선박이 매몰되
게 하였음에도 승객 구조 조치 없이 현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4. 19. 구속

5. 15. 기소

6 006
(조타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변침한 과실로 선박이 매몰되
게 하였음에도 승객 구조 조치 없이 현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4. 19. 구속

5. 15. 기소

7
007

(견습 1등 
항해사)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2. 구속

5. 15. 기소

8 008
(조타수)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4. 26. 구속

5. 15. 기소

[별첨 2]

검･경 합수부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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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9 009
(조타수)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6. 구속

5. 15. 기소

10 010
(1등 기관사)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4. 구속

5. 15. 기소

11 011
(3등 기관사)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4. 구속

5. 15. 기소

12 012
(조기장)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6. 구속

5. 15. 기소

13 013
(조기수)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4. 구속

5. 15. 기소

14 014
(조기수)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4. 구속

5. 15. 기소

15 015
(조기수)

▪위와 같이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조 의
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조현장 이
탈, 281명 사망 152명 상해【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4. 26. 구속

5. 15. 기소

16
016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2014. 4. 15. 21:00경 세월호의 평형수 등을 대폭 감축 적재하
는 방법으로,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 화물량 
1,077톤을 초과하여 2,142톤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부실하게 
고박한 과실로, 2014. 4. 16. 08:50경 선박이 매몰되게 하여 
288명 사망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
몰, 선박안전법위반】

▪2012. 11. ~ 2013. 1. 세월호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대금 
등 6,412만원 업무상횡령, 5,570만원 배임수재

5. 2. 구속

5. 26. 기소

17
017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위와 같이 화물 적재상의 과실로 세월호가 매몰되게 하여  288명 사
망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
법위반】

5. 2. 구속

5. 26. 기소

18
018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위와 같이 화물 적재상의 과실로 세월호가 매몰되게 하여  288명 사
망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
법위반】

5. 4. 구속

5. 26. 기소

19
019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위와 같이 화물 적재상의 과실로 세월호가 매몰되게 하여  288명 사
망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
법위반】

5. 6. 구속

5. 26. 기소

20
020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위와 같이 화물 적재상의 과실로 세월호가 매몰되게 하여  288명 사
망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
법위반】

5. 9. 구속

5. 26.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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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 9. 인천-제주항로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인천해운항만
청 해사안전과장에게 3,500만원, 팀장에게 1,000만원 공여【뇌물
공여】

21
021

(청해진해운 
前 해무팀장)

▪2013. 2.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 당시, 증톤 전 복원성
자료에 기재된 적재가능 차량 대수와 콘테이너 개수로 운항관
리규정 승인을 받음【위계공무집행방해】

▪2011. 3. ~ 9. 인천-제주항로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인천해운항만
청 해사안전과장에게 3,500만원, 팀장에게 1,000만원 공여【뇌물
공여】

▪2010. 1. ~ 2014. 4. 세월호 부품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4,592만원 취득【배임수재】

5. 23. 구속

6. 10. 기소

22
022

(청해진해운 
前 상무이사)

▪2011. 7. 인천-제주 복선면허 신청시 선박 매매 계약서의 재화
중량 톤수를 실제와 다르게 줄여 기재하여, 2011. 9. 사업계획
변경(증선) 인가를 받음【위계공무집행방해】

▪2011. 3. ~ 9. 인천-제주항로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인천해운항만
청 해사안전과장에게 3,500만원, 팀장에게 1,000만원 공여【뇌물
공여】

▪2013. 1. CC조선으로부터 460만원 상당 황금열쇠 2개 수수【배임수
재】

5. 30. 구속

6. 13. 기소

23
023

(한국해양안전설
비 차장)

▪2014. 2. 10. ~ 14. 세월호의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를 실시하면서, 
필수 검사항목을 누락한 채 2012. 11. 검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
어 ‘팽창식 구명뗏목 등 정비기록’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계
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리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표기업무를 
방해【업무방해】

5. 12. 구속

6. 3. 기소

24
024

(한국해양안전설
비 실제 운영자)

▪2014. 2. 10. ~ 14. 세월호의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를 실시하면서, 
필수 검사항목을 누락한 채 2012. 11. 검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
어 ‘팽창식 구명뗏목 등 정비기록’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계
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리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표기업무를 
방해【업무방해】

▪2013. 6. 24. ~ 7. 1. 실제로는 한국해양안전설비㈜에 근무
하지 아니하는 3명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
청장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음【위계공무집행방해, 
선박안전법위반】

5. 13. 구속

6. 3. 기소

25
025

(한국해양안전설
비 이사)

▪2014. 2. 10. ~ 14. 세월호의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를 실시하면서, 
필수 검사항목을 누락한 채 2012. 11. 검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적
어 ‘팽창식 구명뗏목 등 정비기록’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계
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리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표기업무를 
방해【업무방해】

▪2013. 6. 24. ~ 7. 1. 실제로는 한국해양안전설비㈜에 근무
하지 아니하는 3명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
청장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음【위계공무집행방해, 
선박안전법위반】

5. 13. 구속

6. 3.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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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26

(우련통운 
현장책임자)

▪2014. 4. 15. 21:00경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 화물량 1,077톤을 초과하여 2,142톤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부실하게 고박한 과실로, 2014. 4. 16. 08:50경 선박이 매몰되게 
하여 304명 사망 실종,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5. 27. 구속

6. 5. 기소

27
027

(우련통운 
본부장)

▪2014. 4. 15. 21:00경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 화물량 1,077톤을 초과하여 2,142톤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부실하게 고박한 과실로, 2014. 4. 16. 08:50경 선박이 매몰되게 
하여 304명 사망 실종,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5. 29. 구속

6. 5. 기소

28

028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014. 4. 15. 21:00경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 화물량 1,077톤을 초과하여 2,142톤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부실하게 고박한 과실로, 2014. 4. 16. 08:50경 선박이 매몰되게 
하여 304명 사망 실종, 152명 상해【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5. 22. 구속

6. 5. 기소

29

029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2014. 4. 3. ~ 15. 3회에 걸쳐 세월호에 대한 출항전 안전점
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업
무방해】

6. 3. 구속

6. 5. 기소

30
030

(한국선급 
선체검사원)

▪2013. 2.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 
후 제출하여 위계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6. 3. 구속

6. 10. 기소

31

031
(목포해양안전심

판원장,

前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장)

▪2011. 3. ~ 9.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며 청해진해운 
직원 으로부터 인천-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
【뇌물수수】

5. 30. 구속

6. 13. 기소

32

032
(前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 
해무팀장)

▪2011. 9.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 해무팀장으로 근무하며 청
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인천-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1,000
만원 수수【뇌물수수】

6. 12. 구속

6. 13.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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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3

(진도VTS

센터장)

▪2014. 3. 15. ～ 4. 16.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
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음을 알
면서도 이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직무유기】

▪2014. 4. 19.경 관제 업무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CCTV 카메
라를 떼어내고, 5. 22.경 CCTV 촬영 동영상 파일 삭제【공
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7. 10. 구속

7. 21. 기소

2
034

(진도VTS

관제팀장)

▪2014. 3. 15. ～ 4. 16.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
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음【직
무유기】

▪2014. 3. 28. ～ 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
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 허위 작성【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7. 3. 구속

7. 21. 기소

3
035

(진도VTS

시설행정팀장)

▪2014. 3. 15. ～ 4. 16.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
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음【직
무유기】

▪2014. 3. 28. ～ 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
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 허위 작성【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014. 4. 19.경 관제 업무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CCTV 카메
라를 떼어내고, 5. 22.경 CCTV 촬영 동영상 파일 삭제【공
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7. 3. 구속

7. 21. 기소

4
036

(진도VTS

관제사)

▪2014. 3. 15. ～ 4. 16.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
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음【직
무유기】

▪2014. 3. 28. ～ 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
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 허위 작성【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7. 10. 구속

7. 21. 기소

5
037

(진도VTS

관제사)

▪2014. 3. 15. ～ 4. 16.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
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음【직
무유기】

▪2014. 3. 28. ～ 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
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 허위 작성【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7. 10. 구속

7. 21. 기소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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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8

(㈜다판다 
대표이사)

▪2002. 1. ~ 2014. 3. 유병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억8,500만
원 지급하는 등 유병언 일가 및 다른 계열사에 합계 약 151
억원 지급하여 특경법위반(횡령) 등

5. 2. 구속

5. 20. 기소

2
039

(㈜세모 
대표이사)

▪2008. 10. ~ 2013. 12. 유혁기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1
억5,000만원 지급하는 등 유병언 일가 및 다른 계열사에 
합계 약 91억원 지급하여 특경법위반(배임)

5. 9. 구속

5. 28. 기소

3
040

(㈜천해지 
대표이사)

▪2012. 1. ~ 2013. 12. 아해프레스 등에 사진대금 선급금 명목
으로 198억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계열사에 합계 210억원 
지급하여 특경법위반(배임)

5. 9. 구속

5. 28. 기소

4
041

(㈜아이원아이홀
딩스 감사)

▪2005. 1. ~ 2013. 12. ㈜아해 등 계열사 5곳으로부터 상표권사
용료 명목으로 유혁기, 유대균 계좌로 합계 126억원 지급받
아 특경법위반(횡령)

5. 9. 구속

5. 23. 기소

5
042

(㈜아해 
대표이사)

▪2005. 1. ~ 2014. 3. 유혁기에게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46
억원 지급하는 등 유병언 일가 및 다른 계열사에 합계 58
억원 지급하여 특경법위반(횡령) 등

5. 8. 구속

5. 27. 기소

6

043
(㈜헤마토센트릭
라이프연구소 
대표이사)

▪2011. 3. ~ 2013. 1. ㈜모래알디자인에 선급금 명목으로 67
억원 지급하는 등 유병언의 다른 계열사에 합계 261억원 
지급하여 특경법위반(배임)

5. 12. 구속

5. 30. 기소

7
044

(㈜아이원아이홀
딩스 이사)

▪2007. 12. ~ 2013. 12. ㈜아해 등 7개 계열사로 하여금 아이원
아이홀딩스에 컨설팅비 합계 25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특경법
위반(배임)

▪2011. 10. ~ 2013. 12. 유병언에게 아이원아이홀딩스 자금 3억
원을 지급하여 횡령  

5. 12. 구속

5. 29. 기소

8
045

(㈜아해 前
대표이사)

▪2009. 7. ~ 2012. 4. 유혁기에게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28억
원을 지급하는 등 유병언 일가 및 다른 계열사에 합계 37
억원을 지급하여 특경법위반(배임) 등

5. 13. 구속

5. 27. 기소

9
046

(세모스쿠알렌 
순천대리점 대표)

▪2014. 5. 유병언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차량 번호판 변경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여 범인도피

5. 27. 구속

6. 11. 기소

[별첨 4]

선주회사 실소유주 비리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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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47
(㈜아해 직원)

▪2014. 5. 유병언의 은신처를 수리하고 생수, 말린 과일 등
을 제공하여 범인도피

5. 27. 구속

6. 13. 기소

11
048

(숲속의 추억 별장 
관리)

▪2014. 5. 초순 유병언에게 송치재 휴게소 부근 은신처를 마
련해주는 등 범인도피

5. 27. 구속

6. 13. 기소

12
049

(숲속의 추억 별장 
관리)

▪2014. 5. 초순 유병언에게 송치재 휴게소 부근 은신처를 마
련해주는 등 범인도피

5. 27. 구속

6. 13. 기소

13
050

(아해프레스 
직원)

▪2014. 4. ~ 2014. 5. 도피중인 유병언을 수행하며, 도청감지
장치 및 차명 휴대폰을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

5. 28. 구속

6. 13. 기소

14

051
(헤마토센트릭라

이프 재단 
이사장)

▪2011. 12. 천해지에 유병언 사진 구입비 명목으로 28억을 
지급하여 특경법위반(배임)

▪2014. 5. 유병언과 함께 순천 은신처로 피신하고, 수사기관의 
혼선을 초래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인도피

5. 29. 구속

6. 13. 기소

15
052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

▪2010. 2. 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한평신협 등으로
부터 297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특경법위반(배임)

6. 7. 구속

6. 23. 기소

16 053
(㈜세모 직원)

▪2002. 1. ~ 2014. 3. 유대균이 피해회사 다판다로부터 상표
권 수수료 등 명목 지급받아 18억원 횡령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여 특경법위반(횡령)방조

▪2014. 5. 유병언의 은신처로 찾아가 수사받은 내용을 알려주
는 등 범인도피

6. 15. 구속

7. 1. 기소

17 054
(유병언의 형)

▪2010. 6. ~ 2014. 4.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및 교통비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지급 받아 횡령

6. 16. 구속

7. 1. 기소

18

055
(유병언 

여성비서실장,

일명 ‘신엄마’)

▪2008. 1. ~ 2009. 10. 216세대의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탁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4. 4. 하순 ~ 5. 중순 유병언의 은신처 마련하는 등 범인
도피

6. 16. 구속

6. 30. 기소

19
056

(주부, 일명 
‘제2의 김엄마’)

▪2014. 4. ~ 2014. 5. 유병언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의류, 음
식물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

6. 18. 구속

7. 3.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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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57
(유병언의 처)

▪2010. 2.경 ㈜트라이곤코리아를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재
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제공하여 특경법위반(배
임)

▪2009. 8. 교회 선교자금 2억9,000만원으로 ㈜흰달 주식을 취득
하여 횡령

6. 24. 구속

7. 10. 기소

21

058
(기독교복음
침례회 소속 

선교사)

▪2014. 5. ~ 6. 도피 중인 유병언 처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 업
무를 도와주고, 새로운 은신처 물색하는 등 범인도피

6. 24. 구속

6. 30. 기소

22

059
(유병언의 동생,

㈜아이스더비인
터네셔널 대주주)

▪2008. 6. 개인 부동산 구매를 위해 ㈜세모 자금 30억원을 
호미영농조합을 통해 송금 받아 특경법위반(횡령)

6. 25. 구속

7. 11. 기소

23
060

(유대균 운전기사 
겸 수행원)

▪2014. 4. 유대균을 충북 진천, 음성 등으로 출발하게 하고, 불
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범인도피

6. 26. 구속

7. 11. 기소

24

061
(㈜금수원 상무,

㈜에그앤씨드 
대표)

▪2009. 5. ~ 12. ㈜에그앤씨드 창고 신축자금 마련을 위해 금
수원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65억원을 대출받고 
107억원의 손해를 가하여 특경법위반(배임)

▪2014. 4. 23. ~ 5. 3. 유병언을 금수원에서 도피하게 하고, 유병
언의 도피조력자에게 차명폰을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

6. 28. 구속

7. 14. 기소

25

062
(㈜티알지개발 

전무,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2014. 6. 도피 중인 유병언의 처를 피고인의 집에 기거하
게 하는 등 범인도피 

7. 1. 구속

7. 15. 기소

26
063

(구원파 
총무부장)

▪교인들 헌금이나 금수원 소유 자금 등을 유병언 또는 타 계열
사를 위하여 임의 사용한 혐의 

7. 17.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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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4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2014. 4. 18.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있는 청해진해운 및 세월
호 선박과 관련된 파일 및 문서 등을 파기하여 증거인멸

4. 29. 구속

5. 16. 기소

2
065

(한국해운조합 
업무팀장)

▪2014. 4. 18.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있는 청해진해운 및 세월
호 선박과 관련된 파일 및 문서 등을 파기하여 증거인멸

4. 29. 구속

5. 16. 기소

3
066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2013. 3. ~ 2014. 1.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 명목
으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1,710만원 수수

5. 2. 구속

5. 19. 기소

4

067
(신한화재해상
손해사정㈜

대표)

▪2009. 6. ~ 2014. 1. 해양사고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
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등 2명에게 합계 2,300만원 교부

▪2009. 12. ~ 2014. 4. 회사자금 2억 7,000만 횡령

5. 2. 구속

5. 19. 기소

5

068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013. 6. ~ 2014. 5. 해상기상정보부 등의 선장 서명을 위조
하고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해
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5. 9. 구속

5. 26. 기소

6

069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013. 1. ~ 2014. 4.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
위 작성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5. 13. 구속

5. 26. 기소

7

070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013. 1. ~ 2014. 4.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
위 작성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5. 13. 구속

5. 26. 기소

[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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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71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2012. 2. ~ 2012. 11. 선사로부터 190만원 상당 금품 등 수
수

▪2012. 8.경 및 2013. 8. 정원초과 등 위반사례 적발하고도 선
박 운항하게 하고, 2012. 6. ~ 2014. 3. 출항전 여객선 안
전점검보고서를 허위작성하여, 각각 해운조합의 운항관
리업무 방해

5. 14. 구속

5. 30. 기소

9
072

(동해해경 
특공대장)

▪2012. 8. 정원초과 선박 적발하고도 위반사례 없었다는 허
위 보고서 작성, 2013. 8. 부하 해경 등이 운항정지명령
을 내린 선박, 과승선박에 대해 출항 허용 

▪2012. ~ 2014. 1. 선사들로부터 740만원 향응수수

5. 20. 구속

6. 5. 기소

10
073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장)

▪2012. 3. ~ 2014. 3. 거래업체 선정대가로 4,800만원 금품
수수

▪2010. 10. ~ 2014. 4. 해운조합 시재금 등 1억 9,000만원 횡령

5. 28. 구속

6. 13. 기소

11
074

(한국해운조합
총무인사팀장)

▪2012. 3. ~ 2014. 3. 거래업체 선정대가로 4,800만원 금품
수수

▪2010. 10. ~ 2014. 4. 해운조합 시재금 등 1억 9,000만원 횡령

5. 28. 구속

6. 13. 기소

12
075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2010. 10. ~ 2012. 12. 시재금 등 조합자금 1억 6,000만원 업무상 
횡령

▪2012. 4. ~ 2013. 9. 조합 권장비 1억원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배임

▪2012. 10.경 위력으로 달력제작사 선정업체로 하여금 사업권
을 포기하게 하여 업무방해

6. 16. 구속

6. 20. 기소

13
076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2014. 1. 29.경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 안전운항 위반사
례를 묵인하도록 지시, 2011. 12.경 및 2013. 2.경 위그선 납
품알선대가 등으로 합계 890만원 수수, 한국해운조합에서 
1,200만원 횡령, 평택소재 토지 등을 아들명의로 명의신
탁등기

6. 20. 구속

7. 8. 기소

14
077

(한국해상설비
대표)

▪2009. 3. ~ 2011. 11. 근무하지 않는 관리책임자가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등을 제출

▪2009. 3. ~ 2013. 5. 무자격 정비업체로써 정비기록부 점검결
과표 등을 교부, 위계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업
무 방해

5. 30. 구속

6. 18.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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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78
(대림항업대표)

▪2010. 9.경 대여한 해기사면허증으로 우수사업장 지정받
고 2010. 10. ~ 2013. 11. 근무하지 않는 관리책임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등을 제
출

▪2010. 10. ~ 2014. 4. 무자격 정비업체로서 정비기록부 점검결
과표 등을 교부, 위계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업
무 방해

5. 30. 기소

6. 18. 기소

16
079

(선박안전기술
공단 직원)

▪2010. 4. ~ 2011. 10.경 선박기술공단 구청사임대차계약체
결 및 연장 편의 대가 명목으로 5,300만원, 청사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가로 1,440만원 수수

6. 26. 구속

7. 10. 기소

17
080

(한국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2012. 5. 정보보안설비업체로부터 업체선정대가로 3,000만
원 수수

6. 27. 구속

7. 14. 기소

18  
 

081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장)

▪정보보안설비업체로부터 업체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7. 15. 구속

19
082

(장례식장 
대표)

▪2009.경 국회의원에게 청탁하여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국
회의원에게 지급할 사례금 명목으로 3억 수수

6. 20. 구속

7. 4.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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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3

(한국선급 
前 회장)

▪2010. 7. ~ 2013. 2. 풍수비 과다계상 등 1억 5,850만원 배임

▪2009. 9. ~ 2011. 5. 인사 청탁 또는 취직 대가로 9,550만원 배임
수재

▪2011. 11. 감사편의 대가로 해수부 공무원에게 취직 기회 제
공 등

6. 5. 구속

6. 24. 기소

2
084

(한국선급 
검사팀장)

▪2011. 11. 한국선급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 후 2012. 5. 한국선급에 취업하여 부정처사
후수뢰

6. 19. 구속

7. 4. 기소

3 085
(해경 정보관)

▪2014. 4. 23. 부산지검 압수수색 사실을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누설

▪2014. 5. 2. 검찰 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 내용을 한국선급에 
누설

5. 10. 구속

5. 28. 기소

4

086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
본부장)

▪2011. 9. ~ 2014. 4. 해수부 공무원에게 479만원 향응 제공 
및 법인카드 3회 제공 

▪2010. 6. 한국선급 前 회장에게 취직 대가로 5,000만원 공여

5. 26. 구속

6. 13. 기소

5

087
(한국선급 
기획조정
팀장)

▪2012. 3. ~ 2014. 3. 해수부 공무원에게 1,170만원 상당 향응 등 
제공

▪2011. 8. ~ 2014. 4. 법인카드 6,587만원 임의사용 횡령

5. 26. 구속

6. 13. 기소

6 088
(해수부 주무관)

▪2013.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한국선급에 넘기라고 강요

▪2013. 12. 용역대행업체로부터 국제포럼 용역수주 대가로 
3,000만원 수수 등

6. 8. 구속

6. 24. 기소

7
089

(서경카훼리 
前 대표)

▪2013. 1. ~ 11.경 선박수리 업체 선정 등 대가로 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 배임수재

▪2013. 1. 한국선급 前 회장에게 500만원 뇌물공여

6. 19. 구속

7. 7. 기소

8
090

(한국선급 
검사원)

▪2013. 8. 한국선급의 함정 검사대행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 뇌물수수 

6. 20. 구속

7. 3. 기소

[별첨 6]

부산지검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부산지검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부산지검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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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91

(부산항만청 
6급)

▪2008. 10. ~ 11. 8. 선박 총톤수 측정 관련 편의 제공 명목
으로 23회에 걸쳐 1,460만원을 수수 

5. 14. 구속

5. 29. 기소

10 092
(HMT 대표)

▪2008. 10. ~ 11. 8. 선박 총톤수 측정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
로 항만청 공무원에게 23회에 걸쳐 1,460만원을 공여 

5. 14. 구속

5. 29. 기소

11 093
(前 HMT 전무)

▪2008. 10. ~ 11. 8. 선박 총톤수 측정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
로 항만청 공무원에게 23회에 걸쳐 1,460만원을 공여

5. 11. 구속

5. 26. 기소

12 094
(前 KSM 팀장)

▪2013. 5. ~ 7. 항만청 공무원에게 623만원 상당 향응 제
공, 위 공무원의 지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2013. 2. ~ 2014. 3. 허위 선박매매계약서 이용 59억 9천만원 대출
사기

6. 27. 구속

7. 14. 기소

13 095
(KSM 대표)

▪선박 담보 대출금 편취 및 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혐의 7. 4. 구속

14
096

(한국피에스 
대표)

▪선박 매매대금 부풀려 담보 대출금 편취 혐의 7. 13.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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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7

(㈜선일 
前 관리부장)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및 유류세 보조금 
1억 1천만원 상당 편취 등

5. 10. 구속
5. 27. 기소

순천지청

2
098

(㈜상진유조 
대표이사)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및 유류세 보조금 
2억 6천만원 상당 편취

5. 15. 구속
6. 3. 기소

순천지청

3
099

(㈜선일 
대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및 유류세 보조금 
1억 1천만원 상당 편취

5. 15. 구속
5. 30. 기소

순천지청

4
100

(㈜에이원
플러스 대표)

▪㈜선일 대표의 비리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5억원 갈취

5. 15. 구속
5. 30. 기소

순천지청

5
101

(㈜울릉해운 
대표)

▪2011. 3.경 매매가격을 부풀린 선박을 담보로 
대출금 10억 원 편취 등

5. 27. 구속
6. 12. 기소

포항지청

6
102

(대한통운 
울산지사장)

▪2007. 3. ~ 2009. 8. 허위발주 서류로 대한통운 
자금 451,978,628 원 횡령 등

5. 29. 구속
6. 17. 기소

울산지검

7
103

(㈜세경해운 
대표)

▪2008. 3. ~ 2013. 6. 허위 석유류인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
서 제출 1,360,410,580원 편취

5. 29. 구속
6. 12. 기소

순천지청

8
104

(동천호 
사무장)

▪2009. 6. ~ 2013. 6. 허위 석유류인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
서 제출, 918.644,520원 편취 등

5. 28. 구속
6. 16. 기소

순천지청

9

105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2011. 4. ~ 2014. 4.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작성,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허위 
승선인원, 화물 적재톤수 입력, 위계로 한국해
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5. 30. 구속
6. 17. 기소

제주지검

[별첨 7]

전국 9개청 해운비리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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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6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2011. 1. ~ 2014. 4.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과
적 운항토록 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 방해 등

5. 30. 구속
6. 17. 기소

제주지검

11
107

(대한통운 
제주지사장)

▪2013. 1. ~ 2014. 4.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과
적 운항토록 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
리업무 방해

5. 30. 구속
6. 17. 기소

제주지검

12
108

(㈜청해진해운 
제주본부장)

▪2011. 1. ~ 2014. 4.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과
적 운항토록 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 방해 등

5. 30. 구속
6. 17. 기소

제주지검

13
109

(㈜청해진해운
제주 화물팀장)

▪2011. 1. ~ 2014. 4.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과
적 운항토록 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 방해 등

5. 30. 구속
6. 17. 기소

제주지검

14
110

(㈜동광해운 
이사)

▪2011. 1. ~ 2014. 4.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과
적 운항토록 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 방해 등

5. 30. 구속
6. 17. 기소

제주지검

15

111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2014. 1. ~ 2014. 4. 매물도구경2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여객선 방
문결과’ 등 관련서류 작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
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6. 5. 구속
6. 13. 기소

통영지청

16

112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2014. 1. ~ 2014. 4. 매물도구경2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여객선 방
문결과’ 등 관련서류 작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
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6. 5. 구속
6. 13. 기소

통영지청

17

113
(㈜향일해운 및
㈜광운고속해운 

실사주)

▪2013. 3. 해운업자로부터 12억 5,000만원 상당의 
포항-울릉 운항면허권 등을 편취

6. 10. 구속
6. 26. 기소

포항지청

18

114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2014. 4.경 진달래호, 대원카훼리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
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 방
해 등

6. 10. 구속
6. 16. 기소

군산지청

19

115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2013. 1. ~ 2014. 3. 가야훼리호 등에 대해 허
위의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 위계
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등

6. 10. 구속
6. 16. 기소

군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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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6

(㈜동광해운 
대표이사)

▪2009. 6. ~ 2011. 2.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명목으로 무담보, 무이자로 1억 3,300
만원 대여하여 배임증재  등

6. 13. 구속
6. 25. 기소

제주지검

21
11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2009. 6. ~ 2011.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담보, 무
이자로 합계 13억 3천만 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배임수재  등

6. 13. 구속
6. 25. 기소

제주지검

22

118
(경기평택
항만공사 

사업개발팀장)

▪2011. 8 ~ 9. 임대기간 연장 등 편의제공 명
목 3,500만원 뇌물수수

6. 14. 구속
6. 26. 기소

평택지청

23

119
(㈜동방 
컨테이너
영업팀장)

▪2012. 6. ~ 2013. 6.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에 따른 정부보조금 65억 원 편취

6. 18. 구속
7. 7. 기소

평택지청
※ 7. 4.

구속적부심 
석방

24

120
(경기평택
항만공사 
사업개발팀 

과장)

▪2011. 8. ~ 9. 평택항 물류단지의 입주 편의 
제공 대가로 입주업체로부터 3,500만원 수수

6. 19. 구속
6. 26. 기소

평택지청

25

121
(CJ대한통운 
CL1 부문장 

상무,

前 대한통운 
울산지사장)

▪2008. 1. ~ 2011. 12. 화주인 사료협회 등 직원
들에게 화물 하역 및 운송계약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2억원 상당 교부 
등

6. 19. 구속
7. 4. 기소

울산지검

26

122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 
부실장)

▪2014. 1. ~ 4. 바다랑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
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여객선 방문
결과’ 등 관련서류 작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
의 운항관리업무 방해

6. 20. 구속
6. 27. 기소

통영지청

27
123

(울산항만 
공사 1급)

▪2010. 1.경 뇌물수수 후 울산항만공사가 대한
통운에 보전해 주는 총공사비 비율을 부당하
게 높여 울산항만공사에 약 5억원 상당의 재
산상 손해를 가함 등

6. 21 구속
7. 8. 기소

울산지검

28

124
(화동해운
유한공사 
인천지부 

선박관리담당 
이사)

▪대우선박공업 인천 대표로부터 선박수리 및 선
용품 납품계약 대가로 5,485만원 수수 등

6. 24. 구속
7. 11. 기소

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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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5
(향일해운 
이사,

광운고속해운 
상무)

▪2012. 12.경 위조된 허위매매 계약서를 제출
하여 사르디니아 익스프레스호를 담보로 40억
원 대출받아 편취 등

6. 25. 구속
6. 26. 기소

포항지청

30

126
(동방컨테이너
터미널㈜
前 대표)

▪2011. 9. ~ 12.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
수입을 조작, 최소운영 수입보장(MRG)에 따
른 정부보조금 28억원 편취

6. 26. 구속
7. 8. 기소

평택지청

31
127

(㈜대양커뮤니
케이션 대표)

▪2010. 7. ~ 2014. 5.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
련하여 실질적으로 ㈜대양커뮤니케이션 단독
입찰임에도 ㈜디자인소암의 명의를 빌려 97
억원 상당 규모의 경쟁입찰 가장

6. 26. 구속
7. 11. 기소

제주지검

32

128
(前 울산항만 

공사 
항만운영 
본부장)

▪2010. 1.경 대한통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울
산항만공사가 대한통운에 보전해 주는 총 공
사비 비율을 부당하게 높여주어 울산항만공사
에 약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등 

6. 27. 구속
7. 14. 기소

울산지검

33

129
(前 통영요트 
협회 부회장,

現 통영요트 
학교 사무처장)

▪2013. 11. ~ 12. 해수부 등에서 레저스포츠 활성
화 등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중 3,8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

7. 3. 구속
7. 18. 기소

창원지검

34

130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2014. 3. ~ 4.  허위의 '출항전 점검보고서' 및 '여객
선방문결과' 등 관련서류작성, 위계로 해운조
합 운항관리업무 방해

7. 4. 구속
7. 11. 기소

통영지청

35

131
(前 한국선급 
칭다오 지부장,

現 마드리드 
지부장)

▪선박 임시검사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한 혐
의 

7. 9. 구속 창원지검

36

132
(前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前 평택동방
아이포트㈜

대표)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 관련 정부보조
금을 편취한 혐의 

7. 10. 구속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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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7

133
(㈜그린철강 
고문, 前

인천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

과장)

▪해양항만청 발주공사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한 혐의 7. 10. 구속 제주지검

38

134
(한국선급 
거제지부 

수석검사원,

前 군산지부 
수석검사원)

▪선박검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7. 11. 구속 창원지검

39
135

(연수조선 
대표)

▪선박검사 관련 청탁을 하면서 담당공무원
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7. 11. 구속 창원지검

40

136
(여수해경 
해양오염

방제과 7급)

▪2008. 9. ~ 10경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사고 
관련 방제작업 편의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3,300만원 수수

7. 13. 구속
7. 18. 기소

순천지청

41

137
(해운조합 
포항지부 
울릉 

운항관리실 
운항관리자)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
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7. 14. 구속 포항지청

42

138
(대인훼리
㈜ 경영기획 
팀장, 前

대인훼리㈜
인천지부 
공무팀장)

▪납품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 

7. 18. 구속 창원지검

43
139

(중앙선박 
기술㈜ 대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7. 18. 구속 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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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
한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드림

￭ 검찰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
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
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하였음

※ 분야별 수사현황은 별첨1~5 ｢검찰 수사현황 개요｣ 등 참조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및 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
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 이는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
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
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되었으며,

 -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
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
인 관련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14. 10. 6.

  책임자 : 반부패부장 직무대리 
윤갑근, 형사부장 조은석

  전화번호 : 02-535-9388
(반부패부)/5331(형사부)

제  목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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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톤으로 인
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
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없
음 처분하였음

￭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결과,

 - 진도VTS 관제 담당자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
으로 전원 기소하였으며,

 -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고,

 -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
를 출항시켜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음

￭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 배임 범행에 가
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음

 -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를 청구하였고, 현재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 중
에 있으며,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에 있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음

￭ 아울러,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과정, 선박 검사 과정,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선박 안전점검 과정, 선박 운항 과정,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여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과 한국선급 前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병언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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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2014. 4. 15. 21: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

생 32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해 운항하던 세월호가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어 

이동이 정지되고 같은 날 10:17경 전복되어 침몰되는 사고 발생

○ 단원고 학생 24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294명 사망, 단원고 학생 5명 등 10명이 실

종 상태

2. 검찰수사 전개과정

○ 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 과실, 구조과정에서의 과실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 실소유

주 일가의 비리, 감독기관의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가 세월호 사고

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위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음

- 사고발생 직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 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여 세월호 침몰

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

- 4. 20. 인천지검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11개

청에서 해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

- 5. 29. 광주지검에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

여 수사

3. 검찰수사 진행상황

○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 감독 부실 책임, 청해

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사고 후 구조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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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기관 분야 및 공직자 비리 전반에 걸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현재까지 총 399명을 입건하여 그 중 154명을 구속

- 세월호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

월호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비리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진도VTS 센터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총 17명 입건, 5명 구속

- 세월호 관련사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69명 입건, 88명 

구속

○ 범죄수익 동결 및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 유병언 일가가 횡령 배임으로 빼내간 피해재산을 법인에 회복시킴으로써 국가의 

조세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1,157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징보전 

조치로 신속하게 동결

- 국가의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해 유병언의 은닉재산 864억원을 포함한 1,222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 조치 병행

Ⅱ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4. 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 구성 설치, 4. 17. 검 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

※ 사고발생 직후 ‘변사체 신속 검시･인도 계획’을 수립, 목포지청 형사1부장 검사를 

진도 팽목항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목포지청 검사 2명 및 수사관 2명이 진도 

팽목항 현장에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신속히 검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희

생자 DNA 확인 즉시 희생자를 가족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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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정밀감정을 위하여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11명으

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시뮬레이션 실시

를 의뢰하여 그 회신결과를 수사 공판에 반영

○ 사고발생 다음날(4. 17.) 청해진 해운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3일째(4. 18.) 선장 등 

3명 구속을 시작으로 4. 18.부터 4. 26. 사이에 선박직 15명 전원을 구속하는 등 수

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책임자 총 38명을 입건하고 32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2 ‘사고원인 관련 구속기소 현황’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세월호 침몰 원인 개요

○ 세월호는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에 의하지 않

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

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

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됨

○ 위와 같은 세월호 침몰의 직접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청해진해운 자

금 착복과 전횡으로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고 과적을 자행함은 물론, 선박관리 직원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해 졌던 것에 기인함

- 매출 증대를 위해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상시 과적 상태로 운행한 단계

에서 사고 위험이 이미 상당부분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이 기폭제가 되어 침몰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임

※ 유병언과 그 일가가 고문료, 상표권료 등 각종 명목으로 2005년부터 착복한 청해

진해운의 자금이 약 56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청해진해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과적을 

상시적으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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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월호 사고 시뮬레이션 등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규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복원성이 약화된 선박이 과도한 조타로 인하여 횡경사가 크게 발

생하였고, 횡경사와 선회 원심력으로 인해 일부 화물이 미끄러지며 이동하면서 선

박의 경사를 더욱 심화

※ 화물을 5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마찰계수와 고박효과를 고려한 유효마찰계수

를 적용하여, 선박의 경사에 의한 화물의 미끄러짐과 선회 원심력을 반영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

- 대각도 선회에 의한 횡경사와 화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약 30도의 횡경사가 발생한 

후, 화물적재구역(D-Deck)의 측면 문과 선미 램프(차량 출입문)를 통하여 초기 침수

가 발생 

- 이후 지속적인 침수 진행으로 선박 침몰 

○ ‘전문가 자문단’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세월호는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

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성

이 더욱 악화되어 직립하지 못하였고, 

- 이후 수면 부근 개구부(開口部)로 침수가 개시되어 횡경사가 계속 악화된 결과 결

국 전복, 침몰 

※ 전문가 자문단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주기관을 비롯한 기관

실 각종 기기(주발전기, 비상발전기, 배터리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조타장치

도 사고 전까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

- 한국선급 승인 적재조건 준수시 모든 조타의 경우 횡경사가 10도 내외로 발생하나, 

사고 당시 세월호의 평형수 및 화물 적재량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운항할 경우 급선

회시 횡경사가 최대 30도로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 고박된 화물의 이동이 없는 경우 선박 전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고박 불량으로 

화물이 이동할 경우 선박의 침수가 발생할 정도의 횡경사가 발생하고, 그 결과 침

수에 따른 선박 전복이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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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규명

○ 청해진해운 압수 수색 자료,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유병

언이 청해진해운의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착수

- 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 및 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회계자료, 청해진해

운 대표이사 등 사고관련자들 통화내역 이메일 확보 및 분석, 그룹 계열사 주요 임

원(업무지도팀, 사장단회의 멤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주요 전 현직 임직원, 

그 외 신엄마 등 전반적 조사

○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 운영 매각 등에 관여하였

고,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고받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

※ 세월호 출항 이후 사고 발생시까지 과적을 통해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과 

수입을 얻음

○ 유병언의 과적 운항 묵인 내지 지시하는 등 과실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과적 부실

고박 과실,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 등과 중첩하여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를 발생시킨 원인에 해당하므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책임이 성립함

○ 다만,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 관련 수사자료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소송자료로 활용 예정

라. 세월호 침몰 및 구호의무 위반 책임

○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및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탈출한 선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 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5명 

구속)과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및 운항관리실 관계자 4명(전원 구속)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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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월호 안전 관리 감독상의 부실 책임 

○ 증선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청해진해

운 대표이사 등 4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인천해양항만청 前 선

원해사안전과장 등 4명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 (구속 4명, 불구속 4명)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추가 입건

○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구속 3

명, 불구속 1명) 

○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

급 검사원 1명을 구속기소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방송 화면에 의하면 선체 오른쪽 바닥에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세

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

이 있으나 이는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

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위 흔적은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가자문단 의견도 동일

하며, 세월호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아니함

- 그 밖에 세월호의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세월호 선체에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세월호는 잠수

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 아님

○ 7. 25.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 100여건에 이르는 작

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으로 보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 노트북에서 복원된「국정원 지적사항」파일에 2013. 2. 26.~27. 국정원의 사전예비

점검시 지적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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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월호 보안측

정을 실시한 점, ②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15,089톤) 등 다른 대형 여객선

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및 ③ 국정원 지적

사항 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 피랍 관련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임

○ 세월호 침몰 당시 123 구조함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

용한 사람을 구조하였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길

래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는지, 세월호 침몰이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맨 

등의 폭파에 의한 것은 아닌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인 A(62세)로 확

인되었음

※ A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신고 있던 신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이 동일함을 확인

- 세월호의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도 일체 없음

○ 8. 22.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한 

결과, 재생된 세월호 CCTV 영상은 4. 16. 08:30:59에 꺼지는데 반하여 CCTV를 제어

하는 DVR이 08:33:38까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로그파일(‘20140416.alg’파일)

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이 3분 차이가 나는 것은 CCTV가 조작되었기 때문 아닌지

- 대검DFC 분석결과 및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서 영상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

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지는 시각이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인 08:48경 보다 18분가

량 빠른 점에 비추어, 누군가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

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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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CCTV 영상에서 표시된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42:10임에 

반하여,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59:42로 확인되는바,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일 뿐, 사고

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님

Ⅲ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5. 29. 광주지검에 검 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세월호 구조 관련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전반에 관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진도VTS에서 야간 시간대에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센터장 

등 13명 관제사 전원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 불이행 상급지휘관서의 퇴선유도 지

시 불이행 등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로 승객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자신

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확인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언딘에 해경 상황실 보고서를 유출하고,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본청 수색구조과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또한,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해양경찰

청 차장과 수색구조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    

○ 6. 5.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하고, 7. 7. 언딘 본사, 대

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7. 21.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컴퓨터 70대 총 68,000여개 파일 압수, 해경 TRS 무선교신기록, 상황실 경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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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부 메신저 대화기록, 내부 작성 보고서, 진도VTS 관제석 복무감시용 CCTV 

압수･복원, 언딘 의혹 관련 78개 계좌 추적

※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관련자료 일체 확보･분석

○ 해경, 언딘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

하였고, 해경 95명을 비롯하여 세월호 승무원, 구조 참여 어민, 언딘 관계자 등 총 

172명(연인원 450명) 소환 조사

※ 군검찰에 의뢰하여 군 관련 필요부분 조사 및 자료 확보

○ 형사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음

※ 상세내용은 별첨3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 등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부실 관제

○ 진도VTS의 부실 관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요원 13

명 전원을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범죄사실 요지

- 2014. 3. 15.～4. 16.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음 【직무유기】 

※ 사고 당일 06:00~07:30 B(C팀원), 07:30~08:15 C(C팀장), 08:15~08:50 B(C팀

원), 08:50~09:00 D(A팀원)이 단독으로 관제하였고, 사고현장을 관제하는 2섹터 

담당 관제사 등 다른 관제사들은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

- 2014. 3. 28.～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

럼 공문서인 교신일지 허위 작성 비치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14. 4. 19.경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5. 22.경 녹화 파일을 

삭제 【공용물건손상･공용전자기록등손상】

※ 수사결과 관제업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제실내 복무감시용 CCTV 카메

라를 떼어내고, 영상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도VTS 관제사 전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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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상의한 사실, 감사원 감사･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로 진상을 은폐하

기로 모의한 정황 확인됨

※ 대검DFC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1섹터 관제요원조

차 장시간 휴대전화사용･수면･무단 이석 등 관제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한 사실도 

확인됨

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결

과,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지휘관으로서의 현장 판단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

은 것으로, 전례가 없어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

와 검토를 거쳐 기소하였음

○ 범죄사실 요지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

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 유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여, 유병언,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선장 선원 등의 고의 과실과 중첩

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함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 하에 상급지휘관으로서의 명

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014. 5.경 세월호 침몰사고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마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

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첨부하는 등 조작함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

※ 감사원 조사･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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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경 차장 등의 ‘언딘’ 특혜 제공 관련

○ ‘언딘’이 구난(선체인양)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해경이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

감) 최상환, 수색구조과장(총경) E,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경감 F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해경 차장을 비롯한 일부 해경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

고 관련 일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

딘’ 대표의 부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

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됨

○ 범죄사실 요지

- 최상환, E, G는 공모하여, 언딘 대표의 부탁에 따라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이어서 안

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일주일 안에 사고현장

에 동원시키기 위해, 2014. 4. 21. 조선소에 리베로호를 신속히 출항시키도록 명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선박안전법위반교사】

- E, G는 공모하여, 2014. 4. 21. 목포해양경찰서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소에 내리

도록 압박 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F는 2013. 7. 12. 공무상 기밀사항이 기재된 상황실 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언딘 이사에게 송부하고, 2014. 4. 16.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 행사 등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아닌지

- 해경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

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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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들을 구조활동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민간잠수사 H가 언딘의 협력업체 관계자임

에도 다른 민간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강조류 및 해수 선체유입으로 인해 해경과 해군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

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이 골든타임을 놓친 

한참 뒤에야 뒤늦게 도착한 과정상 문제는 없는지

- 사고 사실 파악 직후 출동 준비를 하였으나 이동 헬기의 부족, 준비 및 이동에 필요

한 시간 등 사정에 기인하여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지휘가 중요한데도 즉시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3009함에 그대로 승선한 채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 지휘 소홀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목포해경서장이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즉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으로 현

장지휘관인 123정장에게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였고 123정장이 이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목포해경서장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움

○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119 첫 신고학생과 통화시 위도･경도를 물어보고, 119신고를 

진도VTS에 문서로 통보하느라 10분 허비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안전여부 

및 선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119로부터 3자 통화를 통해 연결된 최초 신고자에게 위 경도를 묻느라 시간이 지체

되기는 하였으나,

- 신고자와 통화 중 AIS를 통해 세월호의 위치를 찾아 서해청 등에 유선 보고를 하

고, 09:03경 TRS를 이용하여 경비정 등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조난 사실을 알리고 

출동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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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의 VHF 청취록에는 있으나 해경이 제출한 VHF 교신록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

데 해경의 늑장 대응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교신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 VHF의 도달 거리는 통상 25~30마일이며, 목포305함의 방송 당시 진도VTS가 305함

과 8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도VTS의 VHF 교신기에는 위 방송 내용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조작한 흔적은 발

견되지 아니함

Ⅳ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책임재산 환수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수사

○수사 착수경위

-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경영

상 비리로 인한 부실운영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인천지검에 특별수

사팀을 구성.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

하였음

○수사 진행상황

-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 5명, ㈜다판다 대표이

사 등 계열사 임원 9명 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4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 유섬나 김필배 김혜경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으

며,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재판 중에 있고,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

○범행수법

- ① 상표권료, ② 고문료, ③ 경영자문료 또는 컨설팅비, ④ 사진대금 또는 사진사업 

출자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자금 횡령 배임

- 수사결과, 유병언 회장이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지에서 개최한 사진 전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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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대금으로 빼돌리

는 등 유병언 일가가 상표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

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책임재산 환수

○ 재산환수 특별반 구성

-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검사 4명과 계좌추적 및 회계

분석 전문수사관으로 특별반을 구성 운영

○ 제1차 추징보전 명령

- 5. 27. 161억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및 21개 주요 계열사의 비상

장 주식 63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에 대해 제1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

결정

○ 제2차 추징보전 명령

- 6. 16. 유병언 차명 소유 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유대균 실명 보유 부동산, 유대

균 차명 소유 자동차,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 합계 213억원 상당에 대해 제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3차 추징보전 명령

- 7. 1. 유병언 차명 소유 역삼동 상가 및 농가주택, 유혁기 실명 소유 아파트, 고가의 

사진기 등 합계 102억원 상당에 대해 제3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4차 추징보전 명령

- 7. 17. 유병언 차명 소유 영농조합법인 6개, 계열사 2개, 측근 20명의 토지 및 건물, 

비상장주식 등 합계 344억원 상당에 대해 제4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5차 추징보전 명령

- 7. 31. 유병언이 영농조합법인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토지 건물 86억원 상당, 김

혜경과 그 가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104억원 상당에 대해 제5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190억원 상당 재산 중의 6/11에 대한 상속지분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인용

○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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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억여원으로 이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자금 횡령 배임 금액 1,334억원의 약 

86%에 해당함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는 법무부 및 서울고검 주도로 진행 중이며(예

상 구상금 채권 4,031억원), 가압류 대상재산의 가액은 약 1,222억원(유병언 실･
차명 재산 864억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선원 등 358억원)임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유병언의 사돈인 I(의료재단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가 유병언의 지시로 ‘ㄱ'골프숍을 

운영하는 J로부터 골프채 50억원 어치를 구입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 I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 수색 결과, 로비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I는 

“J 운영 골프숍에서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하고는 전혀 무관하

다”고 진술

- 골프숍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 확인 결과, I가 구입한 골프 용품은 50억원 상당이 아

닌 4년 동안 총 3,000만원 상당에 불과

- 구입한 골프 용품 사용처 확인 결과, I 본인과 부인이 사용 중이거나, 나머지는 I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직원 3명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교부

된 것은 없었음

※ 그 밖에 유병언 측에서 ‘ㄴ’골프수입업체로부터 골프채 50억원을 구입하였다는 

의혹도 있으나 ‘ㄴ’골프업체 관계자 진술 및 거래내역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확인됨

○ 유병언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이 중요한 구원

파 내부자료를 숨겨 두었다는데 사실인지

- 유병언이 도피용으로 준비한 가방(종이박스 포함)은 총 13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일부 언론에서 ①번 가방에 유병언의 로비리스트 등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확인 결과 그곳에는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 유병언이 평소 

애장하던 해외 고가 명품들이 들어 있었을 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는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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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나머지 가방에서도 로비 리스트 등 중요 서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

방을 쌌던 K도 로비리스트는 없었다고 진술 

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1. 수사 진행경과 

○ 4. 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 5. 2. 인천 부산지검 이외에 전국 9개 검찰청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관하여 수사 확대

※ 상세내용은 별첨5 ‘해운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경영비리, 증축 과적 등 운항상

의 직접적 문제,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이외에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선박 건조･도입 단계｣에서는 ① 불법 대출 ② 해운･조선업체 리베이트 ③ 불법 

증선인가 등의 문제가 확인

 ｢선박 검사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선박검사 ②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③ 우수

정비사업장 비리 ④ 감독기관･검사기관･안전관리 대행업체･선사 간 유착 비리 등

의 문제가 확인

 ｢안전점검･관제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안전점검 ②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③ 

정원초과･과적･부실고박 등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④ 선박검사 및 점검 미이행 ⑤ 

해상교통 부실관제 등의 문제가 확인

 ｢선사･안전업무 수탁기관 운영 단계｣에서는 ①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해운조합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② 선사 등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의 문제

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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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관련 단계별 비리 수사

○ 선박 수입 과정

-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선박회사 대표 등 선박 담보 사기 대출 사범 7명 구속 (부산지검, 

포항지청)

○ 선박 검사 과정

- 대여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수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고, 팽창식 

구명뗏목 등에 대한 허위의 점검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해수부장관 및 선박안전기

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업체 대표 2명 구속 (인천지검)

- 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

해한 한국선급 지부장 구속 (창원지검)

- 건조 중인 선박 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수수한 한국선

급 수석검사원 및 금품공여 업체대표 등 구속 (창원지검) 

○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 인천 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인천

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검 경 합수부)

- 인천 제주 복선면허 신청시 선박매매계약서의 톤수를 축소기재하여 증선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3명 기소 (검 경 합수부)

- 선박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무경

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당 면허 취득 사범 15명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 선박 안전점검 과정

- 상습적으로 과적 정원초과 등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수백회까지 허위

로 작성하는 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운항관리자들 19명 구속 (인

천지검, 제주지검, 군산지청, 통영지청, 포항지청) 

-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장비결함이 있는 선박에 운항정지명령을 한 부하경

찰관에게 정지명령을 철회토록 한 해경 간부 구속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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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운항 과정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석유류인수증 발급하여 항만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유

류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등 5명 구속 (순천지청)

-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정부보조금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평택지청)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3,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통영요트협회 부회장 구속 (창원지검)

3. 관련기관 유착 등 비리 수사

○ 선박톤수 측정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목적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항만청 소속 6급 

공무원 및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무마 대가로 감사 담당 공무원을 퇴직 후 연봉 1억원의 한국

선급 감사팀장으로 고용한 한국선급 前회장 등 한국선급 임직원 4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관련 손해사정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한 사업본부장 

및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인천지검) 

○ 해운조합 자금 1억 6,000만원을 횡령한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선주들의 안전운항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본부장 

등 해운조합 간부 7명 구속 (인천지검)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활동 보고서

184

Ⅵ  향후 계획

1. 공판 활동에 만전 및 남은 의혹 계속 수사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과정 등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하

여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음

2. 해외 체류 중인 비리 관련자 검거 책임재산 확보에 주력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청해진해운 실사주 일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해외에서의 검

거 및 범죄인 인도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음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차명재산을 남김

없이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에 주력하겠음

3. 국민 안전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 해운업계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음

○ 수사결과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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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중앙안전상황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

관,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 전라남도지사, 홍

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

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해운정책과장, 연안해운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항해지원과장, 항만정책과장, 지원총괄팀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장, 국립해양박물관운영

지원단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해양수산

인재개발원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

청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평

택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국립수산과

학원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박안전기술

공단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수협중앙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담당관
전결 2014. 4. 16.

협조자

시행 비상안전담당관-1173 (2014. 4. 16.) 접수 해양정책과-1450 (2014. 4. 16.)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194 팩스번호 044-200-5199 / bbs7790@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다. 위기경보, 공직기강 관련 해양수산부 공문

희망의 새시대

해 양 수 산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월호 여객선 사고관련 위기경보 "심각(Red)" 발령 알림

      1. 2014년 4월 16일 08:30경 진도 관매도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사고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및「해양 선박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에 따라 “심각(Red)” 경보를 발령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양수산부장관) 구성･운영 중에 있
으며, 이에 따라 지방항만청(인천, 목포)에서는 지방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
습니다.

      3.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사고가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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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시대

해 양 수 산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박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2014. 4. 16. 08:55분경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는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 이미지 

손상 및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당직근무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각종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춘계 체육행사 일정 무기한 연기 등.  끝.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수신자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해양정책과장,해양환경정책과장,국제협력총괄과장,수산

정책과장,어업정책과장,어촌양식정책과장,해운정책과장,해사안전정책과장,항만정책과장,지원총괄팀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장,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장,국립수산과학원장(운영지원과장),해

양수산인재개발원장(교육지원과장),국립해양조사원장(운영지원과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운영지원

과장),동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서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

원과장),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마산지방해양항만

청장(운영지원과장),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목포지

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

장),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운영지원과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조사관),부산해사고등학교장,인천해사고등학교장,부산항만공사사장,인천항만공사사장,울산항만공사사

장,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한

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인천보안공사사장,(주)부산항보안공사,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한국해양

과학기술진흥원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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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팀장 부장 감사부장김지희 이승구 강현주 임충규

부원장대행
代(김세용)

감사 원장
代(강정극) 04/18

강현주 이기룡 강현주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4/16

류승민 류승규 송명달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6387 (2014.04.16) 접수 총무팀-300 (2014.04.16.)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 cement95@korea.kr

전화 044-200-5078 전송 044-200-5059 / cement95@korea.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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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박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철저 안내

『 Feel the Ocean, Fill the Future 』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수신자 전부서장(전직원)

(경유) 

제목 선박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철저 안내

       1. 관련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6387호(‘14.4.16)

       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숙지하시어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나.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당직근무 철저

       라. 공직자로서 품위 및 각종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마. 춘계 체육행사 일정 무기한 연기 등

       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및 언론등으로부터 문의나 인터뷰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및 홍보팀과 사전 협의 요망  

 

붙임  선박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해양수산부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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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

직원 팀장 부장
04/17

김지희 이승구 강현주

감사 감사부장 임충규

협조자

시행 총무팀-301 (2014.04.17.) 접수 ()

우 426-74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 www.kiost.ac

전화 031-400-6024 전송 031-408-5820 / jhkim@kiost.ac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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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내 사고지원대책단 구성 및 인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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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내 사고지원대책단 운영 및 비상근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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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월호 사고 수습 투입 가능 장비 현황 (연구선지원실)

       

장비명  Underwater Unit 911 CTD & CTD Winch

주요기능

 수층별 해수의 수온 및 염분, 광량, 산소량, 플랑크톤, 이산화탄소량 등

을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수층별 해수를 직접 채집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장비 투하 시, 고도계를 통하여 장비와 해저면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특 성

 수층별 해수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잠수요원들의 안전한 잠

수에 도움

 장비 전용 Frame을 사용 할 경우, 기타 수중 투하식 연구장비를 Frame

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복합적인 현장 탐사가 가능함.

 CTD winch에 winch cable이 감겨져 있으며, winch 시스템을 구동시켜,

winch cable이 감겨져있는 winch drum(원통)이 회전함으로써, CTD 장

비가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를 조절하게되며, 수중에서는 winch 시스템

의 케이블 길이 조절을 통해 장비의 투하 수심을 조절할 수 있다.

운용조건

 기본적으로 장비를 투하하기 위해서, 윈치시스템, A-Frame시스템 등이

필요하여 조사선내에서 사용해야함.

 윈치장비를 사용함과 동시에 전기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위

해, 전용 윈치 시스템, 슬립링(Slip ring)등의 부속이 필요하다.

 CTD 운영 시스템은 “CTD 운영 PC - Processing Unit - Winch cable -

CTD winch(slip ring) - CTD 본체(투하장비)”로 구성된다.

운용요구

사항

 조류가 강할 경우 장비가 케이블과 함께 떠밀려갈 우려 가 있으므로,

날씨가 좋을 때 사용할 것을 권장

 안전을 위해 배가 고정된(정선)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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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Sub bottom profiler system(SBP)

 EPC dual channel thermal(온누리호 SBP 전용 프린터)

주요기능
 해저면의 지층구조를 탐사한다.

 선박과 해저면과의 거리(수심)를 측정할 수 있다.

특 성

 해저면으로부터 지하 약 100m 범위까지의 지층구조를 탐사함으로써,

해양교량공사, 해양준설,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을 위한 사전조사에 유

용하게 사용된다.

 전기신호를 음파신호로 변환하여 해저면으로 발사하게 되면 발사된

음파가 해저면 아래 지층을 투과하며, 최종적으로 반사된 신호가 선

박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수중 음속 값과 신호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선박과 해저면과의 거리 및 지층 구성을 흑백 화면

으로 그려낼 수 있다.

 음파의 특성상 고주파를 음원으로 사용할 경우 투과력은 약하지만 해

상력(정밀도)은 높다. 반면에 저주파 음향의 경우 투과력은 강하지만

해상력이 낮다.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는 저주파로써 장비 운영이 가능하여, 높은 해상

력으로 정밀한 지층탐사가 가능하다.

운용조건

 과기원내 장착되어 있는 Sub bottom profiler는 대부분 조사선 선체에

장착되어 있어, 조사선과 함께 운영되어야 함.

 지층분석자료를 실시간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전용 출력 프린터

(EPC dual channel thermal)가 필요하다.

운용요구

사항

 배가 고정(정선)된 상태에서 장비를 구동할 경우 원하는 지점에서의

지층을 분석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배가 전진하면서 데이터를 획득

하는 Line survey를 통해 지층구조를 그려낼 수 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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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Traction winch and cable system

(Deep sea GEIPS Umbilical Cable - 전용 윈치케이블)

주요기능

 광 신호 및 전기신호를 송수신 할 수 있는 Winch cable이 설치되어 있

어, 일반적인 연구장비와 광 장비를 winch cable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Winch cable과 연구장비를 연결하여 바다에 투하 할 수 있으며, 심해

저 약 1만m 수심에서 장비의 운영(잠수)가 가능하다. 현재 11,000m

길이의 Winch cable이 winch drum에 설치되어 있다.

특 성

 Winch Cable의 기능성(광신호, 전기신호 혼용사용) 및 인장력 강도가

뛰어나, 대형급(ROV 잠수정, 심해저카메라, Deep tow side scan sonar

등) 연구장비의 운영 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운용조건
 Traction winch system은 온누리호 조사선 선체에 장착되어 있어, 온누

리호와 함께 운영되어야 함.

운용요구

사항
 전기신호 및 광 신호 접속이 가능한 전문가의 운영지원이 필요함.

기 타



Ⅵ. 참고자료

197

장비명  Seapath 300+(자동항해정보시스템)

주요기능

 위성 GPS 신호 및 GPS 신호기지국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여

항해 중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를 위 경도 좌표 형식으로 알아 낼

수 있다.

 다중 데이터 송신(broad casting)이 가능하여, 조사선내 설치되어 있는

타 연구장비 운영PC에 GPS 및 Heading(선수방향), Motion(선박의 항

해자세) 등의 자료를 공급할 수 있다.

특 성

 위성 DGPS(Differential GPS)신호를 수신하여 Seapath GPS신호와 결

합하여 더욱 정밀한 선박의 위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MRU(Motion Reference Unit) sensor와 연동하여 실시간 항해중의 선박

의 자세정보(Roll, Pitch, Heave)를 획득하여, 각 연구장비에 공급할 수

있다.

운용조건
 조사선 내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조사선과 동시

운영되어야 함.

운용요구

사항

 타 연구장비에 데이터 공급이 필요할 시, 선내 장비 담당자의 운영 지

원이 필요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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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Towed deep sea camera platform(심해저카메라 플랫폼)

주요기능

 수중에서 운영되며, 근거리의 수중환경 및 해양생물 등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 기록 할 수 있다.

 심해저 6000m에서 잠수 운영될 수 있으며, 두 개의 레이저 빔을 물체

에 발사하여, 화면상에서 레이저 빔(beam) 간의 간격을 참조하여 화면

상의 물체의 실제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특 성

 Main 카메라 및 Slave용 캠코더, DSLR 디지털 카메라로 총 3중으로

촬영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보호 Frame과 함께 운영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중 촬영이 가능하다.

운용조건

 수중 운영 및 광 신호, 전기 신호의 송수신이 가능한 보조 인프라

(Traction winch system)가 필요함. Traction winch system이 설치되어

있는 조사선 온누리호에서 장비 운영가능.

운용요구

사항

 장비 사용 시 조류 및 선박의 흔들림이 심할 경우, 장비의 운영 중 충

돌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해상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장비

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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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Motion Reference Unit(선박자세 측정센서)

주요기능

 항해 중 실시간으로 선박의 자세정보(Roll, Pitch, Heave)를 측정하여

선내 연구장비에 공급할 수 있다.

 측정된 자세정보를 다중음향측심기(Multibea echo soudner)와 접목하여

양질의 지형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특 성

 Seapath system(자동항해정보 시스템) 의 일부로 구성되어, Seapath

system의 Processing Unit과 연결되어 운영됨.

운용조건  선박의 CG(center gravity) Point에 설치, 운영되어야 함.

운용요구

사항

 타 연구 장비에 데이터 공급이 필요할 시, 선내 장비 담당자의 운영 지

원이 필요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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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Hydrographic single beam echosoudner (측심기)

 Kongsberg EA400 system (측심기)

 KongsbergEcho sounder (측심기)

주요기능  항해 중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한 지점의 해저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

특 성
 수중 장비 투하 시, 투하 지점의 수심을 측심기로부터 참조, 수중 장비

운영시 안정성을 높임

운용조건
 조사선 내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조사선과 동시

운영되어야 함.

운용요구

사항

 장비의 정밀한 운영을 위해, 운영 시 타 음파식 연구장비의 동시 사용

을 가급적 피해야 함.(멀티빔, 해류계 등)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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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Deep tow side scan sonar(심해저 측면 음향 주사 장비)

주요기능

 광신호 및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해저면의 지층구조 및 지형

도를 탐사할 수 있다.

 수중에서 해수의 수온을 측정할 수 있다.

특 성

 일반적인 지구물리 장비와는 달리 물속에 투하되어 수중 운영되며, 근

거리에서 정밀한 스캐닝이 가능하다. Winch cable에 연결되어 운영되

어, 원하는 수심에서 장비를 운영하여 특정 물체 또는 해저지형에 대

한 정밀 탐사가 가능하다.

 수온센서 및 고도계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수중 장비 위치에서의 수

온, 해저면으로부터 장비의 높이(수중고도)를 측정하여, 비교적 안전

하게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운용조건

 수중 운영 및 광 신호, 전기 신호의 송수신이 가능한 보조 인프라

(Traction winch system)가 필요함. Traction winch system이 설치되어

있는 조사선 온누리호에서 장비 운영가능.

운용요구

사항

 장비 사용 시 조류 및 선박의 흔들림이 심할 경우, 장비의 운영 중 충

돌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해상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장

비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기 타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활동 보고서

202

장비명  Konmap sys(항해제어 시스템 / 소프트웨어)

주요기능

 실시간으로 조사선의 항해위치, 수심, 항해속도, 자세 등의 정보를 동

시에 화면으로 제공.

 전자해도(C-map) 기능이 제공되어, 해도 상에서의 선박의 위치를 참

조하여 실시간 선박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항해라

인, 정점 포인트 등 탐사관련 정보의 도식이 가능하여 체계적이고 계

획적인 탐사에 기여함.

특 성
 조타실(선교)과 연구실에서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동시 운영되어, 탐

사 시 항해사와 연구자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의가 가능하다.

운용조건
 조사선 내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조사선과 동시

운영되어야 함.

운용요구

사항

 조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자해도에 나타나기 위해, 조사지역에 대한

위치정보(위 경도 좌표), 수심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프로

그램 상에 입력해야 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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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Multibeam echo sounder(심해용 다중음향측심기)

주요기능

 실시간으로 조사선 항해위치에서 해저면으로 수백개의 음파를 발사하

여, 해저 지형도를 그려낼 수 있다.

 수주 자료(Water column)를 얻어, 특수 해저지형 및 어류의 분포 등을

탐사할 수 있다.

특 성

 전기신호를 음파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며, 탐사해역의 수

중음속 과 음파의 송수신 시간을 계산하여 실시간으로 해저 수심 값

을 출력한다. 다중으로 음파 신호를 송수신하여, 한 개의 지형도 line

을 그려낸다.

 음파의 특성상 고주파를 음원으로 사용할 경우 음파의 송수신 가능범

위가 좁아지지만 자료의 정밀도은 높다. 반면에 저주파 음향의 경우

음파의 전달력은 강하지만 정밀도가 낮다.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는 저주파로써 장비 운영이 가능하여, 정밀한 지

층탐사가 가능하다.

 획득한 지형도 자료를 통해, 침몰된 선박 및 해상구조물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운용조건

 Seapath(자동항해정보 시스템)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며, Seapath

로부터 공급되는 GPS, Motion, Heading 자료를 다중음향측심기에 적

용하여, 선박의 위치 및 흔들림(모션)을 보정하게 된다. 더욱 정밀한

지형도 탐사가 가능하다.

운용요구

사항

 음속 측정센서(SV, SVP 등)에서 공급되는 음속

(Sound velocity) 자료를 다중음향측심기 장비에 입력하여, 더욱 정밀

한 지형도탐사가 가능하다.

 정밀 탐사시 약 5~7knot의 속도로 항해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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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IMST 경유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관련 내용

Ⅰ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 장비

1. 로봇개요

 ○ 재원: 해양수산부

 ○ 총 연구기간/ 총연구비: 2009.12~2014.06 / 28.6억원(정부출연금)

 ○ 과제 목적 : 항만 수중공사(수심 20m 조건)에 있어 수중 사석 고르기, 굴삭 작업 등

을 경제적/효율적/안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중기계화 굴삭 장비 및 무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 함.

 ○ 로봇의 기능 (사진자료 첨부)

   - 수심 20m(최대 30m)까지 원격 조종을 통해 비교적 단단한 지반에 대한 해저면 이

동 및 수중 사석 고르기/굴삭 작업

   - 장비에 부착된 중저가의 소나(블루뷰, 해머헤드)를 활용하여 수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개발장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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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사석고르기 장비]

2. 세월호 침몰 선박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방안

 ○ 개발장비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 수심 조건 : 20m (최대 30m까지 활용 가능함. 30m 이상 수심에 활용할 경우, 장비

에 큰 손상이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 조류 조건 : 수치해석을 통해 해저면 착저 조건에서 최대 조류속 4노트까지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다만 수중 진수 및 회수시의 경우에는 작업 안정성을 고려하

여 최대한 정조 조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수중환경모니터링 : 중저가의 소나 및 센서를 활용.

 ○ 활용 가능성

   - 개발 장비의 당초 활용 목적에 따라 비교적 견고한 지반에 대한 해저면 고르기 및 

굴삭 작업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활용 현장의 수심 조건 및 조류

속 조건 등에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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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세월호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유속관측시 일자별 주요 작업 현황

날짜 및 시각
주요작업내역

비고
관련 근무자

4월 21일 해군 작전사의 사고해역 유속계 설치를 위한 지원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

4월 23일 
   20시 24분

ADCP 유속계 설치 운영을 위한 현장팀 팽목항 출발

오영민,박준석, 서한경, 기재홍

4월 24일 
   01시 50분

ADCP 유속계 운영 및 1시간 단위 자료 전파

박준석, 기재홍

4월 26일 
   17시 0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김응, 김동국

4월 27일 
   02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김동국

4월 29일 ADCP 유속계 관측현장을 2인 1조로 48시간 간격으로 변경

4월 30일
유속분석자료 생성･게시 시스템 구축 및 유속관측 결과자료 상황판에 부착
(1일 2∼3회 업데이트), ADCP 유속관측 시스템에 UPS 설치

박진순, 서한경, 기재홍

5월 07일 
   19시 20분

유속계 자료 자동송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계기관의 40명에게 30분 간격 
자동 문자 전송 시작 )

오영민, KPM(서민성, 김무승)

5월 10일 
   09시 2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조범준, 함동진

5월 12일 
   14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성현, 이동완

5월 25일 
   08시 5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이상현, 이성봉

5월 26일 
   11시 5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권민호, 이경재

5월 27일 
   23시 30분

ADCP 프레임 파손으로 관측 중단 

권민호, 이경재

5월 28일 
   14시 10분

ADCP 프레임 파손 수리 및 관측 재개

서한경, 김원모, 장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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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각
주요작업내역

비고
관련 근무자

6월 01일 
   05시 4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민홍식, 백규남

6월 04일 
   17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장한솔, 이종화

6월 11일 
   16시 30분 

팔팔바지선에 ADCP 장비 추가설치
팔팔호의 잠수대장 유충렬 팀장에게 유속계 관련 제반사항 전달 및 교육 실
시

서한경, 박준석

6월 14일 
   11시 30분

ADCP 장비 점검을 위하여 철수

6월 15일 
   00시 30분

ADCP 장비 점검 완료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7월 05일 
   12시 30분

태풍 너구리 영향으로 ADCP 장비 철수

도기덕 김민석

7월 12일 
   15시 00분

현장 업무 인수인계 (박진순 → 김응) 
현장 보령호 수색바지에 ADCP 재설치 운영
(보령호 좌현 중앙 앞쪽) 

김응, 김동국, 구본화, 서한경

7월 15일 
   11시 23분

바지에 접안중이던 해군보급선과 충돌로 ADCP 파손

송한주, 김윤칠

7월 16일 
   15시 00분

현장 보령호 수색바지에 ADCP 재설치 운영

김응, 김동국, 구본화

7월 21일 
   12시 00분

ADCP 설치 위치 변경
(팔팔과 보령 가운데로 이동, 보령호 우현 중앙 앞쪽)
해군 잠수사용 모니터 추가 설치
팔팔바지선 ADCP 관측데이터 무선전송장비 및 모니터 설치

김응, 김동국, 고철민, 윤성환

7월 24일 
   07시 00분

태풍 마트모 영향으로 ADCP 장비 철수 

김형직, 윤현진

7월 27일 
   12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로 유속관측 재개
팔팔바지선 ADCP 관측데이터 무선전송장비 및 모니터 재설치 

김응, 김동국, 박철민, 이희열

7월 28일 
   22시 40분

풍랑주의보로 ADCP 장비 철수

박철민, 이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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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각
주요작업내역

비고
관련 근무자

7월 29일 
   10시 3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박철민, 이희열

7월 30일 
   17시 3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이동원, 최용진

8월 05일
   12시 3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동국, 서성봉

8월 07일 
   11시 0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맹주영, 김종근

8월 10일 
   11시 1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김동국

8월 20일 
   16시 00분

기상악화(풍랑주의보)로 ADCP 장비 철수

이정한, 이승훈

8월 22일 
   12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김동국, 고영준, 양태준

8월 25일 
   12시 40분

파고가 높아 ADCP 장비 철수

김병남, 정의용

8월 25일 
   19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병남, 정의용

8월 26일 
현장 노트북이 불안정하여 비상 교체용 데스크탑 투입

김동국

8월 27일
현장 관측 노트,북 교체 

김동국

8월 27일 
   14시 4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김동국, 손승규, 박상준

8월 30일 
   23시 43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김동국

9월 01일
보령-팔팔 바지선간 무선전송 시스템 고장

김태훈, 박혁민

9월 01일 
   16시 30분 

기상악화(풍랑주의보)로 ADCP 장비 철수

김태훈, 박혁민

9월 04일 
   01시 3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보령-팔팔 바지선간 무선전송 시스템 수리 및 복구

김동국, 고영욱, 양은찬

9월 12일 
   17시 3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김윤재,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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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각
주요작업내역

비고
관련 근무자

9월 14일 
   21시 45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김민석, 조성민

9월 18일 
   14시 00분

ADCP 장비 교체 (600kHz →300kHz)
UPS 교체 

김응, 김병주, 김성내

9월 20일 
   13시 3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김지형, 이영득

9월 26일 
   15시 2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동국, 김재국

9월 29일 
   05시 3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및 근무자 바지 대기

이승용, 이철구

9월 29일 
   10시 3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이승용, 이철구

10월 03일 
   10시 30분

태풍 영향으로 현장 철수

기재홍, 김두기

10월 07일 
   22시 40분

현장관측팀 보령 바지 승선 

김응, 이강진, 이창호

10월 08일 
   08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이강진, 이창호

10월 10일 
   15시 30분

태풍 영향으로 ADCP 수거 및 현장 철수

김영준, 전해성

10월 14일 
   16시 35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10월 27일 
   13시 30분

해군 보급선 접안으로 일시 ADCP 철거

김채수, 서한경

10월 27일 
   15시 3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채수, 서한경

10월 27일 
   17시 0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거 

김채수, 서한경

10월 28일 
   11시 0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채수, 서한경

10월 30일 
   10시 30분

기상악화로 ADCP 장비 철수

김경홍, 주종민

11월 04일 
   18시 10분 

ADCP 장비 재설치 및 유속관측 재개 

김응, 심광보, 백현민

11월 10일 
   18시 00분 

세월호 실종사 수색 종료에 따른 관측 종료
관측장비 철거

김응, 백규남

11월 11일 
   14시00분

최종수색 종료, 현장 수색 바지선에서 팽목항으로 철수

김응, 백규남

11월 13일  
부산 산업부두에서 관측 장비 하역

김응, 김동국, 전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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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세월호 수색구조 유속 관측 지원 인력 현황

연번 성  명 기관･직위 등 주요역활 근무(봉사) 기간 비고
(바지근무일)

1 오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지원책임자 4.21 -  7.11 2일

2 전동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지원책임자 7.12 -  8.20

3 김석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지원책임자 8.21 - 11.02

4 김철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지원책임자 11.03 - 11.11

5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현장책임자 4.21 -  7.11 3일

6 박준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현장 관리자 4.21 -  7.11 5일

7 김  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현장책임자 7.12 - 11.11 23일

8 김동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현장관리자 7.12 - 11.11 17일

9 서한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30-5.2 10일

10 기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23-10.02 9일

11 박은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6- 9.08 8일

12 민용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5-10.20 6일

5 이승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1-02, 9.27-29 5일

6 최정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29-30 2일

7 박주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21-11.10 2일

8 강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2-23, 6.21-22 4일

18 구본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3, 7.12, 7.15-16 4일

19 김민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5-06, 8.14-15 4일

20 김태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5-06, 10.15-16 4일

22 서정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4-05, 6.15-16 4일

23 송규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6-17, 6.28-30 4일

24 이강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21-22, 10.07-0.8 4일

25 이상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4-25, 7.19-20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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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기관･직위 등 주요역활 근무(봉사) 기간 비고
(바지근무일)

26 이희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7-28, 9.09-10 4일

27 장연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8-29, 8.16-17 4일

28 함동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9-10, 6.25-26 4일

29 김민석
(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4-16 3일

30 김성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28, 5.12-13 3일

31 박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1, 11.04-05 3일

32 서성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29, 8.04-05 3일

33 양승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1, 6.25-26 3일

34 이  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8-19, 7.20 3일

35 조성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4-16 3일

36 강민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1-12 3일

37 박준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6-08 3일

38 고영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2-23 2일

39 고철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1-22 2일

40 권민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6-27 2일

41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7-08 2일

42 김경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9-30 2일

43 김덕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1-22 2일

44 김두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01-02 2일

45 김명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23-24 2일

46 김민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1.08-09 2일

47 김병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4-25 2일

48 김병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7-18 2일

49 김병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3-14 2일

50 김상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01-02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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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김선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4-15 2일

52 김성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18-19 2일

53 김성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7-18 2일

54 김원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8-29 2일

55 김윤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1-12 2일

56 김윤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13-14 2일

57 김지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9-9.20 2일

58 김지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2-5.23 2일

59 김채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5-27 2일

60 김태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7-18 2일

61 김형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3-24 2일

62 노원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5-06 2일

63 민홍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30-31 2일

64 박노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27-28 2일

65 박상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6-27 2일

66 박응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6-08 2일

67 박준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0-21 2일

68 박철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7-28 2일

69 박흥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7-08 2일

70 배상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1-22 2일

71 백규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30-31 2일

72 손승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6-27 2일

73 송한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13-14 2일

74 심광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1.04-05 2일

75 안영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1-12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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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양성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9-20 2일

77 양태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2-23 2일

78 엄경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14-15 2일

79 윤성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1-22 2일

80 윤현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3-24 2일

81 이경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6-27 2일

82 이광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5-16 2일

83 이동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2-13 2일

84 이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9-30 2일

85 이상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18-19 2일

86 이성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4-25 2일

87 이영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19-20 2일

88 이은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23-24 2일

89 이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9-10 2일

90 이준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3-24 2일

91 이진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17-18 2일

92 이창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07-08 2일

93 이철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27-29 2일

94 이한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19-20 2일

95 이형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01-02 2일

96 이호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1.08-09 2일

97 장세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12-13 2일

98 전찬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17-18 2일

99 정상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29-30 2일

100 정의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4-25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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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정의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9-20 2일

102 정준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1.06-07 2일

103 정한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17-18 2일

104 정희석
(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16-17 2일

105 조경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1.06-07 2일

106 조규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7-08 2일

107 조범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9-10 2일

108 조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1-02 2일

109 조철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20-21 2일

110 주종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9-30 2일

111 주지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12-13 2일

112 최용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29-30 2일

113 최우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15-16 2일

114 최재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13-14 2일

115 황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3-24 2일

116 황득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17-18 2일

117 황하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5-06 2일

118 강돈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04 1일

119 고영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4 1일

120 김민석
(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05 1일

121 김영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09 1일

122 김영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03 1일

123 김재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26 1일

124 김종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06 1일

125 김종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28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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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김태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1 1일

127 도기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05 1일

128 맹주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06 1일

129 박재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4.29 1일

130 박정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8 1일

131 양은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9.04 1일

132 원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28 1일

133 유제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19 1일

134 이승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0 1일

135 이정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8.20 1일

136 이종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4 1일

137 장한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6.04 1일

138 전해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10.09 1일

139 조성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7.04 1일

140 황근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속관측 5.1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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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항차별 / 일자별 현장조사 항적도

이어도호, 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사 기간
이어도 : 2014.04.17 ~ 04.24(08)

장목1호 : 2014.04.22 ~ 05.06(15), 05.13　~ 05.18(06)

조사 항목 MBES, SBES, Chirp, CTD, SSS, Grab, ADCP

연 구 원
이어도 : 박요섭, 김덕진, 김영준, 고지은

장목 1호 : 정섬규, 장남도, 박건태,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임철민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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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현장조사 현황

조사 기간 2014.04.17 ~ 04.24(08)

조사 항목 MBES, SBES, Chirp, CTD

연 구 원 박요섭, 김덕진, 김영준, 고지은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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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19.(토)

조사 항목 MBES, SBES, Chirp, CTD

연 구 원 박요섭, 김덕진, 김영준, 고지은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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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20.(일)

조사 항목 MBES, SBES, Chirp, CTD

연 구 원 박요섭, 김덕진, 김영준, 고지은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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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21.(월)

조사 항목 MBES, SBES, Chirp, CTD

연 구 원 박요섭, 김덕진, 김영준, 고지은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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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22.(화)

조사 항목 MBES, SBES, Chirp, CTD

연 구 원 박요섭, 김덕진, 김영준, 고지은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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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사 기간 2014.04.21 ~ 05.08(18), 05.13　~ 05.18(06)

조사 항목 MBES, Chirp, ADCP, SBES, SSS, Grab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건태,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임철민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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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24.(목)

조사 항목 MBES, Chirp, ADCP, SBES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건태,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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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25.(금)

조사 항목 MBES, SSS test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건태,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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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4.30.(수)

조사 항목 MBES, Chirp, Grab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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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5.01.(목)

조사 항목 Grab, SSS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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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5.04.(일)

조사 항목 MBES, SSS, Chirp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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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5.05.(월)

조사 항목 MBES, SSS, Chirp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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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5.06.(화)

조사 항목 MBES, SSS, Chirp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이승훈,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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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5.15.(목)

조사 항목 MBES, SSS, Chirp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임철민,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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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1호 현장조사 현황

조 사 일 2014.05.16.(금)

조사 항목 MBES, SSS, Chirp

연 구 원 정섬규, 장남도, 박요섭, 임철민, 유이선

조 사 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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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세월호 유속관측 관련 조선일보 기사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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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 현장 유속관측 근무자 사전 교육자료

[그림 7] 세월호 수색지원을 위한 유속관측 근무자 교육자료 

[그림 8] 세월호 수색바지 위치도 및 유속관측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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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고현장 수층별 유속관측을 위한 장비 및 설치

[그림 10] 세월호 유속관측 정점 현황 및 조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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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령수색바지선의 유속관측팀 컨테이너 내부 현황

[그림 12] 수색지원을 위한 유속관측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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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속관측팀 컨테이너 내부의 자료처리 컴퓨터 구성도

[그림 14] 수색지원을 위한 현장 바지의 KIOST 장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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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속관측시 잠수작업에 의한 유속 자료 불량 사례

[그림 16] 수색바지 보령과 팔팔바지간 유속관측 화면 전송장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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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수색바지내의 유속관측 자료 제공 위치

[그림 18] 팔팔 수색바지를 위한 유속관측 자료의 무선화면 전송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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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현장 바지에서 매 30분 마다 관측 자료의 야장 정리

[그림 20] 사고해역의 조류예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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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현장 유속관측 자료 도시화를 위한 자료 정리

[그림 22] 현장관측 유속과 조류예보표상의 유속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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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관측자료 도시화를 위한 그림의 근무 일자별 각종 설정 변경

[그림 24] KIOST 유속관측팀 콘테이너 외부에 관측 자료 결과 계시(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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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색지원을 위한 현장근무자의 기본 임부

[그림 26] 선박충돌에 위한 관측장비 파손 사례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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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상악화시 유속관측 장비 철수를 위한 작업 안내

[그림 28] 유속관측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WinRiver)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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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WinRiver 프로그램의 첫 실행화면

[그림 30] 유속관측 자료의 오차감소를 위한 ping 평균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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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WinRiver 프로그램의 각종 옵션 설정 및 변경

[그림 32] WinRiver 초기 화면상에서 Start Pinging을 위한 명령(F7)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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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tart Pinging을 실행하여 각종 명령어가 적용되는 화면

[그림 34] 잠수사를 위한 WinRiver 화면의 유속 및 수층 표출 방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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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WinRiver에서 수층별 유속을 관측화는 화면

[그림 36] WinRiver 프로그램의 주사용 명령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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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3차원 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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