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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은 해기사시험 관련 전문서적과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을 위
해 2013년 정기시험 4회에 준해 출제된 문제를 편집․정리한 것으로 시험을 준비
함에 있어서 개인의 수준을 확인하고, 시험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지침
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
을 양지하시고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한 것으로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정답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문제집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606-806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시험문제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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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의 문의사항 답변들은

2014년 03월 01일

자 법. 시행령에 근거된 것으로

해당 관련법. 시행령의 삭제 변경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해기사 시험에 대해 자주 문의되는 사항들
1. 필기시험에서 정기 / 상시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 정기 필기시험 (PBT)
정기시험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시행하며 문제지를 종이 (Paper Based Test)로 인쇄하여
나눠드리고 OMR답안지에 답안을 컴퓨터용 필기구를 이용하여 마킹하는 지면시험입니다.
◉ 상시 필기시험 (CBT)
지정된 시험장의 컴퓨터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마우스 이용하여 문제 풀이 진행됩니다.
( 응시지역 부산의 경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행정관 2층 CBT 시험장 내 컴퓨터로 시험 진행 )

상시 필기시험의 경우는

◎ 회당 수용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기간 중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 시 결제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접수 승인됩니다.

2. 해기사 시험에서 정기 / 상시의 시험시작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시험은 시험시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필기시험 시작시간은 전 직종 · 등급 오후 2시
◉ 상시필기시험 시작시간은 오전 시험은 10시 , 오후시험은 2시
◉

면 접 시 험 시작시간은 오전 시험은 10시 , 오후시험은 1시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의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3.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 직종‧등급의 시험은 1과목당 25분이 주어지며, 소형선박조종사 진위형(법규) 20문항
의 시험시간은 2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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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1.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주민등록증발급 확인신청서 中 하나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2. 필기구 : 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위한 용지가 지급됩니다.
(정기 시험의 경우는 컴퓨터용 싸인펜 필수 지참)
3. 계산기 : 단순 사칙연산만 계산되는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는 안됩니다.)

5.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까

시험접수 후 응시표상의 시험정보(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시간, 면허발급희망청)를 확인하셨
다면 시험당일 응시표는 반드시 출 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득이 응시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면, 시험당일 시험관리팀 또는 지역시험 집행본부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합 격 기 준

격

과목 당 100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단, 항해사의 법규과목은 필히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

불합격자 중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 단, 유효기간은 2년 )

합

7. 과목합격이란 무엇입니까

과목합격은 시험에는 불합격 하였으나, 응시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하여 그 일부 과목들에 대한 합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 시험을 응시하시는 경우 과목합격을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목합격 후 다음 시험 응시 시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 과목도 응시 가능하지만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에 응시하게 되면 과목합격 이력은 상실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8 -

Ⅱ

해기사 시험 접수

1.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 인터넷 접수
1. 자격검정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lems.seaman.or.kr/) 에서 응시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시험 응시자 본인 증명사진 이미지 JPG 파일 100kbyte 이하이며 크기가 가로 126
픽셀 × 세로 165픽셀인 jpg 파일)을 등록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3. 빨간 * 표시된 필수기재항목이 다 기재되어야 다음 화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등록

개인정보(사진포함)를 등록해야 인터넷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내원서 관리’ 메뉴에서 접수기간 이전에도 등록가능합니다.


원서접수
①

1.
2.
3.
4.

시험일정 선택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회차)를 확인
직종 및 등급 선택
응시지역 선택 (접수완료 후 지역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면허발급희망청 선택


원서접수
②

5. 면제요건 선택
- 면제요건이 있는 경우(본인에 맞는 사항에 체크)
- 면제요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
6. 시험형태 선택
- 필기, 면접 또는 필기와 면접동시(1․2급인 경우에 한함)


결제하기

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중 원하는 방식 선택


응시표출력

접수결과 확인하고 응시표 출력(시험장소, 시험시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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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 급수 별 접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직종 및 등급

수 수 료

1, 2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15,000원

3, 4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14,000원

5, 6급 항해 ․ 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3. 결제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방문
결제방법

∘ 현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우편
∘ 현금 결제

인터넷
∘
∘
∘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가상계좌)
핸드폰 결제

상시 필기시험의 경우는

◎ 수수료 결제 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결제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접수 승인됩니다.
◎ 우편, 방문 접수로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 공휴일 제외 )
4. 방문 및 우편접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 기재부분 작성, 서명완료된 응시원서 1부

2. 응시수수료

3.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 세로 4.5㎝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06-773)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정기 시험 /상시면접시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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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험 출제

1.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수는 각 과목당 25문항씩이니 참고
바랍니다.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5분입니다.
직종 및 등급

항해사

어선 항해사

과목 수

시 험 과 목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상선전문

5급

4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5급 한정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6급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어선전문

2.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은 모두 몇 문제입니까

소형선박조종사는 총 50문제 이며, 4지선다형 선택형 (항해, 운용, 법규, 기관) 25문제,
OX형 진위형 (항해, 운용, 법규, 기관) 25문제입니다. 단, 소형선박조종사 과목면제 교육
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경우 진위형 (법규) 20문제입니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신후 시험합격일로부터 3~5일 이후 시험 접수
시 선택하신 항만청으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선원건강진단서 1부, 사
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동력수상 레저기구조종 면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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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면허발급 및 시험합격 유효기간
1. 시험합격 이후 면허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신후 시험합격일로부터 3~5일 이후 시험 접수
시 선택하신 항만청으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발급신청서 1부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
• 선원건강진단서 1부(유효기간 : 일반검사 1년, 특수검사 2년)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 교육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면허취득교육, 필기시험 면제교육, 면허갱신교육, 면허재취득교육, 면허전환교육 등
•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에 공인받지 않은 경력)
선주인감증명서, 선박등록원부, 선박검사증서(해당자에 한함)
• 소지면허증(교류자), 구 면허증(면허재취득자)
• 무선종사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통신사 면허 신청자에 한함)
※ 지정교육기간 졸업자 신규면허 신청 : 졸업증명서, 승선실습증명서
※ 레저면허 소지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신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2. 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면허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필기시험합격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1‧2급 합격

4년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비 고
∘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 면접시험합격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1‧2급 합격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비 고
∘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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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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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항

해

1

회

]

1. 남북침로로 항해하는 중 자기컴퍼스에 큰
자차가 발생된 경우의 응급조치는?
가.
나.
사.
아.

B자석을 조정한다.
C자석을 조정한다.
경선차 수정자석을 조정한다.
D수정구를 조정한다.

2. 어떤 선박에서 원표방위법에 의해서 다음
표를 얻었다. 선수방위가 000˚일 때 자차는
얼마인가?

항해사 1급

4. Gyro rotor의 회전이 비정상으로 빠르거나,
늦은 경우 취하여야 할 대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나.
사.
아.

Supply voltage 조사
Carbon pile regulator의 작동점검
Motor generator의 회전점검
Follow-up armature의 취부위치 조정

5. 도플러 선속계(Doppler Log)에서 선수미 방
향의 속도를 구하는 다음 식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c는 수중에서 음속이다.
나. fs 는 송신 음파의 주파수이다.
사. θ는 선박의 경사각이다.
아. ff, fa 는 선수, 선미방향에서 수신한 음
파의 주파수이다.

가. 1˚E
사. 2˚E

나. 1˚W
아. 2˚W

3. 방위제진식 자이로컴퍼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가. 제진 세차운동은 북탐 세차운동에 대하여
1/4주기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다.
나. 북탐 세차운동과 제진 세차운동은 다같이
수직축의 회전운동을 억제한다.
사. 북위도에서는 로터축의 북단이 상승된 앙각
을 갖고 정지한다.
아. 남위도에서는 로터축의 북단이 하강된 부각
을 갖고 정지한다.

6. 다음은 지문항해에서 추정위치(estimated
position)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적합한 말들로 이루어진 것은?
" (
)에 대해 경과시간 동안 받은
(
),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수정하여
얻은 실제의 위치와 가까운 (
)를 추정
위치라 한다."
가. 추측위치 ― 해조류 ― 위치
나. 실측위치 ― leeway ― 진위치
사. 추측위치 ― leeway ― 진위치
아. 실측위치 ― 해조류 ― 위치
7. 아래 그림과 같이 침로 270˚로 항해 중 우현측
에 있는 L등대를 회항하여 000˚로 변침코자
할 때 등대를 정횡으로 볼 때마다 θ도씩 변
침한다면 선위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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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1급
가. 관측에 사용한 Sextant 기차의 부정확
나. 특수한 기상상태로 인한 안고차의 오차
사. 측정자의 개인차
아. 각 위치선이 갖고 있는 우연오차
11. 레이더 펄스 전파가 발사된 후 32해리에
있는 물표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소요
되는 시간은 대략 몇 ㎲인가?

가. 등대에 점점 접근한다.
나. 등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사. 등대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유지된다.
아. 변침각 θ의 크기에 따라 접근할 수도 있
고 멀어질 수도 있다.

가. 100㎲
사. 300㎲

나. 200㎲
아. 400㎲

12. 3cm파 레이더에 2.1미터 길이의 스캐너를
장치하면 수평 빔 폭은 몇 도인가?

8. 평면 항법상 두 지점간의 변위(ℓ), 변경
(DLo), 동서거(p), 침로(C), 항정(D)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약 0.5도
사. 약 1.5도

가. tan C = p / ℓ
사. p = D sin C

13. 레이더의 충격계수(duty cycle)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D = ℓ sec C
아. D = DLo sec C

9. 위치권(Position circle)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위치권은 천체의 고도가 같게 보이는 점의
자취이다.
나. 고도 60도인 천체를 관측하였다면 위치권
의 반지름은 약 1,800해리이고, 고도가 낮
은 천체를 관측하는 경우일수록 반지름은
감소한다.
사. 위치권 하나만으로는 선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선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천체에 의한 위치권이 필요하다.
아. 위치권 하나만으로는 선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으 므로 선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천체의 진방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10. 다음 중 천측 시 오차삼각형의 원인이 되
는 계통오차의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
나.
사.
아.

나. 약 1.0도
아. 약 2.5도

Pulse 폭과 Pulse 반복주기와의 비율
Pulse 폭과 Pulse 첨두전력과의 비율
평균전력과 첨두전력과의 비율
일정기간 중 동작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14. 본선이 10노트로 항해 중이다. 18시 00분
에 레이더로 정선수 방향 10마일에 물표를
탐지하였다. 18시 12분에 같은 방향 8마일
에 탐지하였다면 이 물표의 실제 속도는
얼마인가?
가. 0 노트
사. 10 노트

나. 5 노트
아. 15 노트

15. 레이더 물표의 등가 반사면적(equivalent
echo area)이란 무엇인가?
가.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나타내는 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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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의 대권면적
나.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얻을 수 있는 도
체로 된 직육면체의 표면적
사. 물표의 투영면적
아.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나타내는 코너
리플렉터의 단면적
16. 레이더의 방위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영상 확대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
립된 소형물표인 경우는 물표의 중앙을 잰다.
나. 반사성능이 좋은 물표는 영상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신감도를 낮추어 잰다.
사. 스캐너 취부불량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때는
선수미 방향에 있는 정확한 물표의 방위를 측
정하여 오차를 교정한다.
아. 물표 끝단의 방위를 잴 경우에는 수평 빔 폭
만큼 안쪽에 방위선을 맞추어 잰다.
17. ARPA에서 진벡터 표시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 풍압차가 클 때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대수 안정 Mode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
유는 무엇인가?
가. 타선의 대지 진항적을 나타내므로
나. 타선의 시각적 단면(Visual aspect)를 나타내므로
사. 육지의 반사파가 풍압차에 관계없이 정지 상태로
나타나므로
아. 풍압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18. Loran-C의 송신국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체인(Chain) 형태이다. 이러한 체인을 식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인 명칭은 다음 중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
가. 군펄스송신주파수
사. 펄스반복률

나. 군펄스반복주기
아. 펄스반복주기

19. GPS의 변조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항해사 1급

가. C/A 신호는 1,227.6MHz와
1,575.42MHz의 두 주파수를 이용한다.
나. P 신호가 C/A 신호보다 정도가 좋다.
사. C/A 신호는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아. P 신호는 1,575.42MHz만을 이용한다.
20. 다음 중 감속운전을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가.
나.
사.
아.

운항비가 고정비보다 높은 경우
고정비가 운항비보다 높은 경우
감가상각비가 운항비보다 높은 경우
연료비가 항비보다 높은 경우

21. 3,600해리를 15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는데
250톤의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이 같은 거
리를 18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면 얼마의 연
료가 소비되는가?
가. 약 300톤
사. 약 420톤

나. 약 360톤
아. 약 480톤

22. 다음은 동계 북동계절풍(NE Monsoon)시
기에 출항항 Singapore항에서 도착항
Busan항 간의 대양항로의 개략적인 통과지
점 및 통과해역에 관한 것으로서 가장 적
합한 통과항로는 어느 것인가?
가. Pulau-pulau Anambas - Prince Consort
Bank - Macclesfield Bank - West Coast
of Taiwan
나. Pulau-pulau Anambas - Prince Consort
Bank - Macclesfield Bank - Bashi
Channel
사. Pulau-pulau Anambas - Prince Consort
Bank - Macclesfield Bank - Balintang
Channel
아. Pulau-pulau Anambas - East Coast of
Vietnam - Macclesfield Bank - Bashi
Channel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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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북태평양 항로의 Unimak Passag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여름철의 짙은 안개를 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한다.
나. 대권항로로 서항할 때 강한 편서풍을 피하
기 위하여 주로 이용한다.
사. 북위 40도 부근의 강한 편동풍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한다.
아. 대권항로로 서항할 때 알류샨 해류를 이용
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한다.
24. 다음 중 북인도양(North Indian Ocean) 항로
에서 예상되는 하계 기상상태는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북동풍 풍력계급 약 4~6
북풍 풍력계급 약 5~6
남서풍 풍력계급 약 5~6
남동풍 풍력계급 약 3~5

25. 인도 남단을 돌아 홍해 사이의 항로 선정상 고
려해야 될 해류의 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도양 동안의 해류는 통상 계절풍에 의해서
좌우된다.
나. 11~1월의 아라비아해에서는 북동계절풍에
따른 편서류가 흐르고, 아프리카 연안 부근
에서는 동안류가 된다.
사. 5~11월은 남서 계절풍에 따른 편동류가 통
상 흐르고 아프리카 동안류는 북류가 된다.
아. 1~2월경의 아프리카 북동쪽 아덴만 입구의
해류는 유속이 7 노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된다.

[ 운

용

]

1. 선박이 전진속력을 갖고 선회할 경우 Pivoting
point의 위치는 대략 어디에 존재하는가?
가. 일반적으로 선미로부터 선박 길이의 1/4
전방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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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체 길이의 중앙부 지점
사. 선체의 무게 중심점
아. 선속과 선령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선수로
부터 통상 선박 길이의 1/3 ~ 1/4 후방에
위치
2. 추진기익에 걸리는 횡압력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선체의 전진 또는 후진 속력이 약할 때 상
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나. 선체의 전진 또는 후진 속력이 클 때 상대
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사. 선박의 이동 속력과는 관계가 없다.
아. 추진기가 돌기 시작할 때는 거의 없다.
3. Squatting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협수로 통항 중 특히 Deep draft 선박이
천수지역을 항행할 때 선체가 침하하는 현
상
나. 선체가 파를 선수에서 받고 항주할 때 파의
충격으로 짧은 주기로 선체가 급격하게 진
동하는 현상
사. 선미 추종파가 선미를 크게 덮치는 현상
아. 추월 중인 두 선박간에 발생하는 흡인 배척
작용
4. 다음 중 외선식 고정피치 쌍추진기선의 추
진기 및 타사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은?
가. 선체 전진상태에서 선수 좌회두를 하기 위
하여 좌현기관은 전진기관, 우현기관은 후
진기관을 발령하면서 우전타한다.
나. 선체 전진상태에서 선수 좌회두를 하기 위
하여 양현기관을 후진하면서 좌전타한다.
사. 선체 정지상태에서 선수 우회두를 하기 위
하여 우현기관은 후진기관, 좌현기관은 전
진기관을 발령하면서 우전타한다.
아. 선체 후진상태에서 선수 우회두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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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현기관은 전진기관, 좌현기관은 후
진기관을 발령한다.
5. 전방 부두에 계선된 선박의 바로 뒤쪽에 본
선을 입항자세로 계선하고 싶다. 일반적으
로 제일 먼저 내어 주어서 이용하는 계류
삭은 어느 것인가?
가. Bow line
나. Fore spring line
사. After spring line 아. Fore breast line
6. 선박조종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가. 전진 속력이 상당히 있을 때는 선수가 풍하
쪽으로 밀린다.
나. 후진 시 선미가 풍상쪽으로 향하려고 한다.
사. 선속이 저속이거나 타력 진행시는 타효가
없어지고 선수가 풍하쪽으로 밀린다.
아. 정지 중일 때는 정횡 후방 10˚~ 20˚ 방향
에서 바람을 받으며 표류한다.
7. 일반적으로 종요주기가 횡요주기보다 짧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가.
나.
사.
아.

종 메타센터의 높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횡 메타센터의 높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횡축 주위의 활동반경이 크기 때문이다.
선수미축의 높이가 적기 때문이다.

8. 자유표면을 갖는 상자형 Deep Tank(길이
12m,폭 10m)를 가진 선박이 비중 1.0의 담
수에서 배수량 1,000톤으로 떠 있을 때 자
유표면의 영향을 무시한 KG는 5.67m이었
다. 이 Deep Tank에 담수를 적재할 경우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KG는 얼마인가?

가. 5.17m 나. 5.67m 사. 6.67m 아. 7.17m

항해사 1급

Ballast water를 적재하여 4˚경사하였다. 좌
현 DBT에 얼마를 적재하여야 직립할수 있
는가? (단, GM = 1m, tan4˚ = 0.07,
cos4˚ = 0.998, 각 Tank의 중심위치 :
Center line으로부터 5m)
가. 약 170 톤
사. 약 510 톤

나. 약 340 톤
아. 약 680 톤

10. 기압경도력과 원심력 두 힘이 평형을 이루
어 부는 선형풍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가.
나.
사.
아.

태풍 중심 부근의 강풍대
저기압 내의 전선부근
저기압의 난역 내
500hPa에 상당하는 고도의 상층 대기

11. Buys-Ballot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북반구에서 바람을 등지고 양 팔을 좌우로
벌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왼팔의
20°~ 30°방향에 있다.
나. 북반구에서 바람을 안고 양 팔을 좌우로 벌
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왼팔의
30°~ 40°방향에 있다.
사. 북반구에서 바람을 등지고 양 팔을 좌우로
벌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오른팔의
20°~ 30°방향에 있다.
아. 북반구에서 바람을 안고 양 팔을 좌우로 벌
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오른팔의
30°~ 40°방향에 있다.
12. 태풍 내습 시 최대 이상조위 발생 조건으
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나.
사.
아.

태풍 중심이 만 입구를 통과할 때
태풍이 해안선에 직각으로 접근할 때
태풍이 해안선에 평행하게 접근할 때
태풍 중심의 통과와 만조시간이 일치할 때

9. 배수량 24,000톤인 선박의 우현 DBT에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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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류권의 중층에 해당하며 편서풍이 잘 나
타나 지상 저기압의 진로 해석에 가장 유
용한 기상도는?
가. 300hPa 기상도
사. 700hPa 기상도

19. IAMSAR상의 부채꼴 수색방식에서 최초 수
색을 종료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몇 도 회
전하여 재수색을 시작하는가?

나. 500hPa 기상도
아. 850hPa 기상도

14. 디젤기관에서 이상적인 배기가스의 색깔은?
가. 무 색
사. 약간 검은색

나. 흰 색
아. 약간 노란색

15. 2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크랭크
크랭크
크랭크
크랭크

축이
축이
축이
축이

1회전할
2회전할
4회전할
8회전할

때
때
때
때

1회
1회
1회
1회

연소하는
연소하는
연소하는
연소하는

사. 안전 묘박지의 확보 여부
아. 화물의 종류 및 화주와의 계약 내용

기관
기관
기관
기관

16. 좌안(Beaching) 시키는 방법에서 해저의
경사나, 또는 선수트림으로 인하여 선수선
저부가 먼저 해안에 접촉하는 것을 무엇이
라 하는가?
가. Beaching stern-on
나. Beaching forward

가. 우측으로 15도
사. 좌측으로 15도

나. 우측으로 30도
아. 좌측으로 30도

20. 구명정 진수 시 본선의 조치와 관련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먼저 본선을 Heave to 하여 Rolling을 감
소시키면서 풍하측 구명정을 진수한다.
나. 구명정에 Skate가 없으면 매트리스 등으로
대치한다.
사. Toggle line을 가능한 한 선미의 뒤쪽 멀
리까지 내어잡는다.
아. 본선이 Rolling을 하는 경우에는 Frapping
line을 잡고 구명정을 서서히 내어주면서
하강한다.
21. 인명구조법 중 Drifting Method에 사용되
는 장비가 아닌 것은?

사. Beaching bow-on
아. Beaching forecastle

가. Rescue Basket

나.Life Net

사. Jacob's Ladder 아. Breeches Buoy
17. 좌초선 저촉부의 뻘, 모래, 자갈 등을 불어
내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Scouring
사. Shoring

나. Blasting
아. Blowing

18. 선장이 본선의 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태
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주변 환경으로
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해안이나 여울의 근접 여부
나. 날씨 및 해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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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추구하는 목표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가. 생산성 향상
사. 인간성의 발휘

나. 노동조건의 개선
아. 질서체계의 유지

23. 선장은 충분한 승선경력을 갖고 적합한 안
전훈련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자(Safety
officer)로 지정하여 승무원의 안전 전관리
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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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승무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자세의 제고
나. 안전작업 실무수칙을 포함하여 안전지침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도록 독려
사. 선내의 작업조건 또는 작업실무상의 모든
안전사고를 조사
아. 발생된 모든 사고를 선사와 해양항만관청에
보고
24. 교육훈련의 방법 중 직장 내 훈련(OJT)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가. 상·하급자간에 이해와 협조정신을 촉진시킨다.
나. 다수의 인원에게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 훈련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유발을 시
킨다.
아. 일을 하면서 훈련하므로 비용이 적게 든다.
25. 검역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불
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며칠 이내에 검역소장에게 이의를 제기
해야 하는가?
가. 30일

[ 법 규

나. 60일

사. 90일

아. 120일

항해사 1급

가. 선원이 승선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일시보상을 하고 보상책
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아. 선장이 해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경우
3. 선원법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의 직무 수행을 위
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출항 전에 선박의 감항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에는 선박을 직접 지
휘하여야 한다.
아.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양하 작업 중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안전법상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
국선박의 시운전을 위하여 받아야 되는 검
사는?
가. 임시검사
사. 특별검사

나. 임시항해검사
아. 국제협약검사

]
5. 선박안전법상 선령의 계산과 관계 있는 것은?

1. 다음 중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을 잘못
기술한 것은?
가. 범선은 돛을 줄여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항로 안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
다.
사. 정박 중인 선박을 선수우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
다.
아. 우선피항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해양항만관청에 신
고하여야 할 경우는?

가. 선박건조 착수일
사. 진수일

나. 검사 합격일
아. 선박 등록일

6.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
의 원인 규명 시 참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도선사의 과실인지 항해사의 과실인지의 여부
나.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가의 여부
사. 선박 승무원의 인원수, 자격, 기능, 근로 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가의 여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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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 재질, 공작이나 선박
의 의장, 성능 등이 관계 법령에 합당하였는
지의 여부

10. 해양사고 당시의 약정 구조료의 변경 청구
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
은?

7.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양사고 당시에 구조료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나. 구조료액이 현저하게 부당하여야 한다.
사. 법원이 구조료 변경의 청구를 받아야 한다.
아. 조난선의 선원이 자선을 구조할 일반적인
구조의무가 있어야 한다.

가. 모든 플라스틱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폐기물이 다른 처분요건의 적용을 받는 배
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
한 쪽의 요건을 적용한다.
사. 화물창 안의 부유성 있는 화물보호재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아.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
상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8.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 화물 펌프실의 선
저폐수를 배출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가. 기름의 순간배출율이 1해리당 60리터 이하
일것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
에서 배출할 것
사. 1항해당 배출총량이 전 항차에 적재된 화
물총량의 5만분의 1 이하일 것
아. 배출되는 기름 중의 유분이 희석치 않고
100ppm 이하일 것
9. 선박과 운임 그리고 그에 부수한 채권에 대
하여 우선특권이 적용될 경우에 이 우선특
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나.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
로 인한 채권
사.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
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아.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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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바르게 기술
한 것은?
가. 누구든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
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관하여는 이 법
에 규정한 것에 따르지 않고 선박안전법에
따라야 한다.
사. 해사안전법은 개항에서 개항질서법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
아.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은 개항질서법에
의거한다.
12. 해사안전법상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
리는 다음 중 누가하는가?
가. 국립해양조사원
사. 국토해양부장관

나. 해양경찰청장
아. 지방해양항만청장

13. 트롤 이외의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은 어
구가 선박으로부터 수평으로 (
)미터
이상 뻗어 있을 때에는 그 어구 방향으로
전주를 비추는 (
) 1개를 표시해야 한
다. (
) 안에 적합한 것은?
가. 150, 백등
사. 200, 백등

나. 150, 홍등
아. 200, 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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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원의 상무"에 대
한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원의 해기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
인 기술과 능력을 말한다.
나. 통상적인 선원의 기술을 말한다.
사. 관련된 상황을 고려한 후에 결정되는 사실문
제이다.
아.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적용규정에 관하
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이 규칙은 항행선박이 항행 가능한 모든 수
역에 적용한다.
나. 선박이 집단으로 어로 작업을 할 때 특례규
정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 국제해사기구의 통항분리방식을 이 규칙에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 이 규칙은 각 체약국이 제정한 특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레이더를 사용 중인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나.
사.
아.

레이더 거리 눈금에서 오는 제약
사용하는 레이더의 수
해면의 상태
레이더 장비의 특성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narrow
channel) 항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안개 등에
의하여 시정이 나쁜 때에도 오른쪽 통항법
칙을 지켜야 한다.
나. 좁은 수로에 있어서 추월의사표시는 상호
시계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 굴곡부의 수로폭이 좁아서 두척의 선박이
동시에 통과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역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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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아.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은 자선의 흘수에 적
합한 가항수역을 항행하기 위해 수로의 좌
측을 통항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두 선박에
서 모두 우현 변침하도록 요구되는 때는?
가. 두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때
나. 두 척의 동력선이 교차하는 때
사. 두 척의 범선이 같은 현측에 바람을 받고
교차하는 때
아. 동력선과 범선이 마주치는 때
19. 무중에 약 5초간의 급속한 호종(bell)의 연
타와 그것에 잇달아 약 5초 동안 급속한 징
(gong) 신호에 부가하여 기적에 의한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의 신호를 들었다.
이는 다음 어느 선박에서 울리는 신호인가?
가.
나.
사.
아.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정박 중인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
정박 중인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20.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룹을 이루어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
박은 (
)와 그의 (
)에(
)을
표시하여야 한다. (
)안에 적합한 것
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나.
사.
아.

선미등
예선등
황색등
황색등

1개,
1개,
1개,
1개,

앞쪽끝,
뒷쪽끝,
앞쪽끝,
뒷쪽끝,

현등 1쌍
백등
백등
현등 1쌍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주간에 대부분이
물 속에 잠기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끌
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에는 (
)
하나를 표시하고, 예인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면 전단부에 (
) 하나를 부가하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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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여 달아야 한다. (
) 안에 적합한 것
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 상호 시계 내에 있는 상태
아. 제한된 시계에 있는 상태

흑색
흑색
흑색
흑색

[ 영

구형 형상물, 흑색 구형 형상물
마름모꼴 형상물, 흑색 원통형 형상물
마름모꼴 형상물, 흑색 마름모꼴 형상물
원통형 형상물, 흑색 구형 형상물

어

]

1. Select an incorrect one.
가.

22. 수면비행선박은 이수, 착수 및 수면에 가
깝게 날때는 (
)를비추는 (
) 하
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안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나.
사.
아.

전주,
진로,
전주,
진로,

고광도
고광도
고광도
고광도

백색
황색
홍색
녹색

섬광등
섬광등
섬광등
섬광등

23. 녹색전주등 3개를 앞쪽 마스트 꼭지 부근
1개, 앞쪽 야드 (Fore yard) 양쪽 끝에 각
각 1개씩 켜 놓은 선박은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가. 준설작업
사. 소해작업

나. 잠수작업
아. 항로표지작업

24. 트롤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은 2개의 전주등
을 수직으로 표시하되, 위의 것은 (
)
이고, 아래의 것은 (
)이어야 한다.
(
) 안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녹등, 백등
사. 홍등, 녹등

나. 홍등, 백등
아. 녹등, 홍등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동력선이 조종신
호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 모든 시계상태
나. 특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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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drft : The height from the
waterline to the highest of the vessel.
나. Beach : To run a vessel up on a beach
to prevent its sinking in deep water.
사. Blind sector : An area which can be
scanned by the ship's radar because it
is
shielded
by
parts
of
the
superstructure, masts, etc.
아. Capsize : To turn over.
2. Select a proper word or phrase to fill the
blank in the following sentence.
"A routeing measure comprising a
separation point or circular separation
zone and a circular traffic lane within
defined limits is called a (
)."
가. circular route 나. rotary route
사. roundabout
아. circulartraffic lane
3. Select the correct one for IMO SMCP.
Captain : "How much cable is out?"
Chief Officer : "Three shackles are in
the water, sir." Captain : "(
) the
cables four shackles in the water."
가. Walk out
사. Walk back

나. Let out
아. Slack out

4. Select one which is not appropriate in its
expression.
가. Take fire patrols.
나. The hose to hydrant is w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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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The water pipe is blocked.
아. Clear the fire dampers.

가. rescue signal
사. retreat signal

5. Select one which is not appropriate in its
expression.
가. Switch over bilge pumps from number
one to number five.
나. Rope off flooded area.
사. Stand by all anchors for letting go.
아. What is the reflash signal for rescue
boat?
6. Select the most appropriate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sentence.
"귀선은 전방에 있는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 You are making closer to the
ahead of you.
나. You are getting closer to the
ahead of you.
사. You are becoming closer to the
ahead of you.
아. You are going closer to the
ahead of you.

vessel

나. muster signal
아. RCC signal

9. This is the course directed by the
On-Scene
Coordinator
or
other
authorized person to be steered at the
beginning of a search. What is this?
가. Starting course
사. Initial course

나. Search course
아. Directed course

10.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Officer: Fire is extinguished.
Captain: Check the fire area every five
minutes for re-ignition and report. And
rope (
) the fire area for
security.
가. in

나. off

사. for

아. on

vessel

11.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A sequenced radiobeacon is one that
(
).

vessel

가.

vessel

7. Select the correct one.
Port Control: I can not (
) you on
my radar. Say again your position to
(
) identification.
가. put, find
사. draw,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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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ocate, assist
아. see, draw

8. "This is a kind of signal with sound,
visual or other methods to a
team ordering it to return to its base in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
What is this said ?

transmits for one minute at one
frequency and then shifts to another
frequency for the next minute
나. shares the same transmitting frequency
with other stations and transmits
intermittently
사. provides a range and a bearing when
used with a calibrated RDF receiver
아. must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
continuous radiobeacon to obtain a LOP
12.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Magnets in the binnacles of magnetic
compasses are used to reduce the
effect of (
).
가. deviation

나. variation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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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local attraction

아. all of the above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re are also pennant-shaped flags in
communications at sea for numbers,
and a long pennant, known as an "(
)" or "code" pennant.
가. alphabet
사. questioning

나. answering
아. repeating

14. Which is incorrect one regarding the
bareboat charter?
가. The ship is acquired for a period of
time.
나. The full burden of operation is
transferred from the owner
to
the charterer.
사. The ship must be seaworthy and fully
equipped at the time of delivery to the
charterer.
아. The ship owner must man the ship and
purchase, stores and food.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means a charter party in
which neither the nature of the cargo
nor the part(s) of destination is to be
specified."
가. Bare boat charter
사. Voyage charter

나. Time charter
아. Open charter

16.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for the discharge standards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가. The ship is proceeding en route at a
speed of at least 7 knots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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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lf-propelled ships.
나. Discharge is made at a distance of not
less than 12 nautical miles from the
territorial boundary of nearest country.
사. Discharge is made below the waterline
through the underwater discharge
outlet.
아. Discharge is made in a place of which
depth of water is not less than 25
meters.
17. Select correct one.
You are on the bridge at night. You see
ahead of you the following lights of a
ship, a power-driven vessel over 50
metres long. What situation given below
describes the course of the ship you
have sighted? "Two white lights one
above the other in a line, a red light
and a green light." She is:
가.
나.
사.
아.

a
a
a
a

ship
ship
ship
ship

going directly away from you.
crossing from right to left.
coming directly towards you.
crossing from left to right.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from any cause, the vessel
required to keep her course
and speed finds herself so (
) that
collision cannot be avoided
by the action of the give-way vessel
alone, she (
) take such
action as best aid to avoid collision."
가. close, shall
사. fast, should

나. close, will
아. fast, must

19.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for the 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I-1 of S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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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가. The ship's identification number shall be
permanently marked in a visible place.
나. The Continuous Synopsis Record shall be
kept on board the ship and shall be
available for inspection at all times.
사. The ship's identification number shall be
marked for of all passenger ships
and cargo ships of 300 gross tonnage
or upwards.
아. The Continuous Synopsis Record is
intended to provide an on-board record
of the history of the ship.
20.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type of
ships enumerated in the certificate of
Document of Compliance an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가.
나.
사.
아.

Passenger high-speed craft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Fishing vessel
Cargo high-speed craft

21.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When a ship departs from a port
situated on a river or inland waters,
deeper loading shall be permitted
corresponding to the weight of fuel and
all
other
materials
required
for
(
) between the point of
departure and the sea.
가. loading
사. consumption

나. discharging
아. dumping

22. Choose the correct one.
"The purpose of a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to reimbur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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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ed for a los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an
insured peril. To suffer a loss the
assured must have (
) in the
insured property exposed to peril."

가. a claim
사. a demand
23.

나. a damage
아. an interest

This is a charter party clause
prescribing the charterer's liability to
cease when cargo is shipped and the
B/L signed except as regards payment
of freight, dead freight and demurrage
(if any) at loading port.
What is this clause?

가. Both to blame clause 나. Cesser clause
사. New Jason clause
아. Local clause
24.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Large
owners
sometimes
avail
themselves of (
) whereby their
entire fleet is covered under one policy."
가. hull insurance
나. fleet insurance
사. disbursement insurance
아. cargo insurance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Proposals for the extension put forward
by the Canadian government having met
with no objection from the convention
countries, extension came into (
) on
25th February."
가. contact
사. noticed

나. force
아. agree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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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선 전 문

]

가. 선박의 냉동장치로부터의 누설
나. 화물 구역의 부적절한 청소

1. 다음은 LNG용 Pump와 관련된 특징을 설명
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LNG용 Pump는 Tank 최저부에 설치하여
야 한다.
나. 일반 Pump와 같이 흡입압을 진공으로 하
여 Pump 밑의 액을 흡입할 수 없다.
사. LNG는 Tank 내에서 거의 대기압의 포화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아. LNG용 Pump는 초저온에 견딜 수 있도록
Al합금, Copper강의 재질로 되어 있다.
2. 일반 선박에서 Tackle에 걸리는 하중계산
시 사용하는 Sheave의 마찰력 계수는?
가. 전 하중의1/4
사. 전 하중의 1/8

나. 전 하중의 1/6
아. 전 하중의 1/10

3. 만재배수톤 40,000 K/T의 선박이 비중
1.005인 강물에서 만재흘수선까지 만재하
였다. 동일한 만재흘수를 적용한다고 할 때
표준해수 중에서는 몇 K/T의 화물을 더 적
재할 수 있는가?
가. 220 K/T
사. 796 K/T

호깅 또는 새깅의 영향
선체의 롤링에 기인하는 화물이동
풍파로부터 화물의 보호
화물이 양화될 항구

5. 과일을 냉장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양화항
에서 과일에 손상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
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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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재 전의 부적절한 취급
6. 석탄의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발화현상은 적재 후, 대부분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나. 젖은 석탄은 마른 석탄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사. 석탄은 공기 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메탄과 반응하여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아. 캐낸 시간이 짧은 석탄일수록 위험하다.
7. 케미컬 탱커의 온도제어방식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열장치로는 일반적으로 Heating Coil을
사용한다.
나. 특정화물인 경우 가열관장치의 사용과 간접
가열 방식이 있다.
사. 냉각장치는 37.8℃(100˚F) 때의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화물에 설치 가동한다.
아. 냉각방식에는 간접냉각방식과 Water spray
방식이 있다.

나. 420 K/T
아. 996 K/T

4. 다음 중 갑판적 화물의 적재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가.
나.
사.
아.

사. 부적절한 습도에서의 운송

8. 국제복합운송의 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지되, 각
운송구간마다 기존의 책임원칙을 적용시키
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나.
사.
아.

Flexible liability system
Uniform liability system
Single liability system
Network liability system

9. 용선계약서의 책임중단 약관 (Cesser
Clause) 과 관계가 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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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주의 경매권
사. 용선자의 유치권

나. 선주의 유치권
아. 선주의 면책

10. B/L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운송인의 화물 부족
에 대한 책임유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F.I.O. 조건에서는 면책이다.
나. Berth Term만 책임이 있다.
사. 하역을 운송인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면책
이다.
아. 수량이 부족하면 일단 운송인의 책임이다.

항해사 1급

14. 운송가치설의 기준이 되는 운임률은?
가.
나.
사.
아.

Differential Rate
All Kinds Rate
USMC Rate
Spot Rate

15. 해상보험에서 적용되는 담보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항해제한담보는 묵시담보이다.

11. 투하(Jettison of cargo)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가. 갑판적 화물이 파랑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나.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한 경우
사.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화물을 투하한 경우
아. 관습적으로 갑판적 화물을 투하한 경우
12. 1968 Hague-Visby규칙상 화물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 선박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
야 하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가. 선장, 선원의 선박 운항상의 항해과실일 경우
나. 발항 당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시
사. 상당한 주의를 하여서도 발견하지 못한 숨은
하자
아. 해상 특유의 위험 및 재해
13.

운송계약에서 운임지급을 freight in
advance 조건으로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
로 어느 화물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하
여야 하는가?

가. 선적지 선적량
나. 양하지 선적량
사. 선적량과 양하량의 차이
아. 선적량과 양하량의 평균량

나. 선비담보는 명시담보이다.
사. 내항담보는 명시담보이다.
아. 적법담보는 명시담보이다.
16. 선박보험약관 중 선박 항해상의 위험변동
요인이 되는 선박의 매도와 관리권의 이전
을 제한 혹은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약관은?
가. 항해약관

나. 담보위반약관

사. 계속약관

아. 종료약관

17. STCW협약상 선박에서의 당직근무에 대한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관청
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가. 자격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
나. 훈련 및 평가와 품질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
용한다.
사.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식기간을 설정하고 엄
격히 시행하도록 한다.
아. 자동조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18. STCW협약에서 Look-out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의 제5조
에 따라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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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경계자는 경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할당 받아서는 안된다.
사. 경계자와 조타자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지
만, 조타자는 조타 중에 경계자로 간주할
수 있다.
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해당직의
구성이 적합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상,
기상상태, 해상교통량, 시정, 선박기능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다음은 도선사 승하선장치에 대한 규정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가. 건현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결합사다리
(Combination ladder)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선체중앙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직경 28mm 이상의 두 개의 맨로프, 자기
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 히빙라인 등을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아. 도선사 출입용 현측문은 바깥쪽으로 개방되
지 않아야 한다.
20. MARPOL 73/78 협약상 X류 유해 액체 물
질을 적재한 탱크는 예비세정 후 수용시설
로 양하하고 그 후 탱크에 주입한 물은 다
음 조건이 충족되면 해양에 배출할 수 있
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자항선인 경우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 중일 것
배출량이 탱크 용적의 100분의 1 이하일 것
최대배출률 미만으로 흘수선 하에서 배출할 것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진 수심
25m 이상의 해역에서 배출할 것

21.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육상당국으로부터 추정점의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추정점을 추정하여 구조선 및 적
절한 (
)에게 이 정보를 통보하는 것은
(
)의 책임이다.’ (
)안에 적합한 것
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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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RS, RCC
사. OSC, CSS

나. CRS, CSS
아. CSS, RCC

22.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해
상 이동체에서발신한 신호를 항공기가 이해
하지 못한 경우, 이동체에서 보내는 신호는?
가. 항공기의 날개를 흔든다.
나. 항공기가 날개를 흔들지 않고 직선 수평으
로 비행한다.
사. 트로틀을 개폐한다.
아. 신호등으로 모스 신호 R을 발광한다.
23. MARPOL 73/78협약에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IOPP C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협약 당사국 정부는 타 당사국 주관청의 의
뢰가 있을 때 당해 선박을 검사한 후 이 증
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협약 당사국 정부는 비 당사국 선박에 대한
증서 발급을 어느 한 당사국 국가에 의뢰하
여 발급할 수 있다.
사. 타 당사국의 의뢰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도
당해 선박의 주관청이 발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이 증서는 발급국의 공용어로 작성하되, 사
용되는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본문에 이들 언어 중 어느 하나
의 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다음은 ISM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심
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선박의 안전운항과 오염방지 활동이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따르고 있는지 회사 자체
적으로 실시하는 심사이다.
나. 정기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서
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사. 내부심사자는 회사의 규모와 특성이 허락하
는 한 피심사부서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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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부심사 및 검토결과는 관련분야에 책임이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지되어야 한다.
25. ILO 협약에서 선원설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갑판은 승인된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하며,
그 표면은 습기가 잘 통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벽의 표면은 필요할 때에는 바꾸거나 수리
하여야 한다.
아. 침실과 식당에 있어서의 벽의 표면 및 천정
은 석회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 선 전 문

]

1. 어획물의 사후 변화과정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 사후 경직 → 해당
해경 → 부패
나. 해당 작용 → 해경
경직 → 부패
사. 해당 작용 → 사후
소화 → 부패
아. 해경 → 사후 경직
소화 → 부패

항해사 1급

가. 수분 함유량은 적색육이 백색육보다 많다.
나. 단백질은 수분 함유량을 뺀 고형물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
사. 탄수화물은 패류보다 어육에 적다.
아. 수분 함유량은 육상 동물육에 비해 조금 많다.
4. 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어획물을 손
쉽게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빙장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빙장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수빙법
사. 냉장 침지법

나. 냉각해수 침지법
아. 일반 빙장법

5. 배수톤수 4,900톤의 어선에 있어서 A.P.T.
에 100톤의 해수가 자유표면을 이루고 있
다. GM의 감소량은 약 얼마인가? (단, 탱
크의 길이 4m, 폭 10m, 구획은 2구획으로
등분되어 있다.)

작용 → 자가 소화 →
→ 자가 소화 → 사후
경직 → 해경 → 자가
→ 해당 작용 → 자가

2. 어획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장 효과적인 처리 방법은?
가. 어종별, 크기별로 선별한다.
나.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세
척한다.
사. 선별 후 비닐 봉지에 넣어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한다.
아. 상자에 넣어 직사 광선을 피하여 그늘에서
보관한다.
3. 다음 중 어패육의 성분 조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0.017m
사. 0.17m

나. 0.012m
아. 0.12m

6. 수선간장 68m의 선박에서 부면심은 선체 중
앙에서 1.00m 후방에 있고, 매 cm 트림
moment는 24.0m·ton이다. 부면심에서 17m
후방에 있는 No.3 Tank의 해수 30톤을 부면
심에서 15m 전방에 있는 No.2 Tank로 옮겼
을 때의 트림 변화량(cm)을 구하면?
가. 0.025cm
사. 25.6cm

나. 22.5cm
아. 40.0cm

7. 길이 10m, 폭 4m, 깊이 2m의 상자형의 선
박이 평균흘수 0.8m로 해상(비중 1.025)에
떠 있다. 선박을 1.5m까지 가라앉히는 데
필요한 무게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가. 18.7톤
사. 38.7톤

나. 28.7톤
아. 48.7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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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빙장한 어상자를 저장하는 어창 안의 온도
는 세균의 발육과 효소작용의 저지 및 단
백질의 변성억제 등의 조건을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온도와 습도는?
가.
나.
사.
아.

0℃
0℃
0℃
0℃

~
~
~
~

4℃, 90 ~ 95%
4℃, 60 ~ 70%
10℃, 90 ~ 95%
10℃, 60 ~ 70%

9. 어선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냉동장치는?
가. 증기압축식 냉동기
사. 전자식 냉동기

나. 유압식 냉동기
아. 전기식 냉동기

아. 수리하기 편리하다.
14. 여섯 폭짜리 트롤 어구의 전체 부력이 정
해졌을 때 천장망에 할당되는 부력의 일반
적인 비율은?
가. 10 ~ 15 %
나. 20 ~ 25 %
사. 30 ~ 35 %
아. 40 ~ 45 %
15. 정격출력 4,000마력인 트롤선에서 예망 효
율은 0.3 정도이다. 예망 속도가 2m/sec
일 때 상용 예망력은 대략 얼마이겠는가?
가. 28 톤

나. 30 톤

사. 32 톤

아. 34 톤

16. 선미식 트롤에서 8자 링은 어디에 꿰어 있는가?
10. 그물코의 뻗친 길이가 30.3 센티미터일 때,
그 절수는 얼마인가?
가. 1

나. 2

사. 3

가. Warp
사. Net pendant

나. Otter pendant
아. Hand rope

아. 4
17. 어군 탐지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1. 건착망 그물감의 요건으로서 특히 요구되
는 것은?
가. 유체저항이 클 것
나. 비중이 클 것
사. 항장력이 작을 것
아. 아래쪽 그물감의 코가 위쪽보다 작을 것
12. 어구 재료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탄성은 클수록 좋으며 신장은 적당한 것이 좋다.
어구재료의 유연성은 클수록 좋다.
인장하중에 대한 내성이 클수록 좋다.
마찰에 잘 견뎌야 한다.

13. 관통 그물감의 장점은?
가. 침강력이 크다.
나. 편망능률이 좋다.
사. 유수저항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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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 주파수가 높을수록 음파의 감쇠는 작아
진다.
나. 펄스폭이 짧을수록 거리 분해능이 좋아진다.
사. 송수파기의 지향각이 예리할수록 복잡한 해
저 지형의 판독이 용이하다.
아. 동일 주파수에서 송수파기의 크기가 클수록
지향성은 예리해 진다.
18. 어군탐지기의 거리 분해 능력과 가장 관계
가 깊은 것은?
가. 출력 나. 지향각 사. 지시방식 아. 펄스의 폭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 의하여 길이
60미터 이상 선박에서의 소화펌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 2대 이상의 소화 펌프가 있어야 한다.
나. 소화펌프는 독립 구동의 동력펌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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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생펌프나 빌지펌프는 소화펌프로 인정될 수
있다.
아. 비상용 소화펌프는 적어도 2시간 동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 의한 구명설비
의 정비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진수에 사용되는 폴(fall)은 30개월 이내에
양 끝을 바꾼다.
나. 진수에 사용되는 폴(fall)은 5년을 넘지않고
신환해야 한다.
사. 비상경보 장치의 시험은 월간 점검 항목이
다.
아. 팽창식 구명뗏목은 12월을 넘지 않고 정비
되어야 한다.
21. 77/93 Torremolinos 협약상 길이 75미터
이상 선박의 각현에 비치하는 생존정의 수
용능력은 얼마인가?
가. 총 승선 인원
나. 총 승선 인원의 1/2배
사. 총 승선 인원의 2배
아. 규정 없음
22. 77/93 Torremolinos 협약에 의한 구명 설
비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 모든 선박에는 12개 이상의 로켓 낙하산
화염신호가 비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선박에는 3개 이상의 쌍방향 VHF 무
선전화 장치가 비치되어야 한다.
사. 모든 선박의 각 현에는 1개 이상의 레이더
트랜스폰더가 비치되어야 한다.
아. 모든 선박에는 2대 이상의 구명줄 발사기
가 있어야 한다.
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구명 뗏목의
최소 수용 인원은?
가. 5 명

나. 6 명

사. 7 명

아. 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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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TCW-F 협약에 의한 증명서에 관하여 잘
못 설명한 것은?
가. 당사국이 발행한 증명서는 배서에 의하여
주관청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주관청은 비당사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배서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 3개월간 타 당사국 면허 소지자를 배서없
이 자국 선박에 승무시킬 수 있다.
아. 당사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배서에 의하여
인정할 경우 당사국의 협약 충족 여부를 확
인할 필요는 없다.
25. STCW-F 협약에서 통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가. 다른 당사국의 EEZ 내에 어선이 있을 때
통제를 받는다.
나. 동 협약에 따라 자격 증명을 갖출 것이 요
구되는 승무 중인 모든 어선원이 검증 대상
이다.
사. 당사국은 인명과 재산에 위험이 있는 결함
이 시정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도 출항 정
지는 할 수 없다.
아. 출항 금지 조치 결과는 IMO사무총장과 어
선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 향 해

2

회

]

1. 자기컴퍼스의 가속도 오차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동서침로에서 남북침로로 변침중일 때 가장
크다.
나. 남북침로에서 변속할 때 가장 크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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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남북침로에서 동서침로로 변침중일 때 가장
크다.
아. 동서침로에서 등속으로 항해할 때 가장 크다.

가.
나.
사.
아.

2. 경선차 계수 J를 수정하는 방법을 옳게 설
명한 것은?

6. 정확한 물표 하나를 이용하여 Running Fix
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000도로 유지하
고 연철구를 조정하여 수정한다.
나.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090도로 유지하
고 수직자석 (Heeling magnet)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사.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180도로 유지하
고 연철구를 조정하여 수정한다.
아.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270도로 유지하
고 수직자석 (Heeling magnet)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3. 자이로컴퍼스의 북탐(지북) 토크를 얻는 방
법에서 액체 중력제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Sperry회사 제품이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있다.
나. 로터의 회전 방향이 지구자전의 반대방향이다.
사. 로터축의 지반경사로 인한 액체의 자연 유통
에 의한 방식이다.
아. Bottom heavy방식과 흡사하다.
4. 대양에서는 다소의 요잉(yawing)이 있어도
연료의 소비가 적도록 제어하고 연안에 접
근 항해할 때는 정확한 보침이 되도록 제
어하는 조타 제어 이론은 무엇인가?
가. 비례제어

나. 미분제어

사. 적분제어

아. 적응제어

5. 전자 로그에서 자체 결함으로 인한 지시오차
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34

제2회

증폭부의 감도 조정
증폭부의 영점 조정
속도 · 항정발신부의 영점 조정
검출부의 하강 속도 조정

가. 4점 방위법

나. 선수배각법

사. 원표방위법

아. 정횡거리법

7. 교차방위법을 실시할 때 교차각이 90˚에 비
해서 약 3배의 오차계가 형성되는 교차각
은 얼마인가?
가. 10˚

나. 20˚

사. 30˚

아. 45˚

8. 점장위도항법의 특성상 침로가 090˚에 근접
하거나 위도가 높은 경우 침로 또는 위도
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계산 결과 큰 오
차를 나타내는 요소는 어느 것인가?
가. 동서거

나. 변위

사. 항정

아. 변경

9. 위치선의 요소를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가
정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의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가. 계산이 아주 간단하다.
나. 몇 개의 천체를 동시에 관측하면 천체의 수만
큼 가정경도를 정해야 하므로 위치선을 작도할
때 번거롭다.
사. 고도차(수정차)가 비교적 커지므로 작도할 때
오차가 개입될 염려가 있다.
아. 위치선의 요소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대략 선위
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10. 3개의 위치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정확도
가 다른 것에 비하여 낮다고 생각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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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오차삼각형에서 최근 사위치를 구하
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가.
나.
사.
아.

항성에 의한 위치선은 경시한다.
관측조건이 불량한 위치선은 경시한다.
고고도인 천체에 의한 위치선은 경시한다.
저고도인 천체에 의한 위치선은 경시한다.

항해사 1급

가. 지시부 - 클라이스트론, 게이트 발생기,
CRT
나. 송신부 - 트리거 발진기, 펄스 변조기, 마
그네트론
사. 송수신 절환부 - TR관/ATR관, 서큘레이터
아. 수신부 - 국부발진기, 혼합기, 검파기
14. 상대 플로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송신
펄스의 반복주파수는 증가하고, 펄스 폭은
감소한다.
나. 안테나의 회전속도를 느리게 하면 회전속도
가 빠른 경우에 비해 탐지거리가 증가한다.
사. 안테나의 개구부 면적을 작게 할수록 안테
나의 수평 및 수직 빔 폭이 예리하게 되고,
최대 탐지거리가 증대된다.
아. 같은 기상조건인 경우는 전파의 파장이 짧
을수록 대기에 의한 감쇠가 작아져서 최대
탐지거리가 증가한다.
12. 다음 중 선박상호간의 레이더 간섭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자선과 타선 레이더의 펄스 반복주기가 똑
같은 경우, 간섭상은 거리가 일정한 원형을
만든다.
나. 본선 선체와 타선 사이를 전파가 수회 왕복
하여 진영상의 방향에 동일 간격으로 여러
개의 허상을 발생시킨다.
사. 타선의 전파가 마스트 같은 선체 상부 구조
물에 반사될 때 구조물 방향에 있는 물표의
식별이 어렵게 된다.
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선박이 안테나를
마주 보는 상태에서 타선의 전파를 수신하
는 경우에는 타선의 방향을 중심으로 어떤
방위 폭을 갖는 영상이 나타난다.
13. 레이더 시스템의 각부 구성이 잘못된 것은?

가. 육지에 대한 고정물표는 자선의 속도와 같은 속
도로 자선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나. 자선과 타선의 대지속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도
상에서 행하면 자선과 타선의 운동상태를 정확하
게 판단할 수 있다.
사. 해도와 플로팅 결과의 대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레이더 플로팅에 의한 위치측정, 항로감시에 적
합하다.
아. 타선의 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가 쉽다.
15. 레이더의 상대운동 화면에서 평행방위선
기술을 사용할 때, 목표물이 그려진 선에서
이탈하는 경우 어떤 원칙에 따라 침로를
보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가. 목표물이 이탈하는 쪽으로 변침한다.
나. 목표물이 이탈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변침한다.
사. 목표물의 우현쪽으로 변침한다.
아. 목표물의 좌현쪽으로 변침한다.
16. ARPA에서 진벡터 표시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 풍압차가 클 때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대수 안정 Mode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
유는 무엇인가?
가. 타선의 대지 진항적을 나타내므로
나. 타선의 시각적 단면(Visual aspect)을 나타내
므로
사. 육지의 반사파가 풍압차에 관계없이 정지상태
로 나타나므로
아. 풍압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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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MO 성능기준상 선박용 레이더의 고정 거
리원의 오차량은 거리의 몇 % 이내이어야
하는가?
가. 약 1.5 %
사. 약 5.5 %

나. 약 3 %
아. 약 8 %

18. 쌍곡선 항법에서 기선 연장선 부근에서 위
치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가.
나.
사.
아.

쌍곡선의 발산율이 크기 때문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으므로
도착 시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치선을 그을 수 없으므로

19. GPS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의사거리 수정 오차
궤도정보 오차
전리층 전파굴절에 의한 오차
위성의 시계 오차

20. 다음 중 감속운전을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가.
나.
사.
아.

고정비가 운항비보다 높은 경우
운항비가 고정비보다 높은 경우
감가상각비가 운항비보다 높은 경우
연료비가 항비보다 높은 경우

21.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하루에 18
톤의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이 20노트의 속
력으로 항해한다면 하루 연료 소비량은 약
몇 톤인가?
가. 약 32톤

나. 약 43톤

사. 약 64톤

아. 약 79톤

22. 북태평양 횡단항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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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은?
가. 알류샨 저기압 역내를 항해할 때 일반적으
로 심한 악천후는 보이지 않는다.
나. 겨울철에 서항할 때 강한 서풍을 피하기 위
해 Unimak Passage를 통과하기도 한다.
사. 겨울철 북위 40도 부근에서는 강한 편동풍
이 부는 경우가 많다.
아. 대권항로에서는 여름철의 안개와 겨울철의
악천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3. 말라카 해협에서 페르시아만까지의 항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안개는 봄에 특히 발달하며, 스콜로 시정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나. 해류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 사이클론은 6월과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
한다.
아. 북인도양 계절풍은 여름에 남서 계절풍이
강하다.
24. 적도부근에서 발생하는 해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북적도 해류는 태평양 및 대서양의 경우 북
위 8도∼23도에서 발생한다.
나. 남적도 해류는 대체로 남위 20도 이북을
동에서 서로 흐른다.
사. 적도 반류는 북위 3도∼10도에서 발생하고
서향이다.
아. 남적도 해류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한
다.
25. 산호초 부근의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류의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가 있다.
나. 해류의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가 있다.
사. 해류의 유하(流下)측에서는 와류나 반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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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반류가 일어나는 경우
가 많다.

[ 운

용

]

1. 선체의 선회운동은 선체의 (
)을 통하
는 수직축에 대한 회전운동과 (
) 중
심점을 중심으로 하는 (
)상의 궤도운
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기하학 중심, 선회권, 원주
거리 중심, 회두, 곡선
관성 중심, 선회 운동, 곡선
무게 중심, 선회권, 원주

항해사 1급

5. 계류장소에 가까이 접근하였으나 전진타력
이 강할 때에 투묘 후 닻을 끌어서 타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 때 신출 묘쇄량은 수
심의 몇 배 정도가 좋은가?
가. 1.5∼2배
사. 3.5∼4배

나. 2.5∼3배
아. 4.5∼5배

6. 상대속도가 작은 추종파에 의해 선미가 파
곡 또는 파 전면에 걸렸을 때 급격한
Yawing을 하며 선체가 파와 평행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Broaching-to
사. Adjusting

나. Slamming
아. Scudding

2. 운하 또는 협수로를 통항중인 거대선의 선
체 침하량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7. 다음 중 정적복원력 곡선으로부터 구한 동
적 복원력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선속의 2제곱
사. 선속의 3제곱

가. 경사로 인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다.
나. 경사각 θ˚인 때의 동적 복원력은 정적 복원
력곡선을 0˚에서 θ˚까지 적분한 값과 같다.
사. 직립 위치에서 경사각까지 경사하는데 필요
한 일의 양이다.
아. 배수량에 선체의 무게 중심과 부심과의 거
리를 곱한 값이다.

나. 선속의 2제곱근
아. 선속의 3제곱근

3. 조선용어 중 Aspect ratio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타면적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 타면의 종횡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 선체에 있어서 L/B(L : 길이, B : 폭)을 가
리키는 말이다.
아. 선체의 B/D(B : 폭, D : 흘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4. 일반적으로 해저의 저질이 양호하고 풍력
및 조류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묘박을
할 때 Stockless anchor는 수심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묘쇄를 내주는 것이 적당한가?
가. 2~3배
사. 5~7배

나. 3~4배
아. 8~9배

8. 배수량 4,350톤의 선박이 좌,우 비대칭의
선적으로 19˚가 경사되었다. 50톤의 화물을
횡방향으로 12 m 이동하여 바로 세웠다면
GM값은 얼마인가? (단, cot 19˚ ≒ 2.9, G
는 선박의 무게중심, M은 메타센터임)
가. 0.4 m
사. 0.6 m

나. 0.5 m
아. 0.7 m

9. 다음은 유동수의 영향에 의한 선박의 가상중
심의 상승량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가. 유동수의 양에 무관하다.
나. 선박의 배수용적에 비례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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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유표면의 관성모멘트와 무관하다.
아. 해수 밀도에 무관하다.

가. 무부하일 때 최고 나. 1/2부하일 때 최고
사. 전부하일 때 최고 아.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
15. 선박용 연료유의 이송에 적당한 펌프의 종류는?

10. 중위도 상공에 존재하는 편서풍 파동의 기
압골 전면(동측)의 지상에는 일반적으로 어
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
나.
사.
아.

저기압이
저기압이
고기압이
고기압이

있으며
있으며
있으며
있으며

이는
이는
이는
이는

발달한다.
쇠약한다.
발달한다.
쇠약한다.

가. 원심 펌프
사. 기어 펌프

나. 왕복 펌프
아. 제트 펌프

16. 좌초선의 고박법 중에서 Anchor를 2개로
연결하여 놓아주는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Two Anchors

나. Anchors in Two

사. Anchors in Tandem 아. Anchors in Double
11. 다음 중 태풍의 전향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 시베리아 고기압
사. 북태평양 고기압

나. 이동성 고기압
아. 알류샨 고기압

12. 다음 중 일기도를 보는 일반적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장마철에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를 이룬다.
나. 저기압이나 전선의 이동 속도는 500 hPa
고층일기도 풍속의 약 50% 정도이다.
사. 등압선이 조밀한 곳은 바람이 강하다.
아. 전선이 다가오면 풍향이 급변하고, 날씨가
나빠진다.
13. 지상 약 1.5km 정도의 기상을 나타내며
주로 수증기의 유입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가.
나.
사.
아.

300hPa
500hPa
700hPa
850hPa

고층일기도
고층일기도
고층일기도
고층일기도

14. 다음 중 동일한 기관에서의 열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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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해중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자기가
승선중인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으로서 취할 조치로 부적절한 것은?

가. 부근의 얕은 곳에 조속히 임의 좌초시킨다.
나. 구명정 강하준비 및 중요서류와 귀중품 반
출준비를 한다.
사. 상대선박에 여객 및 승조원의 이송조치를
강구한다.
아. 화물 보전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18.

선박의 수선하부 5m의 장소에서
10cm×10cm의 파공이 생겼을 때, 1시간
동안에 침수하는 해수량을 계산하면 얼마
인가? ( 단, 침수계수 c : 0.8, 해수비중 :
1.025, 중력 가속도 : 10 )

가. 4.9 ton

나. 8.2ton

사. 295.2ton

아. 820.9ton

19. 추정기점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보고된 조난선의 조난위치와 조난시각
나. 각 구조선의 현장 예상도착시각
사. 각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의 조난선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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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의 추정 이동량
아. 각 구조선이 수색 및 구조 본부에 통보한
자선의 속력과 침로

항해사 1급

것인가?
가. 전제적
사. 자유방임적

나. 민주적
아. 인간 관계적

20. 다음은 IAMSAR 편람의 Single Turn 인명구
조 조종법에 관한 것이다. 익수자 현측으로 전
타(hard over)하여 약 몇 도 정도 선회하였을
때 타를 중앙(Midship)으로 하는가?

25. 다음 중 선박에서 의료관리자의 업무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은?

가. 90도
사. 250도

①
②
③
④

나. 160도
아. 300도

21. UHF대의 주파수로 발신하는 EPIRB의 위치
를 식별하도록 고안된 위성을 이용하는 수
색 및 구조 시스템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INMARSAT EPIRB
INMARSAT SYSTEM
COSPAS-SARSAT System
SART System

22. 다음은 선내 인사 고과자가 지녀야 할 태
도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고과 대상자의 직무요건을 명확히 이해한다.
고과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주적으로 평가한다.
고과는 가능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실시한다.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3. 선박조직에서 제안제도(Suggestion
system)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가. 승무원 업무상의 연구 장려를 통한 근로의식
의 향상
나. 승무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직무의 표준화
사. 책임과 권한의 강화
아. 상여금을 통한 실질급여 향상
24. 기업 조직의 생산성이나 성과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리더쉽 스타일은 다음 중 어느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식료 및 용수의 위생관리
선내 작업환경 및 거주환경 위생의 유지

가. ①,②,④
사. ②,③,④

[ 법 규

나. ①,②,③,④
아. ①,②,③

]

1. 개항의 항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할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해양경찰서장은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계 안에서의 선박
의 항행 최대속력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
니된다.
사. 범선은 반드시 예인선에 끌리어 항행하여야 한다.
아. 컨테이너선은 급유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원법상 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해원이 그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징계할 수 있다.
나. 징계위원회는 해원수가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4인
이상으로 선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사.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 해원의 하선징계를 한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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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원법상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원법상 감독규정은 행정상 선원의 보호
및 규제를 위한 임의 법규이다.
나. 감독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선원근로감
독관 및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사.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
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진찰을 의
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아. 선원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이다.
4. 선박안전법에 의한 일반화물선의 선저검사
시기는?
가. 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다만, 3년을 초과해서는 아
니된다.
나. 제1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 후 3월 사이
사. 제1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 후 6월 사이
아. 제1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3월 전부터 제1
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후의 12월 이내
5. 다음 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
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가.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쇄를 개방하여 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
나. 양화장치의 지정 제한하중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
사.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아. 기관실 내의 조수기의 배관을 교체한 경우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징계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징계의 종류에는 시정명령이 포함된다.
사. 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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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는 면허의 취소이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
는 경우 배출된 기름 중 유분이 ( A
)ppm 이상이고 유분총량이 ( B ) 리터
이상이면 신고하여야 한다. (
)안에 맞
는 항목은?
가. A=1,000, B=50
사. A= 500, B=50

나. A= 1,000, B=100
아. A= 500, B=100

8. 근해구역 이상의 항행에만 종사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의 화물구역에 설치하
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열거하였다.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가. 평형수용 기름 배출감시 제어장치
나. 평형수 배출관 장치
사. 기름여과장치
아. 혼합물탱크장치
9.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는 전 항해기간에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
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잠
재하자는 주의 의무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않
는다.
사. 주의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은 우리
나라 해상법의 경우 1차로 손해배상청구자
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아.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경감될 수 있다.
10. 상법(해상편)상 공동해손이 선박 또는 적하
의 하자나 기타 과실있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동해손 분담자가 그 책임있는 자에
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가. 구상권
사. 면책권

나. 위부권
아.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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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해
상교통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한다.
나.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길이 220
미터인 선박은 자선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
는 선박은 그 해역에서 항로지정방식에 따
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아.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이나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
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문제삭제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안전속력(safe
speed)의 규정에서 말하는 "당시의 사정"이
라는 용어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은?

가. 기상조건
사. 선박의 조종성능

나. 해상교통량
아. 항해사의 조종술

14. 국제해사기구에서 승인 채택한 해상교통
분리제도의 목적은 해상교통이 복잡한 수
역에서 (
)을 감소하기 위하여 질서있
는(
)을 유지하는데 있다.
(
)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은?
가.
나.
사.
아.

해상위험과 화재위험, 교통의 흐름
해양사고 및 해상위험, 교통법규
충돌 및 항해의 위험, 교통행정
충돌 및 좌초의 위험성, 교통의 흐름

15.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규정의 적용범위로서
타당한 것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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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 사이에 적용된다.
동력선 사이에만 적용된다.
동력선과 범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동력선과 동력선 사이에, 범선과 범선 사이
에 적용된다.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조종성능상의 피
항원칙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항행선의 정박선에 대한 피항 의무
나. 동력선의 범선에 대한 피항 의무
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조종불능
선에 대한 피항 의무
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범선에
대한 피항 의무
17. 동력선과 범선이 접근할 때에 충돌의 위험
성을 내포하는 경우 동력선이 진로를 피하
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 범선이 우현쪽으로부터 좌현쪽으로 횡단하
고 있을 때
나. 범선이 좌현쪽으로부터 우현쪽으로 횡단하
고 있을 때
사. 정면으로 마주치고 있을 때
아. 좁은 수로에서 범선이 동력선을 추월하고
있을 때
18. 추월선이 동력선과 범선을 추월하는 경우
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가. 동력선의 경우는 그 우현측으로, 범선의 경
우는 그 좌현측으로 추월한다.
나. 동력선의 경우는 그 좌현측으로, 범선의 경
우는 그 풍하측으로 추월한다.
사. 동력선, 범선 모두 좌현측으로 추월한다.
아. 동력선의 경우는 그 좌현측, 범선의 경우는
그 풍상측으로 추월한다.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유지선의 동작 중
부당한 것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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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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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로와 속력을 유지
가능한 한 우현변침 금지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는 의무
피항선이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
이 판명된 때에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취하
는 충돌회피 동작

20. 다른 선박과의 상대위치와 관련하여 컴퍼
스 방위에 감지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특히 (
) 또는 (
)에
접근하거나 (
)로 접근하는 때에는
간혹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
타낸 것은?
가.
나.
사.
아.

초대형선, 예인선열, 다른 선박에 가까운 거리
소형선, 만곡부, 다른 선박과 먼 거리
좁은 수로, 어선, 만곡부
수상항공기, 공기부양선, 좁은 수로

21.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설
명으로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의 내용과
다른 것은?
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
로를 따라 진행하는 동력선의 안전한 통행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통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이 횡단하는
선박의 좌현등을 보고 있으면 그 선박의 진
로를 피하여야 한다.
사. 어선이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 외
에는 어떠한 선박도 분리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22. 수로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안벽에 계류중인
선박이 있다.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 이 선
박이 취할 조치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경계원을 선수·선미에 배치했으나, 계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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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므로 별다른 무중신호는 하지 않는다.
나. 경계원을 선수·선미에 배치하고, 정박선의
무중신호를 계속한다.
사. 경계원을 선수·선미에 배치하고, 단음 5회
이상의 경고신호를 계속한다.
아. 경계원을 선수·선미에 배치하고 주의환기신
호를 계속한다.
23.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표시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길이 30미터인 동력선은 마스트등 1개, 양
현등 및 선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면에서 부양상태로 항행 중인 공기부양선
은 동력선의 항해 등에 부가하여 황색의 섬
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은 백색의 마스트등 1
개만을 표시할 수 있다.
아. 길이 12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일반 항행등
에 대신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와 현등 1
쌍을 표시할 수 있다.
24. 트롤 작업 중의 추가등화로 그물이 장애물
에 걸렸을 경우를 나타내는 등화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수직방향으로 백등 2개
나. 수직방향으로 홍등 2개
사. 수직방향으로 백등, 홍등 1조
아. 수직방향으로 홍등, 백등 1조
25.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백색 전주등의 최소
시인거리는?
가. 2마일
사. 5마일

[영 어 ]

나. 3마일
아. 7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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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l the blanks with suitable words.
" Bearings may be either ( A ) the
mark or ( B ) the vessel."
가.
나.
사.
아.

A
A
A
A

:
:
:
:

to
to
from
from

B : from
B : to
B : to
B : from

항해사 1급

가. Heave away! 나. Heave alongside!
사. Heave on!

아. Finished with engines!

6.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standard engine orders for two engines.
가. Half ahead port! 나. Slow ahead both!
사. Stop all engines!
아. Slow ahead each engine!

2.

Select a correct phrase which best
completes the blank in the following
sentence.
"A vessel restricted by her ability to
manoeuvre by the nature of her work is
called a(an) (
)."

가. deep draft vessel 나. hampered vessel
사. uncontrollable vessel
아. estricted vessel
3. Choose the correct one.
"A wind is said to be (
) when
the wind direction moves
anticlockwise and to be (
) when
the wind direction moves clockwise."
가. veering, backing
사. backing, veering

나. backing, going
아. going, backing

4.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Stow infectious substances (
) by
one compartment from foodstuffs."
가. closed

나. separated

사. stand

아. installed

5. What is the correct order to forward and
aft station when there is no more using
tugs and engines, and berthing should
be completed by using mooring lines
only?

7.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IMO
standard wheel orders.
가. Starboard!

나. Port twenty five!

사. Meet her!

아. Nothing to port!

8. In case the wheel order is passed to the
quartermaster with wrong amount of
rudder angle but correct direction, what
kind of action should be taken?
가. Give the order of "Midships".
나. Rebuke the quartermaster as "You got
wrong direction.".
사. Repeat the correct wheel order
immediately.
아. "Don't lose your senses."
9.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Lifeboatman! Check the (
) of
the passengers at assembly
stations and report."
가. station bill

나. outfit

사. life ring

아. room

10.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Pilot: How much cable is out?
Captain: Five shackles are out.
Pilot: O.K. Captain, stand by for heaving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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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Captain: The (

) is in gear.

가. weight

나. anchor

사. windlass

아. cable

11. Select a group which has proper words
in each blank.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s true, not (
), and is the
direction (
) which the current is
setting, while the wind given is in the
direction (
) which it is blowing."
가.
나.
사.
아.

relative, in, from
magnetic, toward, from
definite, through, on
relative, along, from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The passage plan should aim to
establish the most favorable route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
) of safety
and safe passing (
) offshore."
가. distances, ships 나. margins, distances
사. range, route
아. distance, bearing

sounder, radar and various types of
radio navigation equipment."
가.
나.
사.
아.

hydro-electric devices
atomic devices
geo-navigational devices
electronic devices

15.

Which is NOT a side of the celestial
navigational triangle?

가. Co-latitude
사. Altitude

나. Zenith distance
아. Co-declination

16. Choose the correct one:
If the damage by stranding is very
severe and foundering is likely to occur
on refloating, it will be advisable (
).
가. to make up-right and to secure the
ship with ground-tackle by hands
나. to reduce the displacement of the ship
to some beneficial extent
사. to secure the ship and wait for the
arrival of skilled salvage operators
아. to provide the required buoyancy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oever is (
)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shall not be assigned
or undertake any duties which would
interfere (
)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17.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Rudder resistance is increased in
(
) to the increase in flow of
water. Therefore more power is required
to move the rudder at higher speed."

가. on, of
사. on, with

가. parallel
사. ratio

나. in, of
아. in, with

14. Choose the correct on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ethods of
navigation, a number of sophisticated
(
) have been developed to help
the navigator. These include the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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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portion
아. rate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In ships where deck cargo may be
carried, the positions of the fire
hydrants shall be such that they are
always readily (
) and the pipes shall

2013년도 문제지

be arranged as far as practicable to
avoid the risk of damage by such ( )."
가.
나.
사.
아.

renewed, arrangement
accessible, cargo
arranged, pipes
removed, hydrants

19.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s) from
the words shown below. That commom
type of fog formed when warm, moist
air blows over a cold surface and is
cooled below its dew point; or, when
cold air blowing over a warm surface,
as that the sea, absorbs and becomes
"clouded" with excess moisture.
가. cumulus
사. stratus

나. advection fog
아. false cirrus

20.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A vessel nearing a bend or an area of
a narrow channel where
other vessels may be ( ① ) by an
intervening obstruction shall navigate
with particular alertness and ( ② ) and
shall sound the appropriate signal
prescribed in Collision Regulations."
가. ① - seen,

② - courage

나. ① - obscured,

② - caution

사. ① - clear,

② - time

아. ① - heard,

② - warning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Jettison is the voluntarily throwing
overboard for the purose of (
) the
ship, any articles of cargo, ship's
fittings, furniture, the cutting away
of masts, spars, rigging, etc., in case
of emergency."

가. trimming
사. protecting
22.

항해사 1급

나. lightening
아. abandoning

Select one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in following
sentence.
"In the general principles for using the
IMO SMCP, ship's speed is to be
expressed in knots and in case there is
no further notation is ship's speed, for
example "My ship's present speed is 12
knots.", the present speed means the
speed (
)."

가.
나.
사.
아.

over the ground
made actually over the ground
through the water
at the average

23.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가. Walk out (of anchors) - To reverse the
action of a windlass to ease the cable
(of anchors)
나. Spill - The accidential escape of oil,
etc., from a vessel, container, etc., into
the sea
사. Leaking - Escape of liquids such as
water, oil, etc., out of pipes, boilers,
tanks, etc., or a minor inflow of
seawater into the vessel due to damage
to the hull
아. Flooding - Major uncontrolled flow of
seawater into the vessel
24.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If you desire to (
) a claim in
this matter, the following documents, in
addition to those submitted with your
letter, are required.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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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ile
사. run

나. invite
아. pay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e
will
immediately
begin
an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nd will
advise you (
) our findings."
가. of
사. to

나. at
아. with

[ 상 선 전 문

]

1. 선박의 정수중 항내에서의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허용치는 항해상태에서의 값에 대
하여 보통 얼마를 기준하고 있는가?
가. 1/2
사. 2/3

나. 1/3
아. 3/4

2. 다음 종강도곡선 중에서 배의 길이 방향으
로 중력과 부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곡선은
어느 것인가?
가. 중량곡선
사. 전단력곡선

나. 부력곡선
아. 하중곡선

3. "10cm F.W.A.(Fresh Water Allowance)"의
뜻은?
가. 한 선박이 담수에서 해수로
수의 증가가 10cm이다.
나. 한 선박이 담수에서 원하는
위하여 해수에서의 흘수가
여도 좋다.
사. 한 선박이 해수에서 담수로
수의 변화가 10cm이다.
아. 한 선박이 담수에서 해수로
수의 변화가 10cm이다.

들어갔을 때 흘
흘수로 떠 있기
10cm로 침하하
들어갔을 때 흘
들어갔을 때 흘

4. 다음은 선체 Trim 에 대한 배수량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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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에 있어서 제1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Trim 변화로 인하여 부면심이 선체의 중앙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의 수정이다.
나. Trim 변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선면적의 모
양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수량 변화량의
수정이다.
사. 배수량 등곡선도 상의 Even keel 계획 Trim
과 실제의 선수미 Trim으로 인한 평균흘수로
구한 배수량의 차이에 대한 수정이다.
아. 초기의 평균흘수면의 부면심이 선체 중앙에
있고 Trim 흘수면의 부면심의 위치도 변하
지 않으면 배수용적에는 차이가 없다.
5. 다음 중 LNG선에서 N₂Gas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Annular Space에 Bleeding
기관실 내의 Fuel gas line의 Purging
Cargo manifold의 Flushing
Vapour line의 Purging

6. Chemical cargo 운송에 있어서 화물 탱크
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개 화물 tank의 최대 적재량을 제한한다.
나. 화물 수송 중의 온도 상승에 따른 화물 용
적 팽창을 고려해야 한다.
사. 적ㆍ양하시 및 운송 중의 본선 trim 또는
heeling을 고려해야 한다.
아. 일반적으로 부분적부는 탱크 1개 용적의
30% 이상, 90% 이하 범위로 제한한다.
7. 원유 중에 존재하는 H₂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허용 농도가 10ppm으로 독성이 매우 강하다.
나. 인체 내에 축적되어 신경계통을 손상시킨다.
사. H₂S가 많이 포함된 원유를 Sour crude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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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 끓는 점이 낮으므로 기화하기 쉽다.
8. 양하지 변경(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항해사 1급

가. 용선자가 선원을 임명, 지휘, 감독한다.
나. 본선의 인도 및 반선시에는 연료의 잔량은 물론
소모품과 식료품의 잔량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선용품비는 선주가 부담한다.
아. Bareboat charter라고 한다.

가. 이 경우 수하인은 선하증권의 정본 전 통수
를 제출하여야 화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나. Optional delivery와 같은 내용이므로 화주
는 양하지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사. 운송인은 본선의 사정(기항순서, 적부상태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 추가비용을 징
수하고 양하지 변경에 응할 수 있다.
아. 양륙항의 결빙, 전염병 또는 수하인의 사정
에 의해 수하인이 요구하게 된다.

13. 화물 사고에 대해 선박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9.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다음 중 선박의 항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은?

가. 정기선 운송은 주로 개품운송계약 형태를
취한다.
나. 부정기선 운송의 대표적인 형태는 항해용
선, 정기용선,나용선이 있다.
사. 정기선 운송은 재운송계약을 허락한다.
아. 부정기선 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계약마
다 그 내용이 다르다.

가. 도선료 나. 예선료 사. 부선료 아. 입항세

10. 다음 중 B/L의 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은?
가. 통지수령인
사. 면책 약관

나. 스탬프 약관
아.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11. 다음 중 선하증권의 법적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공공증권
사. 요식증권

나. 요인증권
아. 채권증권

12. 나용선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출항 당시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을 때
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
로 인해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사. 운송물의 취급, 적부, 보관을 신중히 하지 못해 화
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아. 감하능력(Cargoworthiness)을 갖추지 못했을 때

15. 해상보험에서 손해방지 의무자는 누구인가?
가.
나.
사.
아.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와 피해자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

16. 다음은 공동해손 분담가액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가. 공동해손 분담가액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일
한 비율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다.
나. 공동해손 총액을 공동해손 분담가액의 총
액으로 나누면 분담률이 나온다.
사. 선주, 화주 등 각 공동해손 이해당사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은 공동해손 분담률에 각각
의 공동해손 분담가액을 곱하여 구한다.
아. 공동해손 행위의 결과로 보존된 선박, 적
화 등의 잔존 가액에 공동해손 손해액을 합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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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공동해손 분담가액이다.
17. STCW Code 제A-V/1조의 탱커의 선장,
해기사 및 부원의 탱커친숙과정의 교과내
용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Characteristics of cargoes
Toxicity
Hazards 및 Hazard control
Crowd management training

18. STCW협약의 Look-out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의 제5조에
따라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경계자는 경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할당 받아서는 안된다.
사. 경계자와 조타자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지
만, 조타자는 조타 중에 경계자로 간주할 수
있다.
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해당직의
구성이 적합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상, 기
상상태, 해상교통량, 시정, 선박기능상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STCW 협약에서는 자격증명서의 기재내용
을 기능(Function)과 직무(Capacity)로 구
분하고 있다. 다음 중 갑판부 당직자의 기
능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관리급, 운항급, 보조급
관리급, 운항급, 부원급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선장, 1항사, 당직항해사

20. SOLAS 협약 중 화물선의 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매월 1회 퇴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훈련은 실행 가능한 한 실제 비상상태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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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사. 매월 1회 소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정은 2개월 마다 적어도 1회 진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21. SOLAS 협약상 선박운항 요건에 대한 PSC
검사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 또는 설비 혹은 선원의 상태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보다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나.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명백한
근거 (Clear ground)가 있는 경우이다.
사. 핵심적인 승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은 명백한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 하역작업이나 기타작업이 국제해사기구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지 않으면 상세한 검사
가 이루어진다.
22. 다음 중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기름오염사고시 보고 절차
기름오염사고시 선내에서 취해야 할 조치
방제작업시 타 방제기구와의 연락방법 및 절차
선내 방제장비 목록

23. MARPOL 73/78협약상 유분의 순간 배출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이 항주중 유성혼합물을 배출할 시 배출
액 중의 시간당 기름의 배출량을 당해 시점에
서의 선박의 속력으로 나눈 것을 유분의 순간
배출률이라 한다.
나. 유조선이 유성혼합물을 배출할 시 유분의 순
간 배출률은 30리터/마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사. 모든 선박의 기관실 빌지 배출시 유분의 순간
배출률은 100리터/마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아. 100ppm의 유분 농도를 가진 유성혼합물을
매시간 500m³씩 배출할 때 선속이 5노트라면
유분의 순간 배출률은 10리터/마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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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구조용
항공기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동작을 하
는 의미는?
㉠ 선박의 상공을 적어도 1회 이상 선회한다.
㉡ 선수 가까이에 저공으로 선박의 침로를 가로지른
후 날개를 흔들거나, 스로틀을 개폐하거나, 프로
펠러 피치를 변화 시킨다.
㉢ 선박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수를 향한다.
가. 선박에 의한 구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 의료 원조가 필요하다.
사. 조난중인 선박이 있는 곳으로 선박을 유도
하겠다.
아. 조난선이 발생하였으니 구조하라.
25. 다음 중 SAR협약에서 분류하고 있는 긴급
상태의 3단계에속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불확실 단계(Uncertainty phase)
경계단계(Alert phase)
조난단계(Distress phase)
비상단계(Emergency phase)

[ 어 선 전 문

의한 pH가 상승한다.
사. 휘발성 염기 질소량이 30~40mg %이면 초
기 부패라 본다.
아. 횟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육의 k값은
35% 이상이면 선도가 좋다.
3. 어육 속의 수분 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나.
사.
아.

적색육이 백색육 보다 적다.
육상 동물육보다 훨씬 적다.
지방이 많은 육은 적다.
참치의 경우는 배쪽살이 적다.

4. 어체 가공원료의 처리기계 중 어체세정기
(Washer)의 세정방식이 아닌 것은?
가. 수조 내에서 교반 날개를 회전시켜 세정하
는 방식
나. 망목상의 구멍이 뚫린 회전통 내에 원료를
넣어 세정하는 방식
사. 수조 내에서 원료를 넣어 세정하는 방식
아. 수조 내에서 교반 날개를 고정시켜 세정하
는 방식
5. 어선에서 어획물을 냉동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에 순서가 옳은 것은?

]

1. 어획물이 사후 경직으로 굳어진 어육은 시
간이 지나면 다시 유연해지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해결현상
사. 해경현상

항해사 1급

나. 자가현상
아. 해연현상

가. 전처리, 냉각, -5℃~ +5℃ 에서 보존, 비포장
나. 전처리, 급속 동결, -5℃~ +5℃ 에서 보존,
포장
사. 전처리, 급속 동결, -18℃ 이하 보존, 포장
아. 전처리, 냉각, -18℃ 이하 보존, 포장
6. 일반 빙장법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다음은 어패류의 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어육 1g 중의 세균수가 105 이하이면 신선
하다고 판정된다.
나. 선도가 저하함에 따라 암모니아의 생성에

가. 어획물을 수용할수 있는 양에 제약을 받는다.
나. 어획물을 쌓은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사. 어체에 얼음이 밀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아. 처리방법이 복잡하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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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의 트림 상태와 선체 운항에 영향을 주
는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선미트림(Trim by the stern)일 때 실항
속력을 증가시켜준다.
나. 선수트림(Trim by the head)일 때에는 선
미의 추진기와 타의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
에 침로 유지가 어려워진다.
사. 선수트림일 때 선수부가 높기 때문에 파도
의 돌입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아. 선미트림일 때 타가 물속 깊이 들어가 있으
므로 타효가 양호하다.

사. 후릿줄(Hand rope)

아. 끌줄(Warp)

13. 트롤선의 전개판을 내측으로 경사지게 조
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후릿줄을 길게 나. 아랫쪽의 꼬릿줄을 길게
사. 끌줄을 길게 아. 예망 속도를 느리게
14. 200마력의 예망 능력을 가진 트롤선이 어구
를 예망할 때 끌줄에 걸리는 장력이 5 톤으
로 측정되었다. 예망 속도는 대략 얼마인가?

8. 문 제 삭 제

가. 2.0 m/sec
사. 3.0 m/sec

9. 선박의 복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
소가 아닌 것은?

15. 문 제 삭 제

가. 건현 나. 수선간장 사. 선폭 아. 배수량

16. 건착망 어구의 크기는 다음 중 어느 것으
로 표시하는가?

10. 고등어·전갱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선망
어업의 선단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어선은?
가. 운반선 나. 그물배 사. 가공선 아. 불배
11.결절망지의 참매듭과 막매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참매듭은 그물코에 미치는 힘이 고르지 않으면
매듭이 잘 미끄러진다.
나. 막매듭은 참매듭보다 매듭이 크다.
사. 정치망의 길그물, 권현망의 날개그물에는 참매
듭을 쓴다.
아. 참매듭은 막매듭보다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12. 트롤어구의 투·양망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8자형 고리는 항상 어디에 꿰어져 있는가?
가. 그물 목줄(Net pendant)
나. 고삐줄(Towing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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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5 m/sec
아. 3.5 m/sec

가. 망선의 기관출력
나. 길이 방향과 깊이 방향의 코 수
사. 뜸줄의 길이와 설
아. 그물 전체의 무게
17. 추진기의 다음 요소 중 예망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 두께비
사. 피치비

나. 전원 면적
아. 보스비

18. 다음 중 어류의 주광성을 유효하게 이용하
는 어법은?
가. 봉수망 어법
사. 안강망 어법

나. 유자망 어법
아. 통발 어법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길이 60미
터 이상 선박에서 방화에 관한 규정 중 틀
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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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출된 내부 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주
관청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어획물 가공용을 제외하고 모든 쓰레기통은
측면에 개구를 가져야 한다.
사. 어창의 가연성 방열재는 밀착되는 피복 내
장재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 기름이 빌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시 기름받이를 설치한다.
20. 77/93 Torremolinos 협약상 팽창식 구명
뗏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몇 분 이내에 팽
창이 완료되어야 하는가?
가. 1분

나. 3분

사. 5분

아. 10분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어선의 비상
전원의 성능은 비상시에 사용되는 통신, 조
명, 화재 탐지 장치 등을 몇 시간 이상 동
시에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항해사 1급

24. MARPOL 73/78협약에서 총톤수 400톤 이
상 모든 선박의 기관 구역에서 생기는 유성
잔유물을 선내에 모아두기 위한 탱크는?
가. 슬러지 탱크
사. 슬롭 탱크

나. 평형수 탱크
아. 중앙 탱크

25. MARPOL 73/78협약 부속서 Ⅳ에 의하여
오수를 배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중 어
느 것인가?
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
에서 주관청이 승인한 장치를 사용하여 마쇄
하고 소독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
에서 마쇄하지 아니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
에서 소독하지 아니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
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1시간 나. 3시간 사. 12시간 아. 24시간
22. STCW-F 협약에서 무제한수역에서 조업하
는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선장에게 요
구되는 최저지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기상과 해상 나. 인명 구조 사. 어법 실무
아. 어선원 및 어선을 위한 FAO/ILO/IMO 협약
23. UN 해양법 협약에서 영해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은?
가. 영해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나. 연안국은 영해의 기선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통상기선은 연안국에 의하여 승인된 대척도
해도에 표시된 연안 고조선으로 한다.
아. 직선 기선은 한 나라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해를 공해 또는 EEZ로부터 차단시키는 방
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 항

해

3

회

]

1. 경선차 계수 J를 수정하는 방법을 옳게 설
명한 것은?
가.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000도로 유지하
고 연철구를 조정하여 수정한다.
나.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090도로 유지하
고 수직자석 (Heeling magnet)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사.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180도로 유지하
고 연철구를 조정하여 수정한다.
아. 선박이 동요할 때 자침로 270도로 유지하
고 수직자석(Heeling magnet)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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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침로로 항해하는 중 자기컴퍼스에 큰
자차가 발생된 경우의 응급조치는?
가.
나.
사.
아.

B자석을 조정한다.
C자석을 조정한다.
경선차 수정자석을 조정한다.
D수정구를 조정한다.

3. 자이로컴퍼스에서 위도 오차를 수정하는 방
법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가. 마스터 컴퍼스의 방위 정보가 리피터로 전달
되는 과정에 오차 신호를 추가시켜 수정한다.
나. 마스터 컴퍼스의 러버 라인(lubber line)의
위치를 오차의 크기만큼 회전시켜 수정한다.
사. 적분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수정한다.
아. 수정하지 않고 오차를 계산하여 침로나 방위
에 가감한다.
4.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에 있어서 구조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해
당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주동부에는 마찰없는 수직축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동부는 추종부에 의해 지지된다.
속도오차는 피할 수 없다.
위도오차는 피할 수 없다.

5. 도플러 로그의 취급시 주의해야 할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송·수파기의 밑부분을 깨끗이 한다.
나. 송풍기의 동작 상태와 공기 필터의 청결 상태
를 유지한다.
사. 송·수파기는 교란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아. 감압 장치의 공기압은 3 ~ 4kg/㎠를 유지한다.
6. 변침목표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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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침목표를 선정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정
확한 변침시점을 정하기 위함이다.
나. 변침목표는 현침로 방향에 있거나 현침로
와 거의 평행한 물표가 좋다.
사. 변침목표는 예상 변침점으로 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것이 좋다.
아. 예상 변침점에서 전타할 현의 정횡부근에
있는 뚜렷한 물표를 이용할 수도 있다.
7. 교차방위법을 실시할 때 교차각이 90˚에 비
해서 약 3배의 오차계가 형성되는 교차각
은 얼마인가?
가. 10˚

나. 20˚

사. 30˚

아. 45˚

8. 위도가 60˚ 이하이고 거리가 600마일 이내
이면 대권거리와 항정선 거리의 차는?
가. 6마일 이내
사. 18마일 이내

나. 12마일 이내
아. 25마일 이내

9. 위치선의 오차와 관련한 고도차에 포함되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도차의 오차는 관측고도의 오차와 계산고
도의 오차때문에 생긴다.
나. 관측고도 오차의 원인으로는 Sextant오차, 고
도개정표의 오차, 관측오차 등을 들 수 있다.
사. 파랑 때문에 수평선의 기복이 심할 때에는
관측오차를 작게 하기 위하여 안고를 낮게
하여 관측한다.
아. 계산고도 오차의 원인으로는 계산표의 오차,
계산요소의 부정확 등을 들 수 있다.
10. 3천체를 동시관측하여 3개의 위치선을 결정
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삼각형 부근의 최근사
위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관측조건이 불량한 위치선은 경시한다.
나. 고고도인 천체에 의한 위치선을 택한다.
사. 항성에 의한 위치선보다 달 또는 행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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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선은 경시한다.
아. 달은 측정시 적위, 수평시차, 겉보기 반지
름 등의 변화가 심해서 오차가 생기기 쉽다.
11. 레이더 송신기에 있어서 펄스폭 0.3 마이
크로초, 펄스 반복주파수 3,000Hz, 평균전
력 18W일 경우 첨두전력은 얼마인가?

항해사 1급

120°에 가까운 목표물을 선정한다.
③ 거리는 선수쪽의 목표물을 먼저, 정횡쪽의
목표물을 나중에 측정한다.
④ 목표물의 방위도 측정해 놓으면 식별에 도
움이 된다.
가. ①, ②, ③

나. ①, ②, ④

사. ①, ③, ④

아. ②, ③, ④

가. 1.8 kW 나. 2 kW 사. 18 kW 아. 20 kW
12. 선박용 레이더에서 스코프 상의 맹목구간
에 영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물표인지
거짓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
한 것은?
가. 거리범위를 바꾼다.
사. 플로팅한다.

나. 변속한다.
아. 변침한다.

13. S-Band Radar에서 X-Band Radar와 같은
Antenna 이득을 얻으려면 Antenna의 수신
유효면적은 대략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가. 약 3배
사. 약 10배

나. 약 5배
아. 약 15배

14. 레이더에서 펄스 발신시에 강력한 송신파
가 수신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전자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 Attenuator
사. TR tube

나. ATR tube
아. Rotating joint

15. 다음은 연안 항법에서 둘 이상의 목표물까지
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거리의 변화가 느린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변화가 빠른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나중에 측정하는 것이 좋다.
② 목표물은 2개의 목표물일 때에는 90°에 가
까운 목표를, 3목표물일 경우 60° 또는

16. 다음은 레이더 성능에 관한 IMO규정에서 요
구하고 있는 성능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해면반사, 우설반사 등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해면반사, 우설반사를 수동으로 제거하는 장치
에 있어서는 그 제거감도를 연속적으로 또는 2
단 이상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해면반사 또는 우설반사의 제거감도를 자동으
로 조절하는 장치를 가질 수 있으나 이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아. 해면반사 및 우설반사 제거용 손잡이는 반시계
방향으로 최대로 돌렸을 때 작동이 정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17. 레이더에 관한 IMO 성능기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레이더 비콘 신호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신호 처리장치도 그 기능을 멈
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터스위치가 되어 있을 때 어느 한쪽 레이
더의 고장이 다른 레이더의 전원 공급에 방
해가 되면 안 된다.
사. 이심(Off-Center)의 움직임은 수동의 경우
를 제외하고 화면 반경의 75%를 넘지 않아
야 한다.
아. X-밴드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용 레이더는
원편파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8. 다음은 GPS 신호변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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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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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 데이터의 변조율은 50b/s이다.
C/A 신호의 변조율은 1.023 Mb/s이다.
P 신호의 변조율은 10.23 Mb/s이다.
P 신호는 1575.42 MHz의 반송파에만 위
상변조를 하고 있다.

19. 400미터 정도 높이에서 매우 강한 빛을 발
산, 폭발하여 퍼진 입자 덩어리가 10내지
15마일 떨어진 구조선의 레이더에 약 15분
간 나타나는 RADAR항법 보조장치는?
가. RAMARK
사. TRANSPONDER

나. RADAR FLARE
아. RADAR BEACON

20. 대양에서 한국의 항만으로 진입할 때 우현표
지 부표의 숫자는 어떻게 변하고 그 색깔은?
가.
나.
사.
아.

숫자는
숫자는
숫자는
숫자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색깔은
색깔은
색깔은
색깔은

녹색이다.
녹색이다.
홍색이다.
홍색이다.

21. 3,600해리를 15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는데
250톤의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이 같은 거
리를 18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면 얼마의 연
료가 소비되는가?
가. 약 300톤
사. 약 420톤

나. 약 360톤
아. 약 480톤

22. 북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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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는 3월 ~ 6월이다.
발생해역은 북대서양의 적도무풍대이다.
발생후 처음 진로는 W ~ WNW 방향이다.
전향점은 북위 25도 ~ 32도이고 전향 후
의 진로는 NNE ~ 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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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국에서 케나다의 뉴펀들랜드 섬 남단에
이르는 항행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이 아
닌 것은?
가. 유빙정보를 포함한 기상정보를 활용한다.
나. 가능한 추천항로를 이용한다.
사. 봄부터 가을까지는 최단거리를 구성하는 대
권항로로 항해한다.
아. 황천 및 안개를 포함하여 자연적인 악조건
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4. 산호초가 있는 해역을 항해할 때 적절한
견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
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태양이 등 뒤에 있을 때가 좋다.
태양의 고도가 낮을 때가 좋다.
해면에 미풍에 의한 잔물결이 있을 때가 좋다.
해면의 색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25. 대양항해 계획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북반구에서 탁월하게 부는 바람의
방향은 주로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가. 극지방의 한랭전선
사. 만류

[ 운 용

나. 지구의 자전
아. 북극의 자장

]

1. BHP 10,000마력, 추진효율 0.5이면 항해속
력 20노트인 이 선박의 전진추력은 대략
얼마인가?
가. 약 36톤
사. 약 53톤

나. 약 47톤
아. 약 63톤

2. Hysteresis loop의 폭(타각으로 표시)이 클
수록 침로 안정성이 나쁘고 Unstable ship
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박의
조종성시험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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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vershoot yaw angle test
나. Zigzag test
사. Spiral test
아. Turning circle
3. 조선용어 중 Aspect ratio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타면적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 타면의 종횡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 선체에 있어서 L/B(L : 길이, B : 폭)을 가
리키는 말이다.
아. 선체의 B/D(B : 폭, D : 흘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4. 어떤 선박이 단묘박하고 있다. 수중에서의
앵커 무게는 6톤이고 파주계수는 5이다. 해
저에 깔린 체인의 길이는 50미터이고 체인
1미터의 수중무게는 0.2톤이며 파주계수가
2이다. 이 선박이 60톤의 수평장력을 받고
있다면 부족한 파주력은 얼마인가?
가. 10톤
사. 30톤

나. 20톤
아. 35톤

5. 항내 조선시 바람과 조류를 동시에 받을 때
에는 바람은(
)를 일으키고 조류는
(
)을(를) 야기한다. (
) 안에 알맞
은 것은?
가. 저항문제, 회두운동 나. 속력저지, 압류
사. 회두, 압류
아. 운동상태, 회두우력
6. 선박이 태풍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
우의 가장 적절한 피항법에 해당하는 것은?
가. 태풍 진행 방향의 우반원으로 Scudding 하여
피항한다.
나. 태풍 진로의 좌반원으로 Scudding 하여 피항
한다.
사. 기관을 극미속 전진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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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풍 진행 방향으로 Scudding 하여 피항한다.
7. 다음은 동적 복원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가. 선박에서의 동적 복원력은 선체경사로 인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이다.
나. 선박에서 부심의 하강은 위치 에너지의 감
소를 가져온다.
사. 동적 복원력의 해석에 의하여 외력의 크기
에 따른 경사각도를 알 수 있다.
아. 동적 복원력의 해석은 선박의 안정성을 판
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8. 갑판상에서 W톤을 정횡방향으로 d미터만큼
이동시켜서 경사시험을 하였다. 경사 시험
에 의해 GM을 구하는 식은? (단, △는 배
수량, θ는 경사각)
가.
나.
사.
아.

GM
GM
GM
GM

=
=
=
=

W × d / (△
W × d / (△
W × d / (△
△ × d / (W

×
×
×
×

sinθ)(m)
cotθ)(m)
tanθ)(m)
tanθ)(m)

9. 비중 1.02의 해수에서 배수량 2,040톤인 선
박의 수선면 관성모멘트가 16,000이라면
BM의 값은 얼마인가?
가. 3.0 m
사. 8.0 m

나. 5.0 m
아. 10.0 m

10. 기압경도력과 원심력 두 힘이 평형을 이루
어 부는 선형풍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가.
나.
사.
아.

태풍 중심 부근의 강풍대
저기압 내의 전선부근
저기압의 난역 내
500hPa에 상당하는 고도의 상층 대기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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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풍의 중심과 본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맞지 않는 것은?

사. 기관 크기에 비하여 출력이 크다.
아. 대형인 경우 고속 기관으로 하는데 적합하다.

가. 풍향이 순전하면 본선은 축선상의 좌측, 즉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나. 풍향이 반전하면 본선은 축선상의 좌측, 즉
가항반원에 위치한다.
사. 기압이 하강하고 풍속이 증가하면 태풍 중
심의 전방에서 태풍 중심으로 접근중이다.
아. 풍향이 변하지 않고, 폭풍우가 강해지고 기
압이 점점 하강하면 본선은 태풍의 진로상
에 위치한다.

15. 선박에서 디젤기관의 호칭출력으로 사용되
는 출력은?

12. Buys-Ballot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북반구에서 바람을 등지고 양 팔을 좌우로
벌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왼팔 전방
의 20°~ 30°방향에 있다.
나. 북반구에서 바람을 안고 양 팔을 좌우로 벌
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왼팔 전방의
30°~ 40°방향에 있다.
사. 북반구에서 바람을 등지고 양 팔을 좌우로
벌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오른팔 전
방의 20°~ 30°방향에 있다.
아. 북반구에서 바람을 안고 양 팔을 좌우로 벌
리고 섰을 때 저기압의 중심은 오른팔 전방
의 30°~ 40°방향에 있다.
13. 대류권의 중층에 해당하며 편서풍이 잘 나
타나 지상 저기압의 진로 해석에 가장 유
용한 기상도는?
가. 300hPa 기상도
사. 700hPa 기상도

나. 500hPa 기상도
아. 850hPa 기상도

14. 다음 중 2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의 특성이
아닌 것은?
가. 캠 축과 크랭크 축의 회전수가 같다.
나. 실린더 헤드 구조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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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속최대출력
사. 경제출력

나. 과부하출력
아. 정격출력

16. 닻에 의한 좌초선의 고박에서 Anchor
shank가 해저면에서 5도 들리면 파주력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가. 1/2

나. 1/3

사. 1/4

아. 1/5

17. 선박 유류 화재의 소화 작업시에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높은 곳에 물을 주입할 때에는 복원력이 감소한다.
나. 각종 유류 밸브들은 가능한 한 잠근다.
사. 물 위에 뜬 유류는 제트 노즐을 이용하여 분사 진
화한다.
아. Foam 소화기를 이용할 때는 화염에 직접분사보다
는 화염의 부근에 살포하여 기름표면을 덮어 씌
운다.
18. 다음은 선체를 포기하고 팽창식 구명뗏목
(Life raft)을 진수시켜 퇴선하는 방법이다.
순서가 가장 바르게 열거된 것은어느 것인
가?
① 사다리, 로프 등을 바르게 이용하여 탑승하
고, 가능한 한 물에 젖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팽창식 구명뗏목의 수동이탈장치를 작동시
킨다.
③ 계선삭이 본선의 단단한 곳에 잘 매어져 있
는지 확인하며, 해면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
인한다.
④ 칼로 페인터를 자르고, 노를 이용하여 안전
한 곳으로 대피한다.
⑤ 해묘를 설치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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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①-②-③-④-⑤
사. ③-②-①-④-⑤

나. ③-①-②-④-⑤
아. ③-①-②-⑤-④

19. 추정표류치의 고려요소 중 표류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해류
사. 풍압류

나. 취송류
아. 너울

20. 조난선이 구조 헬리콥터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선속 및 침로
사. 부근의 기상상태

나. 선박위치
아. 인양구조장비

21. 구조선이 황천 시에 구조를 목적으로 해상
상태의 영향을 줄이려고 서행하면서 바다
에 고무호스를 통하여 윤활유 200리터를
서서히 배출하면 약 몇 m²의 해면을 효과
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가?
가. 4,000
사. 6,000

나. 5,000
아. 7,000

22. 선박조직에서 제안제도 (Suggestion
system)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가. 승무원 업무상의 연구 장려를 통한 근로의식
의 향상
나. 승무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직무의 표준화
사. 책임과 권한의 강화
아. 상여금을 통한 실질급여 향상

항해사 1급

24. 선박에서 중시되고 있는 인간관계 관리기
술 중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지도성 (Leadership)
직무 충실성 (Job enrichment)
제안제도 (Suggestion system)
의사소통 (Communication)

25. 선박소유자가 의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
박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
무시키지 못할 경우에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의 명칭, 종류, 총톤수 및 항행구역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최대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운송화물의 위험성

[ 법 규

]

1. 개항질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설명
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총톤수가 19톤인 어선은 우선피항선에 해당
된다.
나. 정박이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
함하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아.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
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23. 선박에서 인간관계의 개선과 승무원의 사
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2.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해양항만관청에 신
고하여야 할 경우는?

가. 제안제도
사. 고충처리 제도

가. 선원이 승선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나. 상담제도
아. 자기성취 제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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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일시보상을 하고 보상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아. 선장이 해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경우
3. 다음 중 선원의 재해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이 되는 임금의 종류가 다른 것은?
가. 상병보상
사. 유족보상

나. 장해보상
아. 장제비

4. 선박안전법상 제한하중(Safe Working Load)
이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하역설비의 시
험하중은 다음 중 얼마인가?
가.
나.
사.
아.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5. 선박안전법상 선령의 계산과 관계 있는 것은?
가. 선박건조 착수일
사. 진수일

나. 검사 합격일
아. 선박 등록일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재
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가. 합의체 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재결에는 주문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사.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줌으로써 이를 행한다.
아. 심판원장은 재결서의 정본을 10일 이내에 해양
사고 관련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의 배출해
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합성로프 및 합성어망은 영해기선에서 50
해리 이상 떨어져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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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식물 찌꺼기는 영해기선에서 12해리 이
상 떨어져서 배출할 것(분쇄기 또는 연마기
사용한 경우 3마일 이상)
사. 종이·넝마는 영해기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
져서 배출할 것
아. 화물창을 청소한 세정수는 영해기선에서 3
해리 이상 떨어져서 배출할 것
8.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유조선의 화물창
에 평형수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
하였다. 다음 중 틀린 항목은?
가. 겸용선이 항만하역장비 아래에서 안전하게 하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좁은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황천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항만에서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상법(해상편)상 선장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장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임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선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
우도 있다.
아.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는 해임할 수
없다.
10. 선박과 운임 그리고 그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적용될 경우에 이 우선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나.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
로 인한 채권
사.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
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아.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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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사안전법상 선박에 출입하여 안전관리체
제를 진단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 며칠 전
까지 출입목적 및 일자 등을 선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는가?
가. 2일
사. 5일

나. 3일
아. 7일

12. 길이 20미터를 초과하는 트롤 어선의 추가
신호등으로 수직 선상에 백등 1개, 그 하방
에 홍등 1개를 표시하였다면 이 신호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가.
나.
사.
아.

투망을 하고 있다.
어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어망이 장해물에 걸려 있다.
조업구역에 접근 중이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원의 상무"에 대
한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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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레이더를 사용 중인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나.
사.
아.

레이더 거리 눈금에서 오는 제약
사용하는 레이더의 수
해면의 상태
레이더 장비의 특성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서의 항법과 맞지 않은 것은?
가. 좁은 수로에 있어서 오른쪽 항행규정은 모
든 날씨와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나. 좁은 수로에 있어서 추월의사표시는 날씨
와 상관없이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사. 타선을 볼 수 없는 만곡부에 접근하는 선
박은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아. 가능한 한 모든 선박은 좁은 수로 내에서
묘박을 피한다.

가. 선원의 해기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기술과 능력을 말한다.
나. 통상적인 선원의 기술을 말한다.
사. 관련된 상황을 고려한 후에 결정되는 사실문
제이다.
아.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17. 다음 중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모든 시
정상태에서의 선박의 조치" 편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않는 것은?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적용규정에 관하
여 잘못 기술한 것은?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유지선이 취하는 조
기 회피 동작의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이 규칙은 항행선박이 항행 가능한 모든 수
역에 적용한다.
나. 선박이 집단으로 어로 작업을 할 때 특례규
정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 국제해사기구의 통항분리방식을 이 규칙에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 이 규칙은 각 체약국이 제정한 특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나.
사.
아.

가. 좁은 수로
사. 피항선의 동작

나. 경계
아. 충돌의 위험성

유지선의 의무이다.
유지선에게 허용되는 동작이다.
유지선에 의한 최선의 협조동작의 일부이다.
유지선이 최선의 협조동작을 취하기 위한
절차이다.

19. 무중에 약 5초간의 급속한 호종(bell)의 연타와
그것에 잇달아 약 5초 동안 급속한 징(gong)
신호에 부가하여 기적에 의한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의 신호를 들었다. 이는 다음 어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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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선박에서 울리는 신호인가?
가.
나.
사.
아.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정박 중인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
정박 중인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20. 다음 중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등화 및
형상물"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주의환기신호에 관한 규정
등화의 시인거리에 관한 규정
도선선에 관한 규정
수상비행기에 관한 규정

21.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룹을 이루어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
박은 (
)와 그의 (
)에 (
)을
표시하여야 한다. (
)안에 적합한 것
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나.
사.
아.

선미등
예선등
황색등
황색등

1개,
1개,
1개,
1개,

앞쪽끝,
뒷쪽끝,
앞쪽끝,
뒷쪽끝,

현등 1쌍
백등
백등
현등 1쌍

22.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순서대로 들어
갈 적당한 용어는?
"항행 중인 다른 선박은 이 선박으로부터 ( )
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표시로서 야
간에는 (
)의 전주등 (
)와 주간에는 구
형의 형상물 (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나.
사.
아.

1,000,
1,000,
1,500,
1,500,

홍색,
녹색,
황색,
홍색,

4개,
3개,
5개,
3개,

4개
3개
5개
3개

23. "정박선 및 얹혀있는 선박"의 등화 또는 형
상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길이가 100미터인 정박선은 선미 또는 그
부근에 선수 정박등 보다 낮은 위치에 백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길이가 150미터인
선박은 갑판을 조명하기 위하여 작업등 또
는 이와 유사한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야간에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이 얹혀있
는 때에는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
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주간에 길이 24미터의 선박이 얹혀 있을
때에는 수직선상으로 구형 형상물 2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24. 선박이 상호시계 내에 있을 때 기적에 의
한 조종신호를 보충하는 발광신호용 등화
로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이 규정하고 있
는 것은?
가. 최소 3해리의
전주등 1개
나. 최소 5해리의
전주등 1개
사. 최소 6해리의
전주등 1개
아. 최소 4해리의
전주등 1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동력선이 조종신
호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
나.
사.
아.

모든 시계상태
특수한 상태
상호 시계 내에 있는 상태
제한된 시계에 있는 상태

[ 영

어

]

1. Select a proper word in the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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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ossible, the (
) transmitter
power of VHF Radio necessary for
satisfactory communication should be
used."
가. highest
사. maximum

나. medium
아. lowest

2. Select one which is not appropriate in its
expression.

ahead of you."
가. off
사. in

3. Select the expression which is not
acceptable for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가.
나.
사.
아.

Keep well clear of me.
I am keeping course and speed.
I am not taking way through the water.
I am going astern.

4. Select the correct one.
"Attention all vessels! A large tanker at
deep draft is approaching the entrance
of North Channel. No vessels are
allowed to pass the channel until 1530
hours (
) admitted to enter by
the Traffic Control."
가. unless
사. by the time

나. if
아. being

5. Select the proper word which best
completes the following VHF message.
"You must close (
) on the vessel

나. down
아. up

6. Select suitable one for the blank.
"Your (
) are to anchor at out
harbour until tomorrow morning. "
가. times
사. orders

가. Switch over bilge pumps from number one
to number five.
나. Rope off flooded area.
사. Stand by all anchors for letting go.
아. What is the reflash signal for rescue
boat?

항해사 1급

나. schedule
아. berthing

7. Select the word which best completes
the following VHF message.
"I cannot (
) convoy because of
the engine trouble."
가. get
사. take

나. join
아. participate

8. "This is a kind of signal with sound,
visual or other methods to a
team ordering it to return to its base in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
What is this said ?
가. rescue signal
사. retreat signal

나. muster signal
아. RCC signal

9. Select the most proper one which is
correctly expressed in SMCP
for the following sentence. "Vessel is
damaged below waterline, but she is
able to continue her voyage without
assistance."
가. I have damaged below waterline. But I
can proceed without assistance.
나. I have damage below waterline. But I
can proceed withou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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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I
But
아. I
But

항해사 1급

have damage below waterline.
I proceed without assistance.
have damage below waterline.
I navigate without assistance.

10. Select one which is NOT proper for the
blank.
Captain:Check the portable extinguishers
and report. Third officer: The portable
extinguishers are (
).
가. not in position

나. missing

사. not accessible yet

아. extended

11. Select one which is not essential to be
incorporated in establishing the route
plan.
가. Planned track showing the true course
of each leg.
나. Leg distances.
사. Maximum allowable off-track margins
for each leg.
아. Turn radius for each course alteration.
12. A mean sun is used as the reference
for solar time for three reasons. Which
reason is NOT a cause for use of a
mean sun?
가. The motion of the apparent sun is along
the ecliptic.
나. Measurement of time is along the
celestial equator.
사. The speed of the Earth's revolution is
not constant.
아. There are variations in the Earth's
rotational speed.
13.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In fog, when homing on a radio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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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large navigational buoy, you
should (
).
가. alter course as soon as the fog signal
is heard
나. apply the conversion angle to the
received signal's bearing
사. disconnect the calibration cam (if so
equipped)
아. ensure that the bearing moves aft
14.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Magnets in the binnacles of magnetic
compasses are used to reduce the
effect of (
).
가. deviation
나. variation
사. local attraction 아. all of the above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fter the goods are loaded the bill of
lading to be issued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of the carrier to the shipper shall,
if the shipper so demands, be a (
)
bill of lading."
가. red
사. foul

나. clean
아. shipped

16.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can not
be a defence for cargo owners to file a
claim against carriers under the phrase
"inherent vice" or "inherent defect."
What is it?
가. Animals coming aboard with some
disease and perishing thereby during
the voyage
나. Fruit liable to deteriorate

2013년도 문제지

사. Liquid which may ferment
아. Grain which may be wet by rain during
loading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the Hague-Visby Rule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any deviation
in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or any (
)
deviation."
가. safe
사. immediate

나. reasonable
아. alternative

18.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In the Hamburg Rules, (
) means
any person to whom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or of part of
the carriage, has been entrusted by the
carrier, and includes any person to
whom such performance has been
entrusted."
가. charter
사. consignee

나. shipper
아. actual carrier

19. Select correct one.
All of the followings are the conditions
to constitute the valid general average
acts except:
가. Common danger means danger to ship
or cargoes.
나. The sacrifice must be a voluntary one
and extraordinary.
사. The sacrifice must be a part of ship or
her cargoes.
아. There must be a saving of some of the
imperilled property following on and
resulting from the sacrifice.

항해사 1급

20.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for
liner companies and other to issue
documents called (
), which may
evidence a contract for carriage by land
or air as well as by water."
가.
나.
사.
아.

through bills of lading
straight bills of lading
shipped bills of lading
red bills of lading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note of protest" is simply a
declaration
by
the
master
of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which
may give, or may have given, (
) to
loss of damage.
가. damage

나. rise

사. off

아. cause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No jettison of cargo shall be made
good as general average, ( a )
such cargo is carri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of the ( b )."
가.
나.
사.
아.

a
a
a
a

:
:
:
:

unless,
unless,
if,
if,

b
b
b
b

:
:
:
:

trade
cargo operation
carriage
cargo

23. A clause providing that the underwriter
shall be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ims unless the individual claim
amounts to 3% of the valuation in the
policy is said to be ;
가. Franchise clause 나. Voyage clause
사. Frustration clause 아. Valu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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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from the
word shown below. "Should a claim be
filed by the relevant claimant, you will
be asked for (
) of same as you
are fully liable for the damage and/or
loss."
가. question
사. reimbursement

나. reason
아. difference

2. 일반 선박에서 Tackle에 걸리는 하중계산
시 사용하는 Sheave의 마찰력 계수는?
가. 전 하중의 1/4
사. 전 하중의 1/8

3. 대량 화물 적·양하시에 흘수를 계산할 때,
적재 전·후에 구별하여 계산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general, we should address our
letters so that they are directed at once
to the most appropriate person in the
organization to which we are writing. If
it is a rule that all correspondence must
be addressed to a particular official, we
can still expedite the letter
by putting (
)."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an attention line
the subject heading
the closure
the inside name and address

나. 전 하중의 1/6
아. 전 하중의 1/10

Center of flotation
Tcm (Tons per centimeter immersion)
Mcm (Moment to change trim 1cm)
Center of gravity

4. 과일을 냉장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양화항
에서 과일에 손상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
유는 무엇인가?
선박의 냉동장치로부터의 누설
화물 구역의 부적절한 청소
부적절한 습도에서의 운송
적재 전의 부적절한 취급

5. 석탄의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 선 전 문 ]
1. VLCC 계류설비의 설계조건에 대한 다음 설
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가. 계류삭에 걸리는 하중은 그 로프 최소파단
력의 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VLCC의 계류로프로는 IWRC 로프의 최소
직경이 42mm 이상을 사용토록 한다.
사. 와이어 계류로프에 나일론 테일을 사용할
때는 그 로프 최소파단력의 1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아. 윈치 브레이크는 계류와이어 로프 최소파단
력의 60%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자연발화현상은 적재 후, 대부분의 경우 72
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나. 젖은 석탄은 마른 석탄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쉽다.
사. 석탄은 공기 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메탄과 반응하여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아. 채굴한 후 경과시간이 짧은 석탄일수록 위
험하다.
6. SOLAS 협약상 여객선은 수밀문, 현창배수구
및 폐쇄장치의 조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는데, 그 간격으로 옳은 것은?
가.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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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개월

아. 2개월

7. 다음 중 화물창 내에서의 발한에 의한 화물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
나.
사.
아.

화물창내의 노점
외부 공기의 이슬점
외부 공기의 온도
화물의 온도

8. 1924년 선하증권 통일협약상 선박이 감항능력
을 갖추어야 할 시점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나.
사.
아.

On the voyage
At the end of voyage
Before the beginning of the voyage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9. 다음 중 B/L의 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가. 통지수령인
사. 면책 약관

나. 스탬프 약관
아.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10. 다음 중 선하증권의 법적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공공증권
사. 요식증권

나. 요인증권
아. 채권증권

11. B/L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운송인의 화물
부족에 대한 책임유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가. F.I.O. 조건에서는 면책이다.
나. Berth Term만 책임이 있다.
사. 하역을 운송인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면책
이다.
아. 수량이 부족하면 일단 운송인의 책임이다.

항해사 1급

12. 1968 Hague-Visby규칙상 화물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 선박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
야 하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가. 선장, 선원의 선박 운항상의 항해과실일 경우
나. 발항 당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시
사. 상당한 주의를 하여서도 발견하지 못한 숨은
하자
아. 해상 특유의 위험 및 재해
13. 선박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신조선의 취득선가는 계약선가에 취항비용
을 가산한금액을 말한다.
나. 중고선의 취득선가는 구입선가를 말한다.
사. 선박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통상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아. 중고선의 내용년수는 경과년수의 60/100에
잔존내용년수를 합하여 인정한다.
14. 타사선을 정기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 운항
채산이 양(+)이 되는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가. H/B >C/B
사. 용선료 >H/B

나. C/B >H/B
아. C/B >용선료

15. ITC (Hulls) 약관 중 충돌약관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가. 선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해 본선이 타선에
충돌을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
해를 보상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타선과의 현실적인 접촉이 없는 즉, 간접적
인 충돌사고를 유발시켰을 경우에는 배상책
임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사. 수상에서 항해할 수 있고 사람과 재물을 수
상에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에 충돌을
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 본선의 과실에 의해 충돌을 가한 경우에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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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선박의 불가동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보상
하지 않는다.

19. SOLAS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원장
구에 관한 설명 중 잘못 서술된 것은?

16. 다음은 공동해손 분담가액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보호복은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에 의한 화상
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질
나. 고무 또는 절연성 재료로 된 장화 및 장갑
사. 최소 1시간 이상 점등할 수 있는 휴대용 전등
아. 자장식 호흡구의 실린더 용적은 1,200리터 이
상 또는 최소 30분 이상의 기능

가. 공동해손 분담가액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일
한 비율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다.
나. 공동해손 총액을 공동해손 분담가액의 총액
으로 나누면 분담률이 나온다.
사. 선주, 화주 등 각 공동해손 이해당사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은 공동해손 분담률에 각각
의 공동해손 분담가액을 곱하여 구한다.
아. 공동해손 행위의 결과로 보존된 선박, 적화
등의 잔존 가액에 공동해손 손해액을 합한
것이 공동해손 분담가액이다.
17. 다음 중 ISPS Code에서 선박의 보안선언
서(Declaration of 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은?
가.
나.
사.
아.

선박보안책임자(Ship security officer)
회사보안책임자 (Company security officer)
입항지역 선사보안책임자
기국정부의 보안부서 책임자

18. 다음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내용이다. Code내 위험물 목록(Dangerous
Goods List)의 내용과 맞지 않은 것은?
가. UN No.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Proper Shipping Name(적정 선적명)은 대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사. Subsidiary risk(부가적 위험성)에서 P는
해양오염 물질을, SS는 중대한 해양오염물
질을 표시한다.
아. Packing group(포장 그룹)에서 그룹 1은
높은 위험성을, 그룹 2는 보통의 위험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20. MARPOL 73/78 협약상 X류 유해 액체 물
질을 적재한 탱크는 예비세정 후 수용시설
로 양하하고 그 후 탱크에 주입한 물은 다
음 조건이 충족되면 해양에 배출할 수 있
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자항선인 경우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 중
일것
나. 배출량이 탱크 용적의 100분의 1 이하일 것
사. 최대배출률 미만으로 흘수선 하에서 배출할 것
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진
수심 25m 이상의 해역에서 배출할 것
21. 다음 중 MARPOL 73/78 부속서 VI에서 규
정하고 있는 SOx 배출 통제해역은?
가. 대서양해역
사. 걸프해역

나. 인도양해역
아. 발틱 해역

22. 다음 중 SAR협약에서 분류하고 있는 긴급
상태의 3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불확실 단계 (Uncertainty phase)
경계단계 (Alert phase)
조난단계 (Distress phase)
비상단계 (Emergency phase)

2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OSC의 책임사항 중 잘못된 것은?
가. 수색 구조 작업을 조정하는 RCC나 RSC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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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시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나. 수색 구조 작업을 조정하는 RCC나 RSC에게
주기적인 보고
사. 구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구조 종료
의 결정
아. 수색 구조대와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기타 선
박 및 항공기가 현장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등의 기록유지
24. 헬리콥터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인양케
이블 끝에 장치하는 장비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가. Rescue hook
사. Rescue sling

나. Rescue net
아. Rescue basket

항해사 1급

아. 선수방위가 090˚일 때 자차가 최대가 됨을
표시한다.
2. 자이로 컴퍼스의 동요오차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가. 수직환의 남북 축상에 보정추를 설치한다.
나. 비제진식의 로터축 진동주기를 84.5분으로
유지한다.
사. 적분기를 사용한다.
아. 러버 링(Lubber ring)을 돌려 놓는다.
3. 자이로컴퍼스의 위도 오차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5. ILO의 MLC에서 통상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이 이동할 때 발생한다.
나. 선박의 움직임이 불규칙할 때 발생한다.
사. 어느 특정 제진 방법을 사용하는 자이로컴
퍼스에만 나타난다.
아. 어느 특정 침로에서만 나타난다.

가.
나.
사.
아.

4. 자동조타기에서 바람 등에 의한 정상오차를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동작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반으로 한다.
주 1일 휴식을 기반으로 한다.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한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단체협약에 위임할
수 없다.

제
[ 항

해

4

회

]

1. 다음 자차실용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δ = A ＋ Bsinθ ＋ Ccosθ ＋ Dsin2θ ＋
Ecos2θ
가. δ는 자차를 의미한다.
나. θ는 선수방위를 의미한다.
사. A는 선수방위와 관련 없는 계수이다.

가. 벡터동작
사. 적분동작

나. 미분동작
아. 비례ㆍ미분동작

5. 도플러 로그에서 송·수파기를 대칭으로 배치
하는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가. 대지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나. 반사파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사. 선체 동요시 상하 운동으로 인한 오차를 방
지하기 위해서이다.
아. 최대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6. 교차방위법과 수평협각법을 실시할 때 공통
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반드시 3개의 목표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위치가 정확하고 뚜렷한 목표물을 선정하여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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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사. 3목표 및 관측자가 같은 원둘레에 있지 않
아야 한다.
아. 관측자의 숙련도에 따라 선위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7. 교차방위법의 선위오차는 위치선 교각의
Cosec에 비례한다. 다음 중 2배의 오차가
되는 위치선의 교각들을 연결한 것은?
가. 45도 --- 90도
사. 30도 --- 60도

나. 30도 --- 90도
아. 60도 --- 90도

8. 나침로 028˚, 자차 2˚E, 편차 6˚W이고 풍향
300˚이며, 풍압차 5˚일 때 진침로는 몇 도
인가?
가. 029˚
사. 035˚
9.

나. 031˚
아. 037˚

태양의 정중시 직전에 태양의 고도를
63°41‘.0으로 관측하였고, 이때 태양의 고
리니치시각(GHA)은 38°11’.2, 적위(d)는
15°02‘.2N로 계산되었다. 이 태양의 지위는
어느 지점에 있겠는가?

가. 지위의 위도
38°11’.2W
나. 지위의 위도
38°11’.2E
사. 지위의 위도
15°02’.2E
아. 지위의 위도
83°41’.0E

가. TR관
사. Circulator

나. ATR관
아. Crystal Diode

12. 레이더의 펄스반복 주파수가 900Hz일 때,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대 탐지거리는
대략 얼마인가?
가. 60마일 나. 90마일 사. 120마일 아. 150마일
13. 레이더의 수신부에서 국부 발진기로 사용
되는 것은?
가. Klystron
사. Thyratron

나. Magnetron
아. Circulator

14. 펄스 폭이 0.5㎲인 레이더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거리 분해능은 대략 얼마인가?
가. 75m

: 15°02‘.2S, 지위의 경도 :

15. 레이더에 관한 IMO 성능기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나. 150m

사. 225m

아. 300m

: 38°11‘.2N, 지위의 경도 :
: 38°11‘.2N, 지위의 경도 :

가. 자오선정중시에 행하는 관측은 일반고도 관
측시보다 큰 오차를 포함한다.
나. 위도오차는 관측고도의 오차로부터 영향을
제4회

11. 레이더의 송수신 절환장치에 쓰이는 소자
가 아닌 것은?

: 15°02‘.2N, 지위의 경도 :

10. 자오선고도위도법의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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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사. 위도오차는 적위오차의 영향을 받는다.
아. 선박의 속력이 빠르고 침로가 0˚ 또는 180˚
에 가까울수록 큰 오차가 생긴다.

가.
나.
사.
아.

수평 빔 폭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 빔 폭을 5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리분해능을 70m로 규정하고 있다.
방위분해능을 70m로 규정하고, 1.5 마일과
2 마일 거리 범위에서는 0.5° 이내로 정하고 있다.

16. 펄스변조에 있어서 대역폭을 줄이면 윤곽정
합이 어려워지는데 이 현상을 막기 위하여
Loran C 송신방식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2013년도 문제지

가. 펄스군(Pulse group)
사. 저주파수

나. 증강된 출력
아. 위상 코오딩

항해사 1급

가. D = V×12×F×M+Q
나. D = V×12×F/(M+Q)
사. D = V×24×F×M+Q

17. GPS의 신호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C/A신호의 진폭은 P신호의 진폭보다 약하
다.
나. C/A신호는 P신호보다 동기를 잡기 쉽다.
사. P신호는 군사용 또는 특정 민간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아. P신호는 동기점을 찾으면 C/A신호보다 거
리측정 정밀도가 높다.

아. D = V×24×F/(M+Q)
22. 5노트의 속력으로 하루에 10톤의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이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할 경우 하루 연료소비량은 대략 얼마인
가?
가. 40톤

나. 60톤

사. 80톤

아. 100톤

23. 북태평양 횡단항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레이더용 Transponder의 용도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특정 선박의 식별
해상구조활동을 위한 특정 선박의 식별
수로측량을 위한 표시
일시적인 또는 새로운 항해위험의 표시

19. 고정주파수 Radar Beacon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가. 육지 초인
나. 특색 없는 해안선의 거리 및 위치 확인
사. 근해 구조물의 식별
아. 개별 선박의 식별
20. 항해계획 수립시에 Pilot chart로부터 얻
을 수 없는 정보는?
가. 평균 바람 상태
사. 편차

나. 수심
아. 유빙의 평균 한계

21. 일정한 양의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속력 V로 항주할 때 항속거리를 구하는 식
은? (단, D는 항속거리(해리), V는 속력(노
트), Q는 속력 V로 1일에 소비하는 주기관
용 연료(톤), M은 1일에 소비하는 잡용연료
(톤), F는 사용할 수 있는 연료(톤)임)

가.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도가 높을수록 대권항
로 거리와 항정선항로 거리의 차가 줄어든다.
나. 대권항로로 서항할 때 강한 편서풍을 피하기
위해 Unimak Passage를 통과하기도 한다.
사. 겨울철 북위 40도 부근에서는 강한 편동풍이
부는 경우가 많다.
아. 대권항로에서는 겨울철의 안개와 여름철의
황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4. 도선구역내에서의 항해계획 수립과 관련하
여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장은 도선사 승선직후 도선 항해계획을
도선사와 의논해야 한다.
나. 도선사의 도선 항해계획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장은 거부할 수 없다.
사. 도선 항해계획이 수립되면 선교팀 각 개인
의 책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 출항을 위한 도선 항해계획에 관하여 입항
직후 도선사가 선박을 떠나기 전에 의논함
이 바람직하다.
25. 북대서양 항로 선정시 필요한 기상 및 해
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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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urricane 발생해역은 북대서양 서부로서
6월 ~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나. Hurricane의 영향이 미치는 해역은 카리브
해, 멕시코만, 플로리다, 바하마, 버뮤다 및
부근의 대양해역이다.
사. Newfoundland 동방 및 남방해역에는 늦봄
및 초여름에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
아. Grand Bank of Newfoundland 해역의 유
빙, 빙산의 출현은 3월 ~ 7월에 가장 많고
5월에는 빙산이 특히 많다.

[ 운

용

]

1. IMO 표준 선박조종성 시험 중에서 선수요
저지성능(Yaw-checking ability) 및 보침성
능(Course-keeping ability)을 측정하는 조
종성 시험은 어느 것인가?
가. Turning test
사. Pull-out test

나. Zigzag test
아. Steady test

2. 선체가 정상 선회 운동 중에는 원심력에 의
하여 선체의 외방경사가 발생한다. 옳게 설
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외방경사각은
외방경사각은
외방경사각은
외방경사각은

메타센타 높이에 반비례한다.
속력에 반비례한다.
선회반경에 비례한다.
타압력의 항력에 반비례한다.

3.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규칙파 중에서의
만남주기(Te)를 계산하시오.
(단, 파장 : 100m, 파도와의 만남각 : 60
도, 선속 : 10m/s, 파속 : 15m/s, sin 60
도 = 0.866, cos 60도 = 0.500)
가. Te = 5초

나. Te = 10초

사. Te = 15초

아. Te = 20초

4. 항내 조선시 고정피치추진기의 경우 동일한
RPM이면 후진추력은 대략 전진추력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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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도인가?
가. 약 0.1배
사. 약 0.6배

나. 약 0.3배
아. 약 0.9배

5. 예항(towing) 전에 피예선의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복원력, 배수량 및 트림을 적절히 조정한다.
Messenger line을 사전에 연결한다.
Tow line의 활동부에 대한 주유를 준비한다.
피예선의 배수장치를 정비한다.

6. 양현 묘쇄를 같은 길이로 내어 주어 묘박할
때 양현묘쇄의 개각(Open angle)이 몇 도
미만이어야만 단묘박시보다 파주력이 커지
는가?
가. 120°

나. 130°

사. 140°

아. 150°

7. 정적복원력 곡선으로부터 구한 동적 복원력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사로 인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다.
나. 경사각 θ˚인 때의 동적 복원력은 정적
복원력곡선을 0˚에서 θ˚까지 적분한 값
과 같다.
사. 직립 위치에서 경사각까지 경사하는데 필
요한 일의 양이다.
아. 배수량에 선체의 무게 중심과 부심과의 거
리를 곱한 값이다.
8. 선박복원성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만재입항상태란 만재출항상태로부터 연료, 청수,
식료품 등 소모품을 90% 소비한 상태를 말한다.
나. 소형여객선이라 함은 선박길이 12m미만의 여객
선을 말한다.
사. 복원성 시험이란 경사시험과 동요시험을 말한다.
아. 근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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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원 1인당 중량은 80킬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9.

배수량 8,000톤의 선박이 청수탱크에 유동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GM의 손실량은 약
몇 미터인가? (단, 청수탱크의 길이는 6미터,
폭은 12미터, 탱크 중앙에 선수미에 평행한
종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청수 및 해상의 해
수 비중은 각각 1.000 및 1.025이다.)

가. 0.018미터
사. 0.038미터

나. 0.026미터
아. 0.048미터

항해사 1급

가. 300hPa 고층일기도 나. 500hPa 고층일기도
사. 700hPa 고층일기도 아. 850hPa 고층일기도
14. 선박 주기용 디젤기관을 시동 전 터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실린더 내부 온도 유지
밸브의 작동 상태 확인
실린더 내에 남아있는 가스 및 드레인 배출
축 계통에 부당한 저항 및 운동부의 이상
유무 확인

10. 풍랑이 그 발생해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약해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5. 선박용 연료유의 이송에 적당한 펌프의 종
류는?

가. Tsunami
사. Wind wave

가. 원심 펌프
사. 기어 펌프

나. Swell
아. Tidal wave

11. 돌풍(Gust)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적난운을 자주 동반한다.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자주 발생한다.
저기압이 급속히 발달할 때 발생한다.
적도 수렴대에서 자주 발생한다.

12. 서부 북태평양에서 동~북동진 해 오던 저
기압이 이동을 정지하거나 이동이 서~북
서~북진으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이런 현상을 저지현상이라 한다.
나. 이런 현상은 500hPa 기상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사. 이런 현상으로 생기는 저기압의 대표적인
것이 동지나해 저기압이다.
아. 상층에 절리 저기압 또는 절리 고기압이 있
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나. 왕복 펌프
아. 제트 펌프

16. 선박 좌초시 좌초지점의 해저반력을 계산
할 때 고려하지 않는 요소는?
가.
나.
사.
아.

좌초된 선체의 좌초면적
좌초 전의 흘수
선박의 매 cm 배수톤
좌초 후의 흘수

17. 어떤 선박이 담수 항해중 수선면에서 5m
깊이의 외판에 0.01m²의 파공이 생겼다.
유량계수를 0.8이라고 하면 10분 동안의
침수량은 약 몇 톤인가?
(단, 담수비중 1.0, g = 10.0m/s²)
가. 34톤

나. 48톤

사. 54톤

아. 68톤

18. 해양사고에 직면하거나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선장이 선주나 정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첫 통신문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3. 지상 약 1.5km 정도의 기상을 나타내며
주로 수증기의 유입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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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재화물의 처분 및 처분된 적재 화물량
나. 요청되는 원조 또는 원조중인 타선박의 이
름이나 국가명
사. 사고의 날짜 및 시각(UTC)
아. 선명, 신호부자 및 기국

아. 선박의 거주 환경이 허락한다면 외국인 선원
과는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9. 구조 헬리콥터의 인양장비 중 한 측면이
열린 원추형의 새장모양으로 들어가서 양
손으로 그물을 잡고 앉을 수 있는 장비는
어느 것인가?

가. 직무분석
사. 교육·훈련

가. Rescue Net
사. Rescue Seat

나. Rescue Litter
아. Rescue Sling

20. IAMSAR 편람상 Single Turn 인명구조 조
종법에 관한 것이다. 익수자 현측으로 전타
(hard over)하여 약 몇 도 정도 선회하였을
때 타를 중앙(Midship)으로 하는가?
가. 90도
사. 250도

나. 160도
아. 300도

21. 국제 NAVTEX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항행경보, 기상경보, 기상예보 등 해사안전
정보를 송수신한다.
나.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조정된 방송
및 자동수신을 한다.
사. 518kHz 및 480kHz를 사용하여 송수신한다.
아. 영문으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22. 혼승선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임금이 낮다고 하여 문화적 수준까지 낮게
보아서는 안된다.
나. 외국인 선원의 의식을 빨리 이해하도록 한다.
사. 종교와 문화 차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금
기시하는 사항은 빨리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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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에서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과정은?
나. 선발시험
아. 인사고과

24. 선내 인간관계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
사소통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가. 명확성의 원칙
사. 다양성의 원칙

나. 적기 적시성의 원칙
아. 타당성의 원칙

25. 선박에서 의료관리자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①
②
③
④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식료 및 용수의 위생관리
선내 작업환경 및 거주환경 위생의 유지

가. ①,②,④
사. ②,③,④

[ 법 규

나. ①,②,③,④
아. ①,②,③

]

1. 개항질서법 내용에 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이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을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선박을 수리 또는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당
해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또는 계선중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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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
하여 안전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의 승선을
명할 수 있다.
2. 선원법상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 피부양자가 지급받는 행방불명보
상의 최저금액은?
가.
나.
사.
아.

1월분의
3월분의
1월분의
3월분의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승선평균임금과 3월분의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과 1월분의 통상임금

3. 선원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은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소유권자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사. 실습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라도 선박차용
인은 선박소유자가 아니다.
4. 선박안전법상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최대승선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명 및 선적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의 선박 시설 중 선박안전법상 건조검
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가. 양묘설비
사. 무선설비

나. 배수설비
아. 조타설비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자가

항해사 1급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간 무사고 운항을 할 때에 그 징계가
실효되는가?
가. 2년 이상
사. 5년 이상

나. 3년 이상
아. 10년 이상

7. 해양환경관리법상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해
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
는 복원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가.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나. 사전예방의 원칙
사. 환경영향평가의 원칙
아. 비차별의 원칙
8.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에서 기름 배출에 대
한 설명이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는 기름의 순간배
출률이 1해리당 30리터 이하일 때 배출이
가능하다.
나. 맑은 평형수는 배출 전에 표면에 기름이 관
찰되지 아니한 경우 흘수선 아래쪽으로 배
출할 수 있다.
사. 혼합물탱크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아.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는「영해 및 접속
수역법」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50해
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이 가능하다.
9. 예인중인 피예인선과 제3선박과의 충돌시
해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한 설
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예인선의 일방과실에는 예인선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예인선이 예인선 지휘권을 가진 경우 피
예인선 소유자가 책임부담하나 경우에 따라
예인선도 부담한다.
사. 예인선의 과실일 경우 예인선의 책임부담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피예인선이 부담할
수도 있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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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예인선의 일방과실시에도 예인선과 피예
인선이 균등부담한다.
10. 해상법에서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
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
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다면 그 사
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제한은?
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
용할 수 있다.
나. 운송인보다 낮은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사. 운송인보다 높은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아. 운송인과는 무관하게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11. 해사안전법상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
리는 누가 하는가?
가. 국립해양조사원장
사. 지방해양항만청장
12.

나. 해양경찰청장
아.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상 공기부양선(Air-cushion
vessel)이 물에 잠기어 항해중일 때의 등화
로 옳은 것은?

가. 황색섬광등
나. 항해등
사. 항해등, 황색섬광등 아. 항해등, 적색섬광등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조종불능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타당한 것은?
가.
나.
사.
아.

예외적인 사정과 관계가 있다.
작업의 성질과 관계가 있다.
다른 선박의 진로는 피할 수 있다.
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종할 수 있다.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안전속력 (safe
spe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선박은 안전한 속력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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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속력이어야 한다.
사. 안전한 속력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사
이에 적용한다.
아.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
선할 수 있는 속력이어야 한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레이더 사용에 관
하여 가장 적절하게 기술한 것은?
가. 충돌의 위험성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 장비는 시정이 제한된 수역에서만
사용하면 된다.
사. 레이더를 사용하면 시각적 경계는 하지 않
아도 좋다.
아. 레이더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속력은
레이더가 없는 선박보다 커도 된다.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규정 중 좁은 수
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가. 항행중인 군함
나. 무배수량으로 항행중인 선박
사. 후진중인 선박
아. 어로중인 선박
17. 서로 시계 내에서 마주치는 2척의 동력선이 피
항조치를 할 때에 울리는 조종신호는 (
)신
호이고, 이것은 양 선박의 피항의무가 (
)
한 것을 의미하며, 조종신호를 적절한 때에 울
리지 않은 것은 (
)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에 모두 적합한 것은?
가. 강제, 동등, 과실
사. 임의, 동등, 과실

나. 강제, 유사, 과실
아. 임의, 유사, 무과실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5조 횡단하는 상
태의 항법규정의 적용범위로서 타당한 것은?
가. 모든 선박 사이에 적용된다.
나. 동력선 사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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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력선과 범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아. 동력선과 동력선 사이에, 범선과 범선 사이
에 적용된다.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소해작업에 종사
중인 선박의 선미 방향으로 (
)미터,
정횡방향으로 (
)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아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500, 1,000
사. 1,000, 1,000
20.

나. 1,000, 500
아. 1,500, 50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예인등(Towing
ligh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예인선의 선미등을 말한다.
나.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등을 말한다.
사. 매분 120회 이상의 섬광을 발하는 전주등을
말한다.
아. 피예인선의 선미등에 부가하여 표시하는 황색
등을 말한다.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침로를 이탈할 수
없는 예항작업에 종사중인 선박의 등화와
형상물은?
가.
나.
사.
아.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다.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다.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선박의 경우와 같다.
위의 "가"의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나"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홍·백·홍의 전주등
을 표시할 수 없는 선박은?
가.
나.
사.
아.

준설작업 중인 선박
잠수작업 중인 선박
어망을 끌고 있는 선박
항로표지 보수작업 중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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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준설 또는 수중작
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
한받고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표시하는 등화는?
가. 수직선상에 백등 2개
나. 수직선상에 홍등 2개
사. 수직선상에 녹등 2개
아. 수직선상에 홍등, 녹등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경고신호와 주의
환기신호의 법률상 해석을 옳게 한 것은?
가. 경고신호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강제신호이
고, 주의 환기신호는 임의신호이다.
나. 경고신호는 임의신호이고, 주의환기신호는 강
제신호이다.
사. 경고신호와 주의환기신호는 모두 강제신호이다.
아. 경고신호와 주의환기신호는 모두 임의신호이다.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다른 선박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탐조등을 사용
하는 것은 어떤 신호에 해당하는가?
가. 수색신호
사. 조종신호

[ 영

어

나. 주의환기신호
아. 의문신호

]

1.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 After the wheel order of "steady as
she
goes!"
has
been
given,
the helmsman is repeat the order and
call out the compass heading (
)."
가.
나.
사.
아.

after
upon
after
upon

heading is set up
receiving the order
the vessel has been in steady
heading reached at next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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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 Fire on board. Fire in boatswain store.
Turn (
) to windward."
가. the stern
사. port side

나. the bow
아. starboard side

3.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Port Control : "Advise you have your
crew on stand by for (
)
anchor when the pilot embarks."
가. dragging 나. casting 사. weighing 아. leaving

6.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When you hear the (
) alarm
which consists of one prolonged and
one short blast repeated continuously,
please act in the same manner as
under the general emergency alarm."
가. abandon ship
사. aground

나. fire
아. blackout

7.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A distress traffic always has to commence
with stating the position of the vessel in
distress as specified in "General 11
Positions / 12 Bearings"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
) distress alert.

4. Select the correct one.
"Your present course is too close to
port limit of the fairway. Advise
you adjust your course to (
),
otherwise you may have a danger
situation of collision with those vessels
on (
) course."

가. NAVTEX
사. GMDSS
8. Fill the blank
"We rejoin
buoy where
by Avonport

나. DSC
아. EPIRB
with a proper word.
Utopia approaching fairway
she will enter waters (
)
Port Control."

가. leeway, same
나. starboard, opposite
사. forward, another 아. stern way, inbound

가. covered
사. congested

5. Upon receipt of the DSC Distress Alert
acknowledgement, the vessel in distress
should commence the distress traffic on
one of the international distress traffic
frequencies for telephony(VHF Channel
16 or 2,182 kHz).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message.

9. Select the correct one.
"Typhoon warning was (
) at 1700
hours in Northern Harbor. All vessels are
required to (
) immediately."

가. The 9-digit MMSI code plus name/call
sign or other ID of the vessel
나. The position of the vessel
사. The location of the rescue vessel
아. The assistanc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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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eported, move
사. declared, leave

나. connected
아. contacted

나. issued, go
아. issued, shelter

10. Select the correct one.
Number 2 buoy in North Approaching
Channel is (
). The characteristic
of the light is not correct. You must
navigate with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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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issing
사. unlit

나. floating
아. unreliable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The celestial equivalent of latitude is
(
). The other celestial coordinate,
equivalent to longitude on earth, is
(
)."
가.
나.
사.
아.

declination, hour angle
declination, hour circle
zenith distance, hour circle
polar distance, hour angle

12.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You are running parallel to the coast
and take a running fix using bearings of
the same object. You are making more
speed than used for the running fix. In
relation to the position indicated by the
fix, you will be (
).
가.
나.
사.
아.

closer to coast
farther from the coast
on the trackline ahead of the fix
on the trackline behind the fix

13. Select one which cannot be included in
the factors which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ciding the "margin of
safety" in the passage planning.
가. The accuracy of the navigational systems to
be used.
나. The dimensions of the ship.
사. The manoeuvring characteristics of the ship.
아. The size of Radar Screen to be used.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GPS receiver makes time-of-arrival
measurements of the satellite signals to

obtain the (
satellites."
가. time
사.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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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the user and

나. distance
아. variation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case of collision, the masters of
both vessels should inform each
other the name of the vessels, their port
of registry, and ports of (
)."
가.
나.
사.
아.

departure and destination
repair and discharge
home and foreign
salvage and repair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s the carrier has no means of
checking the weight of bulk cargo,
any reference to such weight in this bill
of lading shall be deemed to be for the
convenience for the shipper only, but
shall constitute (
)."
가.
나.
사.
아.

in no way evidence against the carrier
evidence against the shipper
in no way evidence against the shipper
evidence against the carrier

17.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가.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y
나. Procedures for reporting accidents and
non-conformities with the provisions
사. Procedures for internal audits and
management reviews
아. Procedures for upgrading the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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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of members staffs
18.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Annex of the MARPOL.
가. Pollution control by ship's sewage
나. Pollution control by noxious liquid
substances
사. Pollution control by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아. Pollution control by ship's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ea in packaged
form
19. Select not correct for the blank.
"In order to constitute a general average
sacrifice, (
)."
가. there must be a danger common to the
whole adventure
나. the sacrifice must be real and
reasonable
사. the property which was in danger must
have been actually benefited by the
sacrifice
아. damage of ship must be total loss
20. What is the meaning of the following
explanations?
"Shipowner
undertakes
to
carry
quantities of a specific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over a given
period of time using ships of his
choice with specified restrictions."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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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of Affreightment (COA)
Demise Charter
Voyage Charter
Period Tim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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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By statute,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the shipper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s set out in the bill of
lading may be transferred with the full
property in the goods to (
) of the
goods or the endorsee of the bill of
lading."
가. the shipowner
사. the consignee

나. the charterer
아. the agent

22. Which is the correct explanation for the
underlined part? "Hire under time
charters is almost invariably payable in
advance usually per calendar month."
가. The days of February shall be counted
as 28 day-period at any case.
나. The days of every month are counted
as 31 day-period.
사. The days of every month are
calculated as 30 day-period except
February.
아. The days of every month shall be
counted as the days of each month in
the calendar of the year concerned.
23.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The time charter hire per ton per month
is based upon the (
)
capacity of the ship's summer loadline."
가. gross tonnage
사. full

나. deadweight
아. grain

2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You will understand that it is very
dangerous to stop the vessel underway
in such a (
) water, especially in the
prevailing winds; this would inevitably
put the vessel in extreme (
)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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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into collision with vessels in the
neighborhood."
가. fast, end
사. shallow, situation

나. narrow, danger
아. deep, hazard

25. Select the most proper one for the
blank.
We
will
immediately
begin
an
investigation into the above matter and
will advise you of our findings. However,
the final (
) of this claim will have
to be decided by our Principal.
가. request
사. computation

[ 상 선 전 문

나. decision
아. disposition

]

1. 탱커의 IGS(Inert Gas System)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스공급 주관내의 산소농도는 용적비로
5% 이하일 것
나. 화물 탱크내의 산소농도는 용적비로 8%를
초과하지 말 것
사. 온도 감지 장치는 가스온도가 저온이 되면
경보음을 발할 것
아. 화물탱크의 과ㆍ부압에서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Breather valve를 설치할 것
2. 만재흘수선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하천 및 내수 항에서 해양에 이르는 동안에
는 그 소모량만큼 더 적재가 가능하다.
나. 대양 항행중에 계절변화로 인하여 대역 변
경시에도 그 대역에 맞추어야 한다.
사. Hogging시에 만재흘수선까지 허용하면 과

항해사 1급

적되므로 평균흘수로 제한한다.
아. 출항 후에 악천후 조우 등의 사유로 만재흘
수선을 초과시 관련기관은 그 타당성을 고
려한다.
3. 다음의 적화관계 서류 중 선적항에서 발급
되는 것은?
가.
나.
사.
아.

Stowage Survey Report
Sea Protest
Hatch Survey Report
Damaged Cargo Survey Report

4. 외부 공기의 노점이 창내 공기의 노점보다
높은 경우, 다음의 사항 중 적당한 것은?
가.
나.
사.
아.

배기용 블로워만을 기동시킨다.
흡기용 블로워만을 기동시킨다.
화물창내를 통풍 환기하여서는 안된다.
화물창내를 통풍 환기한다.

5. 선체 Trim에 대한 배수량 수정을 행함에 있어
제1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부면심이 선체중앙에 있지 않을 경우에
Trim으로 인한 배수량의 변화를 수정하는
것이다.
나. Trim 변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선면적의
모양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수량 변화
량의 수정이다.
사. 배수량 등곡선도 상의 계획 Trim(Even
keel)과 실제의 선수미 Trim으로 인한 평
균흘수로 구한 배수량의 차이에 대한 수정
이다.
아. 초기의 평균흘수면의 부면심이 선체 중앙에
있고 Trim 흘수면의 부면심의 위치도 변하
지 않으면 배수용적에는 차이가 없다.
6. 원유 중에 존재하는 H2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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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 농도가 10ppm으로 독성이 매우 강하다.
나. 인체 내에 축적되어 신경계통을 손상시킨다.
사. H2S가 많이 포함된 원유를 Sour crude라고
한다.
아. 끓는 점이 낮으므로 기화하기 쉽다.
7. 밸러스트용 기름 배출 감시 제어장치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
고장시는 배출 금지
슬롭탱크 내의 유수 경계면 검출기를 설치할 것
설치 대상은 200G/T 이상의 Oil Tanker

8. B/L의 채권증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가. B/L의 소지인은 B/L에 명시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가진다.
나. B/L의 소유는 화물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
사. B/L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의 기
재를 필요로 한다.
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주와 화주의 의무이
행이나 권리주장은 B/L증권상에 기재된 문
언에 따른다.
9. 다음의 해운정책 중에서 같은 부류에 속하
지 않는 것은?
가. 해운 자유주의
사. 자국화 자국선 주의

나. 국기 차별주의
아. 웨이버 제도

10. 정박기간(laytime)이 개시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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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이 해당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
하역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하역 준비 완료의 통지를 해야 한다.
부두에 접안하거나 또는 비어 있는 부두가
있어야 한다.
제4회

11. 용선계약시 체선에 관한 Detention Clause
를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약속된 하역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라도 본선
을 발항시킬 권한을 규정한다.
나. 초과시간에 대한 체선료를 지급하면 계속
본선을 정박시킬 수 있다.
사. 체선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도 증액된 체선
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 체선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선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탱커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일반적인 비용부
담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적화지에서의 선적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
로 한다.
나. 양화지에서 양화에 필요한 펌프, 증기, 선
원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사. 탱크 세정에 요하는 증기나 세정비용은 선
주가 부담한다.
아. 적양화에 필요한 호스는 선주가 제공한다.
13. 나용선 계약상의 본선 인도 및 반선에 관
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본선 인도시에 선주는 나용선자에게 선박의
감항능력을 보증해야 한다.
나.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는 나용선자는 본선을
인도 당시의 원상태로 반선해야 한다.
사. 나용선자는 본선을 반선할 때 자연적인 소모
에 대하여도 선주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아. 나용선자는 선주의 승인을 얻어 설비와 구조
를 변경할 수 있다.
14. 손해 보험인 선박 보험과 P&I 보험에서 부
담하는 책임 주체를 잘못 설명한 것은?
가. 본선 자체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는
선박보험에서 보상한다.
나. 사고를 당한 선박의 구조비용은 P&I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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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상한다.
사. 타 선주 및 화주에 끼친 충돌손해 배상금은
선박 보험에서 보상한다.
아.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P&I 보
험에서 보상한다.
15. 해상보험에서의 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적
합하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손상이 매우 심해도 위부통지가 없
으면 분손으로 처리될 따름이다.
나. 위부통지가 된다고 해서 보험자가 반드시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사. 위부통지는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아. 위부통지를 한 후에는 선박구조를 위한 노
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16. ITC(Hulls)상 손해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상액 이외
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나. 손해방지행위 결과 잔존가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보상한다.
사. 손해방지 의무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
의 사용인인 선원들에게도 있다.
아. 피보험자가 위부통보를 한 후 손해방지 행
위를 한다면 위부의 철회로 간주된다.
17. STCW 코드 제 A-Ⅱ/2조의 선장과 1등 항
해사의 자격증명에서 '선박운항의 통제와
선상의 인명관리 해기능력 (Competence)
의 최저기준 명세(Specification)'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통솔력과 관리상의 기술 사용
트림, 복원성 및 응력 관리 및 조치
당직근무 배치와 절차의 수립

항해사 1급

18. SOLAS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식 화
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일반적인 요건 중
잘못 기술된 것은?
가.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는 전력 상실 또는 자
체고장에 대하여 적절히 감시되어야 한다.
나. 고장발생 경보신호는 화재 경보신호와 식별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전기설비의 동력 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1개는 비상전원이어야 한다.
아. 제어반은 업무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배치하
여야 한다.
19. MARPOL 73/78 협약의 Slop tank에 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반드시 설
치해야 한다.
나. Slop tank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총화물유
적재 용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사. 7만 DWT 이상의 신조 유조선은 2개 이상
을 갖추어야 한다.
아. 분리밸러스트 탱크를 갖춘 탱커는 Slop
tank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20.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기름오염비상
계획서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기름오염사고의 보고에서 선장 또는 본선 책
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나. 기름오염사고 발생시 연락할 당국 또는 사람
의 목록
사. 기름오염방제에서 국가 및 지역당국과 함께
본선의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본선의
절차 및 연락처
아. 기국 정부에서 개발한 지침서를 근거로 작성
21. MARPOL 73/78 협약상 X류 유해 액체 물
질을 적재한 탱크는 예비세정 후 수용시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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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하하고 그 후 탱크에 주입한 물은 다
음 조건이 충족되면 해양에 배출할 수 있
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자항선인 경우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 중
일것
나. 배출량이 탱크 용적의 100분의 1 이하일 것
사. 최대배출률 미만으로 흘수선 하에서 배출할 것
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진
수심 25m 이상의 해역에서 배출할 것
22. 관측자가 사물을 탐지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지 않기 위한 육안탐색기술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면 또는 수면의 연속적인 지역을 시야의 중앙
에 오도록 짧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눈을 계속
움직인다.
나. 각 눈의 움직임은 2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각 지역을 2초 이상 관찰하여야 한다.
아. 대부분의 관측자들이 수평방향으로 전후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지만 가장 편안한 탐색패
턴을 개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다.
2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에서 수색계
획에 대한 추정점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이
다. 거리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통보된 조난의 위치 및 일시
수색 방식
D/F의 방위 또는 육안 식별 등의 보충 정보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에 SAR 항공기가 현
장에 도착할 가능성

24. ILO의 MLC에서 연소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 금지
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초과 금지
사. 주 식사를 위하여 하루 중 적어도 30분의
휴식 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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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매 2 시간 연속 근무 후 가능한 한 즉시
15분의 휴게시간 허용
25. ILO의 MLC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야간은 국내법령에 의해 정의된다.
나.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
시 이후에 종료한다.
사. 야간은 최소한 9시간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 선원의 야간근로 금지 대상은 선원으로 고
용될 수 있는 최저연령과 같다.

[ 어 선 전 문

]

1. 다음은 어류의 지질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인
자들이다. 촉진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고온, 빛
사. 과산화물

나. 방사선
아. 가열 처리

2. 어획물의 부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수분

나. 온도

사. 세균수

아. 독성

3. 꽁치 봉수망 어선에서 어획한 꽁치를 저온
보관하기 위하여 10kg들이 종이 상자에 담
는 방법은?
가. 눕히는 법
사. 등 세우기 법

나. 배 세우기 법
아. 격자 세우기 법

4. 어획물을 동결 저장할 때, 몇 도 이하에서
동결하여 동결 저장으로 옮기는가?
가. －5℃
사. －12℃

나. －8℃
아. －18℃

2013년도 문제지

5. 어류의 식품가공에 많이 사용하는 염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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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삭제
11. 문제삭제

가. 염화나트륨
사. 인산암모늄

나. 염화칼슘
아. 중함인산염

6. w톤의 중량을 5m/min(0.08m/sec)로 감아
올리다가 0.3초 간에 32m/min(0.53m/sec)
로 증속하였을 때의 동하중은 얼마인가?
가. 2.25w 나. 1.29w 사. 1.15w 아. 1.56w
7. 배수량 5,000톤인 어선의 경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 10톤의 중량물을 정횡으로 13.6m
이동시켰다. 선체의 경사각을 측정하기 위
해서 만든 7.2m인 줄의 길이에 달린 추가
정횡으로 0.2m 이동했다. 이 선박의 GM을
구하면 얼마인가?
가. 0.35m
사. 0.88m

나. 0.45m
아. 0.98m

8. 어선 갈매기호가 해수비중이 1.025인 해역에
서, 평균흘수가 4.2m일 때에 투망을 하고
어획 후 측량한 평균흘수가 4.3m 이었다면
어획물 약 몇 톤이 추가로 적재되었는가?
단, 이 때의 수선면적은 400m² 이다.
가. 3.9톤

나. 4.1톤

사. 39톤

아. 41톤

9. 공선 항해에 있어서 황천을 예상하거나 만
났을 때 비상 수단으로 선창에 주수(注水)
하는데 그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주수량은 축로의 상면보다 약간 높게 한다.
나. 주수하는 선창은 후부의 선창 중 하나를 선정한다.
사. 갑판 세척 파이프와 소화용 호스를 사용하여 창구,
통풍통 및 측심관을 통해서 주수한다.
아. 빌지의 흡입 파이프를 이용하여 기관실의 펌프로
주수한다.

12. 섬유로프와 와이어로프의 장단점을 보완해
서 파단력은 섬유로프보다 크고 유연성은
와이어로프보다 큰 로프는?
가. 섬유 로프
사. 유연 강삭

나. 콤파운드 로프
아. 비유연 강삭

13. 어선의 선체손상 원인 중 물리적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충돌, 접촉, 좌초 등에 의한 손상
나. 화재나 폭발 등에 의한 사고 손상
사. 해수나 오수 또는 습한 공기의 접촉에 의한
부식 손상
아. 기관, 조타기, 권양기, 양묘기 등의 작업기
계에 의한 진동 손상
14. 트롤 그물에서 끝자루 부분의 성형률은 일
반적으로 몇 % 되게 하는가?
가. 50 ~55 % 나. 82 ~87 % 사. 90 ~95 % 아. 97 ~100 %
15. 그물실의 올의 굵기 표시법에서 데니어
(Denier) 법의 정의는 어느 것인가?
가. 무게 1파운드 되는 올의 길이(yard)
나. 길이 9,000 미터 되는 올의 무게(g)
사. 무게 1,000 그램 되는 올의 길이의 1,000
미터의 배수
아. 길이 1,000 미터 되는 올의 무게(g)
16. 트롤 어구의 전개판과 후릿줄(Hand rope)
을 연결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Towing chain
사. Lazy wire

나. Otter pendant
아. Bridle chain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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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트롤선에서 예망력 증대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추진기 회전 감속장치
사. Kortz 노즐 추진기

나. 가변피치 추진기
아. 고정피치 추진기

18. 어류의 주류성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어획
하는 어구는?
가. 고정자망
사. 선자망

24. MARPOL 73/78 협약에서 선박에서 발생하
는 생활 오수를 수집하여 선내에 저장해
두는 데 사용하는 탱크는?

나. 유자망
아. 주목망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길이 75 m
이상인 어선에는 구명부환을 최소 몇 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는가?
가. 8개

나. 6개

사. 5개

아. 4개

20. 77/93 Torremolinos 협약과 성질상 관련성
이 가장 깊은 국제 협약은?
가. STCW 협약
사. MARPOL 협약

나. COLREG 협약
아. SOLAS 협약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어로 작업 중
개방하여 두거나 또는 신속히 폐쇄할 수 없
는 창구를 통하여 점진적인 침수를 일으키
는 경사각은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가. 10도

나. 20도

사. 30도

아. 45도

22. STCW-F협약의 결의서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인간관계
수산업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
레이더 시뮬레이터 훈련
현존 어선에 대한 GMDSS요건의 이행

23.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V에 의한 폐
기물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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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
관리 계획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정원 13인 이상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 관
리 계획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이 계획에는 선상 장비의 사용 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아.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분을 위한 문서
화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Wing tank
사. Ballast tank

나. Slop tank
아. Holding tank

25. MARPOL 73/78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기름
오염방지증서 (IOPP)가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선박이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항구에 있지 않을 경우의 연장에 관한 내
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 검사를 받아야 할 항구까지의 항해를 위한
연장은 가능하다.
나. 어떠한 증서도 5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사. 연장이 허가된 선박이 검사를 받기로 한 항
구에 도착한 후 새 증서를 발행 받지 아니
하는 한 출항이 금지된다.
아. 정기검사 완료시 새 증서는 연장이 허용되
기 전의 증서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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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
하였으며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며
활용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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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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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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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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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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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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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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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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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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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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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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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

나

12

아

25

가

13

나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항해사 1급

법규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아

본 문제집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2

가

15

아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

16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4

나

17

사

5

사

18

가

6

가

19

아

7

사

20

가

8

나

21

사

9

가

22

사

10

아

23

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제

1

회

항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1

가

24

가

1

나

14

가

12

사

25

사

2

가

15

가

13

가

3

나

16

아

4

아

17

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5

사

18

나

1

사

14

아

6

가

19

나

2

사

15

아

7

가

20

가

3

아

16

나

8

아

21

나

4

가

17

사

9

나

22

가

5

아

18

가

10

아

23

나

6

나

19

사

11

아

24

사

7

나

20

사

12

나

25

아

8

사

21

사

13

나

9

사

22

아

10

나

23

나

운용

영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1

나

24

나

1

아

14

가

12

가

25

나

2

가

15

가

13

나

[1급항해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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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1급
상선전문

나

20

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8

아

21

나

1

아

14

가

9

아

22

사

2

아

15

나

10

가

23

가

3

사

16

아

11

나

24

사

4

사

17

사

12

나

25

아

5

아

18

사

13

가

6

아

19

가

7

사

20

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8

아

21

나

1

아

14

사

9

나

22

나

2

가

15

사

10

아

23

나

3

나

16

사

11

가

24

사

4

사

17

아

12

나

25

가

5

가

18

사

13

가

6

가

19

아

7

아

20

사

어선전문

운용

번호

정답

번호

정답

8

가

21

사

1

사

14

나

9

가

22

사

2

나

15

아

10

가

23

가

3

가

16

아

11

사

24

사

4

사

17

가

12

가

25

사

5

가

18

아

13

아

6

아

19

아

7

나

20

사

번호

정답

번호

정답

8

가

21

가

1

나

14

아

9

가

22

아

2

나

15

나

10

나

23

나

3

가

16

아

11

나

24

아

4

가

17

아

12

나

25

나

5

아

18

나

13

사

6

나

19

나

7

나

20

가

8

사

21

아

9

나

22

나

10

가

23

사

11

나

24

나

12

사

25

사

13

아

제

2

회

항해

86

7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가

2

사

15

가

3

아

16

나

4

아

17

가

5

아

18

가

6

사

19

가

[1급항해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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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아

2

나

15

사

2013년도 문제지
3

사

16

사

4

나

17

나

5

나

18

나

6

아

19

나

7

가

20

나

8

사

21

나

9

나

22

사

10

사

23

가

11

나

24

가

12

나

25

가

13

아

상선전문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나

14

사

2

아

15

아

3

아

16

가

4

나

17

아

5

사

18

사

6

아

19

가

7

나

20

아

8

나

21

사

9

사

22

아

10

아

23

사

11

가

24

사

12

사

25

아

13

나

어선전문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사

2

아

15

사

3

나

16

사

4

아

17

사

5

사

18

가

6

아

19

나

7

사

20

나

8

가

21

나

9

나

22

사

10

사

23

가

11

아

24

가

12

사

25

아

13

가

제

3

항해사 1급

회

항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사

2

나

15

나

3

아

16

나

4

아

17

아

5

아

18

아

6

나

19

나

7

나

20

아

8

가

21

나

9

사

22

가

10

나

23

사

11

아

24

나

12

아

25

나

13

사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가

14

아

2

사

15

가

3

나

16

사

4

가

17

사

5

사

18

사

6

나

19

아

7

나

20

아

8

사

21

나

9

사

22

가

10

가

23

아

11

가

24

나

12

가

25

아

13

나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아

2

가

15

나

3

가

16

나

4

가

17

사

5

사

18

나

6

가

19

아

운용

법규

[1급항해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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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1급

7

나

20

가

8

나

21

가

9

아

22

나

10

가

23

아

1

아

14

가

11

아

24

나

2

가

15

가

12

나

25

사

3

사

16

가

13

아

4

사

17

가

5

사

18

아

영어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6

가

19

아

1

아

14

가

7

나

20

나

2

아

15

아

8

가

21

아

3

사

16

아

9

가

22

사

4

가

17

나

10

가

23

나

5

아

18

아

11

아

24

나

6

사

19

가

12

나

25

가

7

나

20

가

13

가

8

사

21

나
정답

번호

정답

운용

9

나

22

가

번호

10

아

23

가

1

나

14

가

11

아

24

사

2

가

15

사

12

나

25

가

3

가

16

가

13

아

4

사

17

나

5

나

18

가

상선전문
번호

정답

번호

정답

6

가

19

가

1

가

14

아

7

아

20

사

2

아

15

아

8

아

21

사

3

아

16

가

9

나

22

아

4

아

17

가

10

나

23

가

5

아

18

사

11

아

24

사

6

가

19

사

12

사

25

사

7

가

20

나

13

아

8

아

21

아

9

아

22

아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0

가

23

사

1

나

14

사

11

아

24

가

2

아

15

가

12

나

25

아

3

가

16

사

13

아

4

사

17

가

5

사

18

나

6

사

19

사

7

가

20

나

8

사

21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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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1급

9

아

22

사

5

사

18

나

10

가

23

사

6

사

19

가

11

아

24

가

7

아

20

아

12

나

25

나

8

아

21

나

13

가

9

가

22

아

10

사

23

나

영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1

나

24

아

1

나

14

나

12

나

25

나

2

가

15

가

13

사

3

사

16

가

4

나

17

아

5

사

18

사

6

가

19

아

7

나

20

가

8

가

21

사

9

아

22

아

10

아

23

나

11

가

24

나

12

나

25

아

13

아

상선전문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사

14

나

2

사

15

아

3

가

16

아

4

사

17

아

5

나

18

아

6

나

19

아

7

아

20

아

8

가

21

나

9

가

22

나

10

아

23

나

11

사

24

사

12

아

25

아

13

사

어선전문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아

2

아

15

나

3

사

16

나

4

아

17

아

[1급항해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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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항해사

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관리팀 -

2013년도 문제지

제
[ 항

해

1

1. 갑판면에 수직방향인 연철의 유도자기에 의
한 자차를 수정하는 장치는?
가.
나.
사.
아.

나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정
을 해야 하는가?

회

]

Soft cast-iron sphere
Flinders bar
Compensating magnet
Heeling magnet

2. 자기 컴퍼스의 자차계수 A가 생기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컴퍼스의 남북선과 자침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
나. 관측상의 오차
사. 편차 가감상 내포된 오차
아. 컴퍼스 부근의 연철의 대칭적인 배치로 인
한 오차
3. 자이로 컴퍼스의 구성 부분으로 선박의 변
침에 대하여 전기적인 제어로 주동부를 추
종하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가. Sensitive element 나. Mercury ballistic
사. Phantom element 아. Binnacle
4. 다음 중 중심(重心)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용
하여 지북작용을 얻도록 하는 자이로 컴퍼
스는?
가. Single pendulous type 나. Sperry type
사. Brown type
아. Anschütz type
5. 전자식 로그에서 선박의 적화량, 기울기 등
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속에 비례하여 나타

항해사 2급

가. 감도차(感度差) 조정 나. 영점(零点) 조정
사. 경도(傾度) 조정
아. 중간오차 조정
6. 항행 중 외력의 영향이 없다면 한 물표의
상대방위만을 관측하여 제1관측 시로부터
제2관측 시까지의 항주거리만으로 선위 및
정횡거리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은?
가. 선수배각법
사. 4점방위법

나. 7/8 Rule
아. 정횡거리법

7. 교차방위법에서 자차, 편차 등의 부정확 때
문에 일어나는 오차는 무엇인가?
가. 중앙 오차
사. 정규 오차

나. 우연 오차
아. 계통 오차

8. 다음 피험선의 선정법 중 가장 확실하고 적
절한 것은?
가.
나.
사.
아.

수평협각에 의한 것
천체의 고도 측정에 의한 것
두 목표의 중시선에 의한 것
한 목표의 방위와 거리에 의한 것

9. 어느 선박이 14°20'N, 149°30'E인 지점을
출발하여 침로 060°로 1,150마일 항해했다
면 동서거는 얼마인가?
(단, √3 =1.732)
가. 약 936'E
사. 약 976'E

나. 약 956'E
아. 약 996'E

10. 정확한 항정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떤 천체
를 선정하면 좋은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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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2급

가. 선수와 선미 방향의 2천체와 정횡 방향의
1천체
나. 정횡방향의 2천체와 선수미 방향의 1천체
사. 남북 방향의 2천체와 동서방향의 1천체
아. 동서 방향의 2천체와 남북 방향의 1천체
11. 고도차법에 의해 천측위치선을 작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위치선의 요소가 아닌 것
은?
가. 계산방위
사. 가정위치

나. 고도차
아. 자오선 각

12. 자오선각 30˚W, 적위 12˚N, 위도 35˚S임을
알고 시진 방위각표에서 구한 방위각이
120˚였다면 진방위는?
가. 60˚
사. 240˚

나. 120˚
아. 300˚

13. 출몰시에 있어서 방위각의 시간당 변화율
은 다음 어느 시기의 변화율과 같은가?
가.
나.
사.
아.

자오선 정중 시
6시권 통과 시
동서권 통과 시
6시권과 동서권의 중간

14. 수평 빔폭이 3.2˚인 본선 레이더로 실제 폭
이 10°인 섬을 관측하였을 때 레이더 화면
상에 나타나는 영상의 폭은 몇 도가 되는
가?
가. 6.8˚
사. 13.2˚

나. 11.6˚
아. 16.4˚

나. TR관의 회복시간
사. 수직 빔폭
아. 스캐너의 높이
16. 레이더 플로팅 수행 시 본선의 진침로는
000도, 상대선의 진침로는 270도, 상대선
의 상대운동 방향은 225도였다. 본선이 정
선하였을 경우 레이더에서 상대선이 움직
이는 방향은 몇 도인가?
가. 000도
사. 225도

나. 090도
아. 270도

17. 레이더 전파의 초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허상의 원인은?
가. 간접반사
사. 다중반사

나. 측엽반사
아. 2차 소인반사

18. ARPA에는 추적되고 있는 목표물의 과거
항적을 같은 시간 간격인 4개 이상의 점으
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성능기준상 최소
한 얼마 동안의 과거항적이 표시되어야 하
는가?
가. 4분
사. 8분

나. 6분
아. 10분

19. LORAN-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나.
사.
아.

100kHz의 반송파를 사용한다.
펄스폭은 260㎲이다.
모든 송신국에서 6개의 펄스군을 발사한다.
통상 주국 하나와 종국 2 ~ 4개로 이루어
진다.

15. 다음 중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의 영향
요소로 적절한 것은?

20. 다음 중 GPS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오차
가 아닌 것은?

가. 물표의 전파흡수 성능

가. 속도 입력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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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중 경로 오차
아. 전리층에서 전파의 굴절에 의한 오차
21. "Super Heterodyne" 수신방식에서 중간 주
파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는?
가. 국부 발진기
사. 고주파 증폭기

나. 검파기
아. 혼합기

22. 속력 9노트로 960마일을 항해하기 위한 중
유를 준비하였다. 항해거리가 255마일 연
장될 경우, 같은 기름량으로 항해하기 위해
서 속력을 얼마로 조정하여야 하는가?
가. 약 5노트
사. 약 7노트

항해사 2급

아. 유니막 아일랜드를 통과하여 아투 아일랜드
를 지나는 알류샨 북측 항로를 택하면 베링
해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약하고 파도도 작
고 순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5. 11월에서 3월 사이에 홍콩에서 싱가폴까지
항해하는 경우 이 때 만나는 기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북동 계절풍이 분다.
12월에 강풍이 가장 많다.
대체로 구름이 많다.
해류는 일반적으로 남서로 향하고 유속은
풍력의 강약에 따라 변화한다.

나. 약 6노트
아. 약 8노트

[ 운 용
23. 협수로를 야간에 통과할 때 일으키기 쉬운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먼 산봉우리를 가까운 산봉우리로 오인하기
쉽다.
나.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수로로 오인하기 쉽
다.
사. 달빛의 섬 그림자 때문에 어두운 쪽으로 가
까워지고 밝은 쪽으로 멀어지기 쉽다.
아. 시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등대와 어선의 등
화를 혼동하기 쉽다.
24. 시애틀에서 쯔가루 해협을 거쳐 부산까지
오는 항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알류샨 열도의 남측항로를 취하면 계속 뒷
바람을 받으며 항해할 수 있으므로 좋다.
나. 유니막 아일랜드를 통과하여 아투 아일랜드
를 지나는 알류샨 북측 항로를 취하면 오야
시오 해류를 이용할 수 있다.
사. 알류샨 열도의 남측항로를 택하면 저기압의
모양을 보고 언제든지 침로를 변경하여 남
하할 수 있다.

]

1. 양묘기 취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사용 전에 클러치를 분리한 후 시운전을 행
한다.
나. 브레이크에 끼어 있는 먼지를 세척한 후 주
유한다.
사. 베어링이나 크랭크 등의 회전부에는 충분히
주유한다.
아. 기어부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흑연과 타
르를 혼합한 것을 바른다.
2. 다음 중 만재흘수선과 경하흘수선 사이에
A/C의 상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paint)는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Anti-corrosive paint
Anti-fouling paint
Wash primer
Boot-top paint

3.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외판과 늑골의 보호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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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선저내부에 포틀랜드 시멘트 또
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칠하도록 하고 있
다. 예외로 하는 장소는?
가.
나.
사.
아.

일반화물선의 단저구조 선저
일반화물선의 선저 만곡부
보일러실의 이중저내 선저
유류를 적재하는 곳의 선저

4. 다음 중 추진기의 여러 작용 및 현상 중에
서 단추진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Transverse thrust
Counter current
Lateral wash of discharging current
Cavitation

5. 고정피치 RIGHT-HANDED SINGLE SCREW
선에서 후진기관 사용 중에 선수가 우회두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가. 측압작용 및 횡압작용
나. 후진작용 및 횡압작용
사. 반류작용

아. 전진작용

6. 선체가 선수에서 파를 받으면서 항주할 경
우 선수 선저부에 강한 파의 충격을 받아
매우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과 선속 감
속 현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
라 하는가?
가. Deck wetness
사. Pooping down

나. Slamming
아. Scudding

7. 태풍 영향권 내에서 항해 중이다. 기압계는
계속 하강 중이나 풍향은 바뀌지 않는다.
태풍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가. 본선에서 멀어지고 있다.
나. 본선침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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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고 있다.
사. 본선의 정횡방향을 통과하고 있다.
아. 본선에 접근하고 있으나 방향을 알 수 없
다.
8. 복원력과 선폭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선폭이 클수록 복원력 소실각이 커진다.
나. 선폭이 클수록 복원성 범위가 적어진다.
사. 선폭이 클수록 복원성 곡선의 기울기가 급
해진다.
아. 선폭이 클수록 최대 복원력도 커진다.
9. 다음의 선박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GM값이
가장 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선
박은?
가. 적화계수가 15인 철광석을 만재한 광석 운
반선
나. 자동차를 만재한 자동차 운반선
사. 갑판적 목재를 실은 원목선
아. 홀드(선창)와 갑판상에 컨테이너를 만재한
컨테이너선
10. 모든 여객선은 (
)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경하배수량 및 경하중량 산정시
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가. 2.5
사. 7.5

나. 5
아. 10

11. 선박의 조타 선회시에 일어나는 외방 경사
각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GM이 작을수록 경사각이 작다.
선속이 클수록 경사각이 작다.
중심이 높을수록 경사각이 작다.
선회반경이 작을수록 경사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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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태평양 기단의 일반적인 성질은 무엇인
가?

17. 선박의 Stranding 시 그 손상확대를 방지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대륙성
해양성
대륙성
해양성

한대기단으로
한대기단으로
열대기단으로
열대기단으로

한냉
한냉
고온
고온

건조하다.
다습하다.
건조하다.
다습하다.

13. 북반구에서 고기압권 내의 풍향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반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
어간다.
나.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
간다.
사. 반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에서 불어 나
간다.
아.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에서 불어 나간
다.
14. 상층기상도 중에서 고도가 대류권의 중층
(고도 약 5.4km)에 해당하여 광범위한 대
기의 운동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기상도는
어느 것인가?
가. 300 hPa 등고선도 나. 500 hPa 등고선도
사. 700 hPa 등고선도 아. 850 hPa 등고선도

선체의 정적 복원력에 대한 검토
선체 고박을 위한 방법의 모색
신속한 기관 후진
전복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저 탱크에의 주
수

18. 배수량 10,000톤인 선박이 좌초되었다. 좌
초 전에 흘수를 26feet, 좌초 후의 흘수는
25feet 6inch라면 해저의 반력은 몇 톤인
가? (단, TPI는 50톤)
가. 200톤
사. 350톤

나. 300톤
아. 1,200톤

19. 퇴선시 구명정의 강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강하 중에는 구명정과 선체사이에 방현재를
댄다.
나. Even keel 또는 약간 Trim by the stern
상태로 착수시킨다.
사. 착수되면 Forward fall을 먼저 푼다.
아. 파저에 착수시킨다.
20. 부채꼴 수색방식에서 수색의 시작점은?

15. 2행정 사이클 기관과 4행정 사이클 기관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2행정 사이클 기관은 구조가 간단하다.
나.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마력당 중량이 가볍
다.
사.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회전력이 균일하다.
아.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배기가 원활하다.

가.
나.
사.
아.

추정점(Datum)
수신점(Receiving point)
표류점(Drift point)
고정점(Fixed position)

21. 물속에서 신체 중심부 체온을 상실하여 몇
도 이하가 되었을 때를 저체온 현상
(Hypothermia)이라고 하는가?

16. 냉동기의 4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압축기 나. 응축기 사. 증발기 아. 과압기

가. 섭씨 30도
사. 섭씨 35도

나. 섭씨 32도
아. 섭씨 36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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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승선에서의 선내 인적자원관리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음 중 개항질서법상의 입·출항 신고 규정
에 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고
동일한 기법을 적용한다.
나. 외국인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점을 식별한
다.
아. 인적자원관리자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시
키는 능력을 키운다.

가.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은 경유항
에서의 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내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항계 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출항 후 지체없이 입·출항신고를 하
여야 한다.
사. 외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 입항한 선박이 출항의 일시가 이미 정하여
져 있는 경우에는 출항신고서를 입항신고서
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3. 의사 결정의 방법과 결정된 행동을 각 담
당자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방법으로, 항
상 부하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
나.
사.
아.

2. 선원법상 선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헤드쉽(headship)
팔로우쉽(followship)
리더쉽(leadership)
프랜드쉽(friendship)

24. 대량 출혈 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혈법은?
가. 간접 압박법
사. 직·간접 압박병용법

나. 직접 압박법
아. 지혈대법

25.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옳
은 것은?
가.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자
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자
사.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자
아.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자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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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박에 승무
하는 선박에 승무
하는 선박에 승무
하는 선박에 승무

가. 여객이 선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
선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권한
나. 여객이 지닌 흉기나 유독물에 대하여 보
관,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
사. 여객이 선장의 허가 없이 마약 기타 불법물
을 배 안에 들여올 때 징계하는 권한
아. 여객이 선박의 항행 중에 사망하고 법정 요
건이 갖춰진 경우에 수장하는 권한
3.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크기
가 5,000톤인 화물선에 선장을 하고자 하
는 해기사가 소지하여야 할 면허의 최소등
급으로 옳은 것은?
가. 1급 항해사 면허
사. 3급 항해사 면허

나. 2급 항해사 면허
아. 4급 항해사 면허

4. 선박안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된 날부터 지난 기
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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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이라 함은 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제
외한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사.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아. "부선"이란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건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가. 선체 나. 기관 사. 구명설비 아. 전기설비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등이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동
안 무사고 운항을 하면 그 징계가 실효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가. 2년 이상
사. 5년 이상

나. 3년 이상
아. 10년 이상

7. 해양환경관리법상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옳
은 설명은?
가. 해양오염이란 선박에서 배출되는 선저폐수
에 의한 오염만을 말한다.
나. 선저폐수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
상유성 혼합물을 말한다.
사. 오염물질에는 해양에 유입 또는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 2가지가 있다.
아. 기름이라 함은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포함)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에 국한된 정의이다.
8. 다음 중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기관
구역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저폐수저장탱크
사. 배출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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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름여과장치
아. 유성찌꺼기 탱크

9. 상법(해상편)상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
의 가액과 운임의 전액과 공동해손의 액과
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
한다.
나.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
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
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 관계인이 이를 분
담한다.
사.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
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아. 공동해손은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공동
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
이 이를 분담한다.
10. 개품운송 시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
적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적기간이 경과하
면 선장은 발항권을 갖는다. 이 때 용선자
가 지급하여야 할 운임은?
가.
나.
사.
아.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율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1. 해사안전법상 길이 50미터 미만의 공기부
양선이 무배수량의 상태로 항주 중일 때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로 옳은 것은?
가.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황색섬광등
나.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사. 현등, 선미등
아. 선미등
12.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 특정해역에 관한
규정을 잘못 기술한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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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는 양식어업을 할 수
없다.
나. 교통안전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은 해양
경찰서장이 정한다.
사. 교통안전 특정해역 안에서 해저전선을 부설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 울산항 부근은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설정
되어 있다.

아.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 중인 범선은 어
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피해야 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적절한 경계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추월선이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할 의
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계의 목적은 선박의 충돌사고 및 항해상
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
나. 경계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필요성보다 선박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소극
적 필요성이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사. 경계는 사실상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기본적인 주의의무의 하나이다.
아. 경계의 결과는 선박의 내적 또는 외적 조건
과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가. 범선이 동력선을 추월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나. 조종능력제한선이 조종불능선을 추월할 때
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 어로 중인 선박이 항행 중인 선박을 추월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어떠한 경우라도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
를 피해야 한다.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서로 시계 내의
항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 좁은 수로
사. 피항선의 조치

나. 범선
아. 선박 간의 책임

15.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법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좁
은 수로의 안쪽에서 안전항행할 수 있는 다
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
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
에는 좁은수로를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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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한된 시계 내에서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무중신호에 해당하
는 것은?
가. 단음 2회
사. 단음 4회

나. 단음 3회
아. 단음 5회

18. 무중상태에서 길이 50미터인 선박이 좌초
되어 있다. 이 선박이 울려야 하는 신호는?
가. 5초 동안 급속히 종을 울리고 그 직전과
직후에 명확하게 3회의 타종을 한다.
나. 전부에서 5초 동안 종을 울린 다음 후부에
서 5초간 징을 울린다.
사. 5초 동안 급속히 종을 울린다.
아. 전부에서 5초 동안 징을 울린 다음 후부에
서 5초 동안 타종을 한다.
19.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음향신호에 관하
여 옳지 않은 것은?
가.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
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나. 조종불능선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
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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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 길이 80미터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경우,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약 5초 동
안 호종을 급속히 울려야 한다.
아. 예인하고 있을 경우, 예인선은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울린다.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통항로의
Precautionary are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선박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항행을 하
여야 하는 항로 내의 한정된 구역
나. 항행이 특히 위험한 구역으로서 모든 선박
또는 특정선박의 통항을 제한시킨 구역
사. TSS의 육지쪽 경계선과 부근의 해안 사이
에 설정된 통항구역으로, 해안국의 특정규
칙에 따라 주의해서 항행할 것이 요청되는
구역
아. 투기물의 투기장소, 특정 작업의 수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부근을 항행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구
역
21. 주간에 한 개의 마름모꼴 형상물을 단 선
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조종불능선
사. 예항중인 선박

나. 조종제한선
아. 흘수제약선

22. 동일 수직 선상에 3개의 마스트등을 표시
하고 현등을 표시한 선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예인선
나. 조종불능선
사. 흘수에 제한을 받는 선박
아. 항행 중인 동력선
23. 홍·백·홍의 전주등을 표시할 수 없는 선박
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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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보수작업 중인 선박
준설작업 중인 선박
어망을 끌고 있는 선박
잠수작업 중인 선박

24. 다음 중 조종불능선의 등화 및 형상물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조종불능선의 표시 등화는 수직선상 홍색
전주등 2개이다.
나.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가"의 등화에 부가
하여 마스트등,현등, 선미등을 표시한다.
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 "가"의 등화만 표시
한다.
아. 조종불능선의 표시 형상물은 구형 2개이다.
25. 트롤 이외의 어로에 종사 중인 길이 25미
터인 선박이 대수 속력이 있을 경우 표시
하는 등화로 옳은 것은?
가. 수직방향으로 홍색, 백색 전주등 1조, 마스
트등, 현등,선미등
나. 수직방향으로 홍색, 백색 전주등 1조, 마스
트등, 양색등, 선미등
사. 수직방향으로 홍색, 백색 전주등 1조, 현등,
선미등
아. 수직방향으로 홍색, 백색 전주등 1조, 양색
등, 선미등

[ 영 어

]

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calling a shore station or another
ship, say the name of that station or
ship (
)."
가. once
나. twice
사. three times at maximum
아. a few times
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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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TS standard phrases, (
)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luence others by a
Regulation.
가. Instruction
사. Warning

나. Advice
아. Information

3. Choose proper words to fill the blanks.
"You must keep radio (
) in this
area (
) you have messages
about the casualty."
가. silence, unless
사. switch off, unless

나. loud, if
아. away, because

4. Select a proper one to fill the blank.
" A routeing measure comprising an
area within defined limits where ships
must navigate with particular caution
and within which the directon of traffic
flow may be recommended is called
(
)."
가.
나.
사.
아.

recommended track
precautionary area
area to be avoided
two-way route

5. What engine order should be given for
the crash stop test?
가.
나.
사.
아.

Full ahead → Stop engine
Full ahead → Full astern
Half ahead → Full astern
Full astern → Full ahead

6.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The SMCP has been compiled to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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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greater (
) of navigation
and of the conduct of the ship."
가. income
사. safety

나. propriety
아. efficiency

7. "A vessel restricted by her ability to
manoeuvre by the nature of her work."
What does the above mentioned
expression mean?
가. Crossing vessel
나. Polluter
사. Hampered vessel
아. Vessel not under command
8. Select the correct explanation.
A : Walk out the anchor.
B : Walk back the anchor one shackle.
가. A와 B는 투묘 작업 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나. A는 let go anchor와 같은 의미이다.
사. A와 B 모두 양묘기 기어를 이용하여 수심
에 따라 묘쇄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아. B는 양묘기 기어로 묘쇄를 풀어 인묘조선
을 준비하는 것이다.
9. The wind will be veering and increasing
in one hour.
"If the wind blows from north with
Beaufort wind scale four at this
moment, what can you expect for the
condition after one hour?"
가.
나.
사.
아.

East wind, Beaufort wind scale 5
Northewest wind, Beaufort wind scale 5
Southwest wind, Beaufort wind scale 3
No change of directions, Beaufort wind
sca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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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hoose a proper one to fill the blanks.
"Advise you proceed (
) No.1
channel (
) a reduced speed."
가. in, with
사. in, at

나. by, in
아. by, at

11. A small constant error in the master
gyro compass can be removed by use
of :
가.
나.
사.
아.

the
the
the
the

가. neap tide
사. spring tide

나. In years to come, it seems likely that
specialized ships will take place of
general cargo ships.
사. In the near future, there will be only
specialized ships.
아. In the future, the number of specialized
ship will increase, but they can not
entirely take place of general cargo
ships.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advantages of containers are many
but (
)."

rotor speed adjustment
lubber's line adjustment
lost motion knob
compensating weights.

12. What is the meaning of
description?
"Tides of increased range
currents of increased speed
semimonthly as the result of
being new or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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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or tidal
occurring
the moon

나. flood tide
아. ebb tide

13. A plane that cuts the Earth's surface
and passes through the poles will
always form (
).
가. the equator
나. a loxodromic curve
사. a small circle 아. a meridian
14. Although specialized ships will doubtless
increase in numbers in years to come, it
seems unlikely that general cargo ships
will be superseded.
The above
sentence means;
가. In the future, there will be no more
general cargo ships.

가. reduced handling cost
나. through transits on a door-to-door
basis
사. reduced risk of pilferage and damage
to the cargo
아. high initial cost of providing the large
number of containers required to
inaugurate a service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arm air is lighter and less dense than
cold air. As air is heated by the sun, it
rises and colder air rushes in to take its
place, causing (
)."
가. cloud

나. hail

사. wind

아. rain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Our careful check of the relevant
records and files (
) that the
above shipments were loaded in full as
manifested."
가. reveals
사. determines

나. confirms
아. certifies

18. Choose the correct one.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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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time allowed by the
shipowner to the voyage charterer or bill
of lading holder in which to load and/or
discharge the cargo?
가. Laydays

나. LAYCAN

사. Lay-up

아. Lagan

1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cockbill
state
(
)"

is

가. the situation standing by anchor and
about to let go anchor at any time.
나. when the amount of cable out is more
than the depth of water.
사. when the anchor is some distance
ahead and the cable forms a small
angle with the bottom.
아. to slack out on a line made fast
ashore.
20. Choose a proper one which means the
following sentence.
"An area within defined limits in which
one way traffic is established. Natural
obstacles, including those forming
separation zone, may constitute a
boundary."
가. Roundabout
나. Two-way route
사. Recommended track 아. Traffic lane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vessel shall so far as practicable avoid
crossing traffic lanes, but if obliged to
do so shall cross on a ( ) as nearly as
practicable at right angles to the general
direction of traffic flow."
가. ship's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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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rue course

사. reference line

아. heading

22.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charter party indicates that the
vessel is to be redelivered
with 100/250 tons bunker C and 20/30
diesel oil on board.
In this connection, we have replenished
79.84 tons fuel and 18.98
diesel oil (
)."
가. for the owner's account at Busan
meet the C/P requirement
나. for the charterer's account at Busan
meet the C/P requirement
사. for the owner's account at Busan
meet the B/L requirement
아. for the charterer's account at Busan
meet the B/L requirement

to
to
to
to

2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Should any claim arise in respect of
the goods by the Letter of Indemnity,
we hereby authorize you or your agents
to disclose this Letter of Indemnity to
(
)."
가.
나.
사.
아.

the
the
the
the

shipping company
owner of the goods
charterer
underwriters concerned

2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s a consequence of this accident, our
principals in New York have declared a (
a ) and appointed Messrs. Johnson
&Higgins, 63 Wall Street, New York, N.Y.
to prepare the necessary ( b )."
가. a: general average,
나. a: general average,

b: adjustment
b: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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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a: particular average, b: accounts
아. a: particular average, b: documentation
25.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When leaving a pier under pilot's
orders, assisted by two tugs fore and
aft, the vessel's aft spring line was
(
) due to strong ebb current."
가. cut
사. removed

나. broken
아. made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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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crubber하부에는 항상 일정량의 해수가
고여 있는데, 이 물은 IGS가 작동 시에 석
유 Gas의 역류를 방지하기위한 Water
Seal의 역할을 한다.
사. Scrubber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Flow rate
는 Pump의 성능이나 Pipe line 내부의 부
식으로 Rate가 떨어질 수도 있다.
아. IGS 작동 중에는 Scrubber pump에 의하
여 계속 일정량의 냉각수가 공급되어야 한
다.
4. 액화가스 운반선에서 사용되는 화물 펌프가
아닌 것은?

[ 상 선 전 문

]

1. 화물 선적 시 S/O상 100 c/s로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Shipper측의 Tally는 110 c/s
라고 주장하고, 본선측에서는 100 c/s라고
주장하는 상태로 화물 개수의 확인이 어려
울 때 기재하는 M/R 상의 Remark는?
가.
나.
사.
아.

10
10
10
10

c/s
c/s
c/s
c/s

over in dispute
short shipped
short in dispute
shut out

2. 다음 중 선적항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복 신청서(Shipping request: S/R)
검수 일람표(Tally sheet)
해치 리스트(Hatch list)
손상화물 감정서(Damaged cargo survey
report)

3. IGS(Inert Gas System)의 주요 부분 중 하
나인 Scrubb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Flue gas를 탈황, 탈진, 냉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가. Deepwell Pump 나. Gear Pump
사. Submerged Pump 아. Reciprocating Pump
5. 하항(비중=1.000)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평균 흘수는 8.90m이고 이 흘수에서의 배
수량은 14,592ton이며, Tcm는 20.0ton이
다. 이 선박이 하항을 출항하여 해수 비중
이 1.025인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그 평균
흘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단, 항해 중의
모든 소비량은 192ton이며 Tcm와 Trim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가. 8.54m
사. 8.65m

나. 8.60m
아. 8.72m

6. 어떤 화물선(G/T 7,100ton)의 현재 선수흘
수가 7.10m, 선미흘수가 7.30m이다. 이 선
박을 외항에서 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Even Keel 상태의 흘수로 조정하고자 한
다. 선체중앙에 있는 F.W.T.의 청수를 선체
중앙에서 48m 선수에 있는 F.P.T. 에 몇
톤을 이동시키면 되는가? (단, Mcm는
144.0m-ton이다.)
가. 48ton
사. 60ton

나. 57.8ton
아. 78.2ton

7. 길이 100m인 선박에서 선미트림이 1.0m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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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른 선미흘수의 변화
량은 몇 m인가? (단, 부면심의 위치는 선
체중앙에서 선미쪽으로 10m 떨어져 있다.)
가. 0.4m
사. 0.6m

나. 0.5m
아. 1.0m

8. 어떤 선박의 Grain capacity는 56,700㎥이
고,
Bale capacity는 54,000㎥이다.
Broken space 15%, Stowage factor 1.2
㎥/ton인 포장잡화를 적재하고자 할 때 최
대 얼마까지 선적이 가능한가? (단, 흘수제
한은 없고 Stowage factor는 Broken
space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 38,250톤
사. 45,000톤

나. 40,163톤
아. 47,250톤

9. 화물탱크 세정 시 슬롭탱크(Slop tank)를 이
용하면 비교적 쉽고 Over-flow할 위험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나 세정효과가 떨어지
는 세정수 공급방식은?
가.
나.
사.
아.

개방회로(Open cycle) 방식
혼합(Combined) 방식
One Pump Two Tanks 방식
폐쇄회로(Closed cycle) 방식

10. 자동차의 Lashing 은 좌우 Band가 몇 도
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가. 30~40도
사. 45~60도

나. 40~50도
아. 50~70도

11. Chemical Tanker의 화물탱크 내에서 부압
이 발생하는 이유 중 관계가 가장 적은 것
은?
가. Cargo의 Overflow 나. Cargo line의 폐쇄
사. Breather valve의 작동 불량
아. Cargo unloading rate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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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위험화학제품 산적운반선의 중간
검사 시에 설비의 작동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휴대식 가스탐지장치와 관련된 경보장치
나. 화물격납설비의 계측장치 및 부속 경보장치
사. 화물누설에 대한 갑판보호용 고정식 누설액
받이
아. 화물격납장치 주위의 빈공간에 대한 환경제
어 감시장치
13.냉동 컨테이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통 내부 온도를 +25℃∼-25℃ 사이의
정온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냉동 컨테이너를 적화 전에 검사하고 예냉
하여 내부온도를 지정 온도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 냉동 컨테이너는 일반 잡화를 수송할 수 없
다.
아. 냉동 컨테이너는 Vanning 전에 Drain hole
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14.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는 선하증권의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송화인은 선하증권 발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해상운송인은 발행할 의무가 있다.
사.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
였음을 증명하고, 그 운송물을 지정항에서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
하는 유가증권이다.
아. 해상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의 발행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15. 문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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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선계약상 용선기간 중 선박회사측의 사
유로 인해서 본선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용선의 중단이나 휴항을 규정하는 조
항은?
가.
나.
사.
아.

Sublet Clause
Paramount Clause
Jurisdiction Clause
Off-hire Clause

17. 컨테이너선 운항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서 발행하는 서류는?
가. D/R
사. Booking List
18.

나. E/R
아. Booking Note

피보험선이 타선과 충돌하였을 때
ITC(Hulls) 제8조 충돌 책임에 관한 약관상
보험자의 담보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충돌당한 선박이 해양에 유출한 기름의 오
염제거비
나. 충돌당한 선박의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사. 충돌당한 선박의 불가동 손실
아. 충돌당한 선박의 구조비
19. 위부(Abandonment)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이 침몰된 때
선박이 상당기간 행방불명인 때
심한 손상으로 선박을 수리한 때
선박이 해적에 의해 약탈되어 회복불능인
때

20. 다음 중 ITC(Hulls)-1/10/83 약관상의 담
보위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선박간의 충돌
사. 해적

나. 선원의 과실
아. 동맹파업

항해사 2급

21. 다음 중 SOLAS 협약상 유조선 화물펌프실
의 고정식 소화장치로 사용될 수 없는 것
은?
가. 탄산가스장치
사. 분말장치

나. 고팽창 포말장치
아. 가압수 분무장치

22. "SOLAS협약 및 그 개정협약에 따르면 재
화중량톤수 (
)톤 이상의 유조선은 이
너트 가스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안에 적합한 것은?
가. 10,000톤
사. 50,000톤

나. 20,000톤
아. 100,000톤

23. SOLAS협약에서 기관구역 내에 요구되는
고정식 저팽창 포말 소화장치는 연료유가
퍼질 수 있는 최대 단일 면적을 5분 이내
에 몇 mm의 두께로 덮을 수 있어야 하는
가?
가. 50mm
사. 150mm

나. 100mm
아. 200mm

24. 수색구조 작업에서 수색속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수색구조 선박은 동일한 수색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일 경우 각 수색 선박은 각자의
임의의 안전속력으로 수색한다.
사. 수색속도는 참여하고 있는 선박 중 가장 느
린 선박의 최대속력으로 한다.
아. OSC는 통상 수색속도를 지시하여야 한다.
25. ISM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관
리증서(SMC)의 중간심사를 1회만 받을 경
우에는 언제 받아야 하는가?
가. 제2차 연차일 전후 3개월
나. 제3차 연차일 전후 3개월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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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2차 및 제3차 연차일 사이
아. 제2차 및 제3차 연차일 중간일의 전후 3개
월

가. 걸그물
사. 정치망

나. 들그물
아. 권현망

[ 어 선 전 문 ]

7. 유동수에 의한 GM 감소량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1. 다음 중 어육의 자가 소화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리는?

가. 자유표면의 관성 모멘트 나. 유동수의 밀도
사. 선체의 배수톤수
아. 유동수의 양

가. 산의 첨가
사. 저온 보장

나. 피뽑기
아. 세정

2. 횟감용 다랑어의 선상처리 과정에서 꼬리부
분을 절단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내용이
틀린 것은?
가. 혈액이 응고하여 치사시간이 지연된다.
나. 부딪친 부분에는 내출혈을 일으켜 피멍이
생긴다.
사. 체온이 상승하여 육질이 변한다.
아. 흥분에 의한 모세혈관의 파열방지를 위함이
다.
3. 어획물을 빙장한 상자를 저장하는 어창 안
의 습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가?
가. 20 ~ 30%
사. 65 ~ 70%

나. 50 ~ 55%
아. 90 ~ 95%

8. 항해중인 어선에서, 보통 때 보다 다음과 같
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복원력이 불충분하
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잘못 기술된 것
은 어느 것인가?
가. 횡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나. 한쪽 현으로부터 돌풍을
크게 경사할 때
사. 타를 사용하여 회두하는
경사할 때
아. 횡요가 잘 일어나고, 선체

횡요 주기가 길 때
받은 경우 선박이
경우 선체가 크게
동요가 감소할 때

9. 문제삭제
10. 안강망 어선은 다른 어선들에 비하여 복원
력이 특별히 좋아야 하는데, 배의 길이를
L, 폭을 B라고 할 때 B/L 의 값은 어느 정
도인가?
가. 0.13

나. 0.27

사. 0.53

아. 0.97

4. 어획물을 냉동하는 공정의 일반적 순서는?
가.
나.
사.
아.

동결 냉장→글레이징→동결→전처리
동결→글레이징→전처리→동결 냉장
전처리→동결→글레이징→동결 냉장
글레이징→동결→전처리→동결 냉장

11. 해상보험의 손해에 있어서 분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 문제삭제

가.
나.
사.
아.

6. 멸치를 어획하는 어구 중에서 선도를 유지
하기가 가장 곤란한 것은?

12. 어떤 트롤 어구의 저항이 예망 속도
2m/sec인 때 3 톤으로 추정되었다.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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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료와 손해
화재로 인하여
화물의 일부가
일부가 손상된

방지의 비용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선체
침수된 경우의 화물
경우의 선체

2013년도 문제지

구를 끄는데 필요한 마력은?

가. 망고가 높다.
사. 어구 저항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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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구 마모가 작다.
아. 해 면적이 크다.

가. 8마력 나. 80마력 사. 16마력 아. 160마력
13. 다음 중 어군탐지기에서 발진기의 기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다시 음향에
너지로 바꾼다.
나. 초음파 신호를 육안으로 판독한다.
사. 수파기에 보내 온 미약한 신호를 증폭한다.
아. 펄스 신호를 발생시킨다.
14. 코의 크기 60mm, 폭의 코수 100코인 그
물감을 길이 방향에 70%의 성형률을 주면
폭은 얼마나 되는가?
가. 3m
사. 5.5m

나. 4.2m
아. 6.3m

15. 집어등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법은?
가. 조기 안강망
사. 멸치 권현망

나. 전갱이 선망
아. 꽁치 자망

16. 다음 중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
는 어업권은?
가. 공동 어업권
나. 개인 어업권
사. 어촌계가 가진 어업권
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진 어업권
17. 공학적 단위계를 쓸 때 해수의 밀도는 대
략 어느 정도인가?
가. 105 kg·sec/㎥
사. 1,000 kg·sec/㎥

나. 105 kg·sec²/m⁴
아. 1,030 kg·sec²/m⁴

18. 새우 트롤에서 1통 끌이보다 2통 끌이를
많이 쓰는 이유는?

19.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항해 중인 선박이 오
수를 배출할 수 있는 속력은?
가. 3노트 이상
사. 5노트 이상

나. 4노트 이상
아. 6노트 이상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길이 75미
터 이상인 어선의 수밀 이중저는 실행 가
능한 한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선수재와 선미재 사이
충돌격벽과 선미격벽 사이
선수와 선미 사이
선수재와 타주재 사이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은 모든 신조선 및 현존선에
대하여 길이 몇 미터 이상의 선박에 적용
하나?
가. 12
사. 45

나. 24
아. 75

22. STCW-F 협약의 적용을 가장 잘 서술한
것은?
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항해
어선에 승무하는 자
나.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자
사. 길이 45미터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자
아. 길이 24미터 이상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
는 어선에 승무하는 자
23. ‘95 STCW-F 협약에서 모든 어선원 위한
기초안전훈련의 항목으로 알맞지 않는 것
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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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관리
사. 비상절차

나. 기초응급처치
아. 해양오염방지

24. 77/93 Torremolinos 협약의 구명뗏목에 대
한 일반적인 요건인 대빗진수식 구명뗏목
은 탑승이 지시된 시각으로부터 몇 분 이
내에 모든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는가?
가. 3
사. 9

나. 6
아. 10

25.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당사국이 IMO에 통
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발급되는 증서의 견본
협약의 적용 결과를 보여주는 공식 보고서
수용시설의 위치, 용량 등에 관한 리스트
당사국 정부의 협약 범위 외의 법률

제
[ 항

해

2

회

]

1. 자차측정법 중 원표방위법에 의하여 자차를
구할 경우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가. 수반각 오차와 Gaussin error가 포함되지
않도록 저속으로 선회시켜야 한다.
나. 물표는 가능한 한 먼 곳에 있는 뚜렷한 것
을 선정하고 시차(視差)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사. 해상이 조용한 맑은 날씨를 택하여야 하며
선박은 항해상태를 유지한다.
아. 방위측정시 측정 방위곡선이 연속적인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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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이로 컴퍼스의 지북원리는?
가.
나.
사.
아.

수평축을 동서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자이로축을 자오선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수직축을 남북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자이로축을 동서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3. 자이로 컴퍼스의 속도 오차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속력에 반비례한다.
나. 적도에서 최소가 되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사. 남북침로일 때 최대이다.
아. 동서침로일 때 최소이다.
4. 자동조타기에서 천후조정 (Weather
adjustme nt)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Backlash의 작동
Low pass filter의 작동
Dual gain의 작동
Potentiometer의 작동

5. 전자식 로그에서 선체의 모양, 기타 여러 상
황 때문에 실제의 선속과 검출부에서 구한
속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고 전 측정
범위에 걸쳐서 정확하게 비례하지도 않는
다. 이 불균일한 속력지시 오차를 수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정을 해야 하는가?
가. 감도차 조정
사. 경도 조정

나. 영점 조정
아. 중간오차 조정

6. Clearing line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부
적절한 것은?
가. 정횡 방향에 있는 물표로부터의 거리에 의
한것
나. 정횡 방향에 있는 물표의 방위선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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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두 물표의 수평협각에 의한 것
아. 침로 전방에 있는 한 물표의 방위선에 의한
것
7. 어느 선박이 17°30'N, 135°30'E인 지점을
출발하여 진침로 030°로 480해리 항해하였
을 경우 동서거는 얼마인가?
가. 약 233'E
사. 약 250'E

나. 약 240'E
아. 약 263'E

8. 다음 선위측정방식에서 일반적으로 동시관
측에 의한 선위측정방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 교차방위법
나. 수평협각법
사. 정횡거리법
아. 중시선과 다른 물표의 방위선에 의한 방법
9. 경위도가 각각 다른 두 지점 사이의 항정을
구하는 항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가. 점장위도 항법
사. 중분위도 항법

나. 거등권 항법
아. 대권 항법

10. 태양의 고도가 90°에 가까울 때 태양의 관
측 방향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가. 고도와 적위
나. 추측위도와 적경
사. 방위와 고도 변화 아. 추측위도와 적위
11. 다음 중 천측위치선에 포함되는 오차가 아
닌 것은?
가.
나.
사.
아.

지구 공전으로 인한 것
고도차에 포함되는 오차로 인한 것
계산방위의 오차로 인한 것
점장도 사용으로 인한 것

항해사 2급

기본식이다. 위도를 L, 정거를 z, 고도를 h,
적위를 d, 극거를 p라고 하면, 천체가 극하
정중인 경우는?
가.
나.
사.
아.

L
L
L
L

=
=
=
=

z + d인 경우
p－z인 경우
z－d인 경우
h + p인 경우

13. 위도 0°, 태양의 적위 22°N일 때 일출시의
태양방위는?
가. 022°
사. 102°

나. 068°
아. 248°

14.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비교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 X-밴드 레이더가 S-밴드 레이더보다 방위
분해능이 좋다.
나. S-밴드 레이더의 전파 파장은 약 3.2cm이
고, X-밴드는 약 10cm이다.
사. S-밴드 레이더는 원거리 탐지에 유리하고,
X-밴드 레이더는 근거리 탐지에 유리하다.
아. 대개의 Racon은 X-밴드 레이더에 신호가
표시되며, FTC를 지나치게 올리면 탐지되
지 못할 경우도 있다.
15. 레이더 플로팅에서 상대선의 상대운동 속
도 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상대동작 레이더 상에 나타나는 상대선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선분이다.
나. 상대선이 진동작 레이더 상에서 단위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이다.
사. 속도 선분의 길이가 긴 쪽이 짧은 쪽보다
통상 본선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시간이 짧
게 걸린다.
아. 본선 방향의 상대운동 속도 선분은 충돌 상
태임을 뜻한다.

12. 자오선고도위도법에 의하여 위도를 구하는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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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레이더에서 측엽(Side lobe)에 의한 반사파
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0. GPS에서 L-band의 L1주파수와 L2주파수
등 두 개의 전파를 송신하는 가장 큰 이유
는?

가.
나.
사.
아.

가.
나.
사.
아.

Gain을 약간 높인다.
STC를 약간 높인다.
FTC를 약간 높인다.
Tuning을 조심스럽게 조절한다.

전리층 굴절 오차를 없애기 위하여
P신호 변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신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고장시 즉시 대체하기 위하여

17. 레이더에서 거리 분해능은 어떤 능력을 말
하는가?

21.진폭이 다른 수직편파와 수평편파가 위상차
를 갖고 섞여서 진행할 때 생기는 편파는?

가. 물표의 거리를 1.5% 오차 이내로 측정한다.
나.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개의 가까운 물표를
분리해서 나타내는 능력이다.
사. 같은 방위에 있는 두 개의 가까운 물표를
분리해서 나타내는 능력이다.
아. 가까운 거리에서 물표가 움직이는 궤적을
말한다.

가. 수직편파
사. 원편파

18. ARPA에 영향을 주는 오차의 원인과 관계
가 없는 것은?
가. 레이더 설비에서 생기는 오차
나. 레이더 신호의 데이터 처리 부정확에 의한 오
차
사. 표시 데이터의 해석 잘못에 의한 오차
아. 장애물에 의한 탐지 거리의 변화로 인한 오차
19. Loran-C의 공간파 지연량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가. 공간파 지연량은 송수신점 간의 거리가 멀
수록 커진다.
나. 공간파 지연량은 전리층 반사면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어진다.
사. 공간파 지연량은 전파의 속도와는 무관하다.
아. 공간파 지연량은 측정시간 및 계절 등에 따
라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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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평편파
아. 타원편파

22. 울산항에서 싱가포르 (ZD : －8)까지
2,550마일의 항정을 항해하려고 한다. 본선
의 속력이 15노트이고 울산항의 출항 시각
이 4월 15일 1300LT일 때 싱가포르항의
ETA를 구하라.
가. 4월 22일 1100LT 나. 4월 22일 1200LT
사. 4월 22일 1400LT 아. 4월 22일 1600LT
23. 산호초가 산재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 경계 시기로 좋은 때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태양이 등 뒤에 있고 고도가 높을 때
저조시
풍력계급이 2 정도인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전혀 없는 새벽

24. 미국 서안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항로 선
정에서 대권항로를 택할 경우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거리 증가
파랑과 해류에 역항
이동성 고기압과의 조우
좁은 수도의 통항

2013년도 문제지

25. 다음 중 해류로 인하여 항행시간을 가장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항로는?
가.
나.
사.
아.

Busan / Keelung
Keelung / Gunsan
Keelung / Yokohama
Singapore / Kaohsiung

[ 운

용

]

1. 유압윈치에서 긴급시 윈치를 정지시키기 위해
설치된 비상정지 스위치(Emergency stop
button)는 정확히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가. 릴리프 밸브를 잠근다.
나. 유압펌프 구동용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시킨
다.
사.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서 브레이크를 작동
시킨다.
아. 고압라인과 저압라인을 서로 통하게 한다.
2. 데릭 붐의 수평위치(Slewing)를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카고 와이어(Cargo wire)
가이 로프(Guy rope)
토핑 리프트 와이어(Topping lift wire)
프리벤터 가이(Preventer guy)

3. 다음 중 Panting 구조가 설치되는 곳은 어
디인가?
가.
나.
사.
아.

이중저 뒤
유조선에서 중앙부의 탱크
선수단 및 선미단
기관실의 전단

4. 우선회 고정피치 단추진기선박에서 반류
(Wake current)가 선체에 미치는 가장 현
저한 현상은?

가.
나.
사.
아.

전진할
전진할
후진할
후진할

때
때
때
때

선수우회두
선수좌회두
선수우회두
선수좌회두

항해사 2급

작용을
작용을
작용을
작용을

돕는다.
돕는다.
돕는다.
돕는다.

5. 중소형선에 비하여 거대형선은 다음 중 어
느 조종성능이 가장 양호한가?
가. 선회성
사. 추종성

나. 침로 안정성
아. 감항성

6. 고정피치 쌍추진기선박의 추진기를 외선식
으로 하는 이유는?
가. 양호한 추진 효율 나. 양호한 조종 능력
사. 양호한 기계 효율 아. 추진기의 보호
7. IMO표준조타명령 중에서 "선회중인 본선 선
수의 선회운동을 중지하라(Check the
swing of the vessel's head in a turn)"는
조타명령은 어느 것인가?
가. Nothing to starboard 나. Ease to 10
사. Meet her
아. Lost steerageway
8. 선박이 안정한 상태로 떠 있을 경우에 다음
각 점들의 선저로부터의 높이를 배열했을
때 옳은 것은? (단, K는 기선, M은 경심,
G는 무게중심, B는 부심임.)
가. KM>KG>KB
사. KG>KB>KM

나. KB>KM>KG
아. KB>KG>KM

9. 정적 복원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최대 복원각을 넘어서면 선체는 전복된다.
나. 갑판의 끝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시점이 위험
횡요각이다.
사. 위험 경사각은 최대 횡요각의 약 절반이 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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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곡선도는 중량물의 하역에 이용될 수 있다.
10. 황천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풍랑을 선수에서 받을 때에는 선수미선과
약 30˚ 정도로 받도록 한다.
나. 동조 횡동요(Synchronized rolling) 현상이
일어나면 침로와 속력을 바꾼다.
사. Slamming 현상이 커지면 감속한다.
아. 원목 적재선의 경우 Pitching을 줄이기 위
해 되도록 정횡에서 파랑을 받도록 한다.
11. 배수량을 알고 있는 선박에서 임의의 경사
각에 대한 복원정(GZ)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가. 복원력 교차곡선
사. 동적 복원력 곡선
12.

나. 배수량 등곡선도
아. 적화 척도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난역
(Warm Sector)이 좁아지면서 따뜻한 공기
를 위로 밀어 올려 저기압의 중심에서부터
형성되는 전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폐색전선 나. 한랭전선 사. 온난전선 아. 정체전선
13. 오호츠크해, 쿠릴열도 근해, 캄차카 근해의
해빙이 녹아서 생긴 저온, 저염분의 해류는?
가. 대한 해류
사. 쿠로시오

나. 리만 해류
아. 오야시오

14. 고층기상도에서 제트기류를 해석하는데 가
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 300 hPa 기상도
사. 700 hPa 기상도

나. 500 hPa 기상도
아. 850 hPa 기상도

15. 디젤기관 운전 중 출력이 감소될 경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14

제2회

가.
나.
사.
아.

공기 여과기가 오손된 경우
냉각수 압력이 상승한 경우
연료유 여과기가 오손된 경우
조속기가 고장난 경우

16. 공기 조화장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장치의 크기와 중량이 적을 것
나. 장치 자체의 진동과 소음이 적을 것
사. 롤링과 피칭이 심할 때는 장치가 자동으로
멈출 것
아. 염분이 섞인 공기 및 해수에 부식이 잘 되
지 않는 재료를 택할 것
17. 다음 중 선박화재시 화재를 진압하는 기본
원리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가. 화재 장소의 냉각
사. 가연성 물질의 제거

나. 유독가스의 제거
아. 산소의 차단

18. 침수된 구역의 격벽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
주를 세우고자 할 경우에 침수구역의 수면
높이를 h라 하면 지주의 상단부는 어디에
있도록 하면 좋은가?
가.
나.
사.
아.

바닥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h의
h의
h의
h의

1/2
1/3
1/4
1/5

지점
지점
지점
지점

19. 방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방수법으로는 시멘트 박스에 의한 것, 용접
에 의한 것 그리고 방수판 또는 방수 매트
를 취부하는 것 등이 있다.
나. 방수 매트를 취부하는 방수법은 선체의 내
부에서만 방수매트를 붙이는 것이다.
사. 시멘트 박스에 의한 방수법은 파공이 작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2013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아. 파공이 원형에 가깝고 작으면 용접에 의한
방수법을 사용한다.

가. 괴혈병
사. 야맹증

20. 조난선의 수색계획을 세우기 위한 고려요
소가 아닌 것은?

25. 가장 바람직한 의약품의 투여방법은?

가.
나.
사.
아.

통보된 조난의 위치 및 일시
조난선의 국적과 선명
구조선의 현장 도착예정 시각
조난선의 추정 이동량

21. 조난자들은 구조선이 올 때까지 협력 동작
을 취해야 한다. 협력 동작이 잘못 기술된
것은?
가. 다 함께 모여서 종종 큰 소리로 고함을 친다.
나. 해묘 등을 투하하여 가능한 한 조난위치에 머물
도록 노력한다.
사. 구명정, 구명 뗏목 등은 서로 연결하여 목표물
을 크게 한다.
아. 조난신호 용구를 적절히 이용하여 조난위치를
표시한다.
22. 승무원의 복리후생 관리의 원칙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가. 수익성의 원칙
사. 적정성의 원칙

나. 합리성의 원칙
아. 협력성의 원칙

23. 선박에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선내 안전관
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승무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노동능률의 향상
선박운항비용의 절감
승무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

24. 신선한 채소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C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가. 정맥주사
사. 경구투여

나. 각기병
아. 구루병

나. 흡입
아. 근육주사

[ 법 규 ]
1.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험물 적재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해야 한다.
나. 위험물 적재 선박은 입항한 후 즉시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특정 위험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 직무 외의 원
인으로 부상한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매월 1회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
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나.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안에서 질병이 치유
될 때까지는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
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사.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 300일분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아. 선원이 사망한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해당하는 장제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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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허가를 받아 선원의 승무기준을 완
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입거로 선박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
직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4. 선박안전법상 구명 및 소화설비에 관한 정
기검사의 준비사항이 아닌 것은?
가. 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 재료시험 및 압력시
험의 준비
나.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효력시험 및 현상검사의 준비
아. 하중시험의 준비
5.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해검사를 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아.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궁
극적인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다음 중 어
느 것인가?
가. 해양사고의 책임자 징계
나.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
사. 장래에 있어서의 해양사고 발생 방지를 통
한 해양안전의 확보
아. 해양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피해 조사

116

제2회

7. 해양환경관리법상 옳은 설명은?
가.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나.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충돌격벽보다 전방에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는 것은 금지된
다.
사. 분뇨는 해역에 관계없이 계류중에 배출하여
도 된다.
아. 선박으로부터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때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
리의 해역에서 항해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8.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X류의 유해
액체물질을 배출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설계된 최대 배출
률 이하로 배출할 것
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
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사. 비응고성 물질은 강제 예비세정을 하지 않
을 수 있음
아. 자항선의 경우는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중에 배출할 것
9. 상법(해상편)상 선박의 화재와 관련하여 공
동해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의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화물의 투하
나. 선박을 의도적으로 해안에 얹혀서 발생한
손해
사. 선저에 구멍을 내어서 발생한 손해
아. 연기에 의하여 입은 손해
10. 상법(해상편)상 공동해손 채권의 시효 완성
의 기산일은 언제로 하는가?
가. 선박이 첫 입항한 날
나. 화물을 최종 양하한 날
사. 공동해손 계산이 종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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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는 선박의 항행상의
의무를 기술한 것이다. 잘못 기술한 것은?

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나. 사업장에 대한 중간인증검사는 안전관리적
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중선체 유조선으로 개
조한 때에는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 최초 인증심사라 함은 안전관리체제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
음으로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가. 통항 분리선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항
행한다.
나. 통항로의 일반적인 교통방향을 따라서 항행
한다.
사. 통항로에 진입 또는 이탈시는 가급적 시발
점이나 종점에서 하여야 한다.
아. 통항로에 들어갈 때에는 가능한 한 직각으
로 진입하여야 한다.

12. 해사안전법상 유조선 등의 통항제한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유 2,000톤을 적재한 선박은 이 조의 적용
을 받는다.
나. 화물을 모두 양하한 후 중유 3,500킬로리터
를 연료로 수급하고 출항한 선박은 이 조의
적용을 받는다.
사. 이 조의 적용선박이라도 응급환자가 생긴 경
우는 통항금지해역 안으로 항행할 수 있다.
아. 부산항을 입항하고자 하는 이 조의 적용선박
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입항하여야 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권한있는 당국이 제
정한 특별규칙에 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특별규칙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우선하
여 적용된다.
나. 위치등, 신호등에 관한 특별규칙은 이들이
국제해상충돌 방지규칙에서 인정한 등화와
오인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다른 특별규칙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아. 각국 정부는 호송되어 항행하고 있는 선대
에 증설하는 위치등, 신호등에 관한 특별규

15. 추월선이 피추월선에 대한 피항의무가 면
제되는 경우는?
가.
나.
사.
아.

어로종사선이 동력선을 추월하는 경우
범선이 동력선을 추월하는 경우
조종제한선이 조종불능선을 추월하는 경우
피항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

16. 선박 상호간의 책임상 어로작업에 종사하
고 있는 선박이 피해야 할 선박은 다음 중
어떤 선박인가?
가. 조종불능선
나. 항행중인 동력선
사. 범선과 도선선 아. 항행중인 어선과 범선
17.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울
리는 무중 신호는?
가.
나.
사.
아.

장음
장음
단음
단음

1회, 단음 2회
1회, 단음 3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4회

18. 무중항해중인 동력선이 선수방향에서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들었으나 그 위치를 확
인할 수 없을 경우에 취할 조치로서 적절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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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한 것은?
가. 조타 가능한 최저속력으로 속력을 줄인다.
나. 경고신호를 보낸다.
사. 필요에 따라 정지하여 위험이 사라질 때까
지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한다.
아. 속력을 줄이거나 전진 타력을 없앤다.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형상물에 관한 규
정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형상물은 흑색이어야 한다.
나. 구형 형상물의 직경은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 형상물 사이의 수직거리는 적어도 1.0미터
이어야 한다.
아. 원통형 형상물의 직경은 0.6미터 이상이고,
높이는 직경의 2배가 되어야 한다.
20.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넘는 경우에
끌려가고 있는 선박(물체)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또는 형상물은?
가.
나.
사.
아.

마스트 정부등 1개, 현등 1쌍, 구형 형상물 2개
현등 1쌍, 선미등 1개, 마름모꼴 형상물 1개
선미등 1개, 예선등 1개, 마름모꼴 형상물 1개
현등 1쌍, 예선등 1개, 원통형 형상물 2개

21.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외에 전주위를 비
추는 황색 섬광등 하나를 표시한 선박은
무슨 선박인가?
가. 조종불능선
나. 해저전선 부설선
사. 길이 50미터 이상의 항행중인 동력선
아. 무배수량 상태로 항행중인 공기 부양선
22. 동력선이 항행중 조타기 고장을 일으켰다.
대수속력이 있을 동안에 표시하여야 할 등
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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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선상으로 홍, 백, 홍색의 순서로 전주등 3개
나. 수직선상의 홍색 전주등 2개, 마스트등
사. 수직선상의 홍색 전주등 2개, 현등, 선미등, 마
스트등
아. 현등, 선미등, 수직선상으로 홍색 전주등 2개
23. 주간에 수직선상으로 3개의 구형 형상물을
표시한 선박은?
가. 조종능력제한선 나. 흘수제약선 사. 좌초
아. 기뢰제거 작업선(소해선)
24. 선박조종신호(Maneuvering Sign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적에 의한 단음 3회는 후진중임을 의미
한다.
나. 발광에 의한 섬광 2회는 좌현 변침중임을
의미한다.
사. 발광신호의 각 섬광의 지속시간은 1초 정
도이고 각 섬광 사이의 간격도 1초 정도이
며, 반복 신호 사이의 간격은 5초 이상이어
야 한다.
아. 발광신호 등화는 적어도 5해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25. 좁은 수로에서 피추월선이 추월선의 추월
을 허락하는 음향신호는?
가.
나.
사.
아.

장음,
장음,
장음,
단음,

장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단음, 단음
장음, 단음
단음, 장음

[ 영 어 ]
1. Select one which has no relation with
other thre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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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MO Class
사. dangerous goods

나. IMDG Code
아. hampered vessel

2. Choose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When latitude and longitude are
used, these shall be expressed in
(
), north or south of the Equator
and east or west of prime meridian."
가.
나.
사.
아.

course and speed
position and depth
degrees and minutes
distances and bearings

3. Select a wrong explanation for proper
use of VHF Radio.
가. When possible, the lowest transmitter
power necessary for satisfactory
communication should be used.
나.
Transmitting
without
correct
identification should be avoided.
사. If communication on a channel are
unsatisfactory, indicate change of
channel and do not await confirmation.
아. Where the information isn't immediately
available but soon will be, say "Stand
by".
4. Choose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If any part of the message are
considered sufficiently important to
need safeguarding, say (
)
followed by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message"
가. "Important"
사. "Say again"

나. "Repeat"
아. "Full stop"

항해사 2급

5. Which is the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묘쇄의 장력이 강하다. "
가.
나.
사.
아.

There
There
There
There

is
is
is
is

too slack on the cable.
much weight on the cable.
strong lead on the cable.
much pulling on the cable.

6. Select one which translates following
Korean properly.
"도선선이 귀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양묘하시오."
가. Pilot boat is arriving at you. Heave in
anchor immediately.
나. Pilot boat is coming to you. You must
heave up anchor right away.
사. Pilot boat is going to you. You must
heave in anchor soon.
아. Pilot boat is reaching you. You must
clear the anchor immediately.
7. Select the correct one which translates
the
underlined
part
intoIMO
English(SMCP).
Captain : " 도선사용 사다리를 어느 쪽에
설치할까요? "
Pilot : "You must rig the pilot ladder on
your stb'd side 3 feet above the water."
가. Where can I arrange the pilot ladder?
나. Which side I prepare the pilot ladder?
사. On which side must I rig the pilot
ladder?
아. What side must I prepare the pilot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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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hoose an incorrect one in SMCP.
가. I have altered course for 150 degrees.
나. Traffic clearance is required before
entering the east fairway.
사. I require navigational assistance.
아. I have lost radar contact.
9. Select a sentence not properly expressed
in SMCP.
가.
나.
사.
아.

Is there enough depth of water?
The tide is with me.
The wind is veering and decreasing.
There are some fishing gears ahead of
you.

10. Choose a proper word to fill the blank.
"You are not (
) to the correct traffic
lane."
( 귀선은 정확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
지 않다 )
가. passing
사. making

나. coming
아. keeping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course steered by
compass, or the angle between the
ship's track and the compass needle."
가.
나.
사.
아.

Magnetic course
Compass course
Ship's course
True course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order to correct the magnetic
compass for inclination from the vertical,
you would adjust th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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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quadrantal spheres 나. flinders bar
사. permanent magnets 아. heeling magnet
13. Select one which is proper for the
blank.
"Lightship has not only a light but also
a fog horn, a (
) and
meteorological equipment."
가. radio beacon
사. wreck

나. buoy
아. pilot launch

14. Choose one which would keep best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 " The
original canal was twice broadened for
the larger modern boats."
가. rerouted
사. reinforced

나. widened
아. tested

15.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of the word used in shipping contract.
가.
나.
사.
아.

B/L - Bill of Lading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CQD - Customary Quick Delivery
L/I - Letter of Indemnity

16. Where a cold air mass moves under
warmer air mass, it is known as
(
).
가.
나.
사.
아.

a stationary front
a cold front
an occluded front
a warm front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re a charterer has failed to keep
his contract to provide a full cargo, the
shipowner has a good cause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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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him for (
가. dead freight
사. pro rata freight

)."
나. back freight
아. lump sum freight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the shipping industry, (
)
denotes the point terminating the land
journey and starting the ocean voyage,
or vice versa."
가. anchorage
사. terminal

나. berth
아. pier

1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the (
) hemisphere the winds
blow round an area of low pressure in
(
) direction, there is also a slight
inclination across the isobars towards
the lower pressure."
가.
나.
사.
아.

northern, clockwise
southern, anti-clockwise
northern, anti-clockwise
None of the above.

20. Wire rope is composed of three part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art?
가. Wire
사. Core

나. Strands
아. Fibers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ll wire rope should be (
) to
prevent corrosion."
가.
나.
사.
아.

parceled and served
greased and lubricated
arranged and cutted
scrapped and chipped

항해사 2급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the weather permits, it is always
advisable to (
) cargo spaces by
opening all hatches, before cargo is
loaded."
가. air

나. wet

사. keep

아. clean

2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name applied to tropical cyclone in
the western Australia is (
)."
가. Willy-willy
사. Cyclone

나. Hurricane
아. Typhoon

24. Selec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Caution should always be observed
when approaching other
vessels. Vessels may not be displaying
their correct light or (
) signals,
or indeed their signals could be badly
positioned and obscured by the ship's
structure when approaching from certain
directions."
가. flag
사. sound

나. material
아. shape

25. Choose the correct one.
When you get a telegram which is
written "A/CO AS REQUIRED". What
should you do?
가.
나.
사.
아.

alter my course
answer VHF
slow down your speed
call the chief officer

[ 상 선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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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G.S.의 Blower가 자동적으로 정지(Trip) 되
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가. Scrubber의 냉각수 압력 저하
나. 제어공기압(Control Air Pressure)의 이상
저하
사. Scrubber water high level
아. Blower 출구측의 온도 저하
2. 탱커에서는 화물구역과 안전구역으로 나뉘
는데 다음 중 통상 위험장소로 간주되는
곳이 아닌 것은?
가. 화물유 탱크의 인접한 Cofferdam
나. 화물유 호스를 격납하는 장소
사. 화물유 탱크의 배기관으로 부터 9m (선급
에 따라 10m) 이내의 폭로 갑판상의 구역
및 그 하방의 갑판까지의 구역
아. 화물유 탱크상의 폭로 갑판상 3m까지
의 높이에서 선박의 전후방향으로 다
시 4m 연장한 폭로구역
3. 화물적하에서 사용되는 적화계수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적화계수란 화물 1톤이 차지하는 선창의 용
적을 ft³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의미한다.
나. 적화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용적화물임을 나타낸다.
사. 화물틈을 포함하지 않는 적화계수는 선창구
획의 그레인 용적을 구획에 만재한 화물의
중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아. 화물틈을 포함하는 적화계수는 화물의 형상,
적부방법 및 인부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4. 관로손실저항(Pipe loss) 중 직관의 저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직관의 저항은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나. 직관의 저항은 동일관에서 유량의 3제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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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
사. 직관의 저항은 관경의 5제곱에 반비례한다.
아. 직관의 저항은 수압의 대소와 상관 없다.
5. 선수트림 1m인 선박에서 선수창의 물을 선
미창으로 이송시켜서 Even keel로 만들고
자 한다. 약 몇 톤의 물을 옮기면 되는가?
(단, Mcm는 84m-ton, 두 탱크 사이의 거
리는 140m이다.)
가. 50톤
사. 70톤

나. 60톤
아. 80톤

6. 15cm의 Sagging이 생긴 선박에서 배수량
을 측정할 경우, 이 Sagging에 대한 배수
량 수정량의 절대치는 약 얼마인가?
(단, Tcm는 40톤이다.)
가. 300톤
사. 400톤

나. 350톤
아. 450톤

7. 하항(비중=1.000)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평균 흘수는 8.90m이고 이 흘수에서의 배
수량은 14,592ton이며, Tcm는 20.0ton이
다. 이 선박이 하항을 출항하여 해수 비중
이 1.025인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그 평균
흘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단, 항해 중의
모든 소비량은 192ton이며 Tcm와 Trim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가. 8.60m
사. 8.72m

나. 8.65m
아. 8.85m

8. LNG 운반선의 입거 전 수행하는 작업의 순
서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작업을 순서대
로 짝지은 것은?
양하 - Stripping - (
(
) - Airing
가. Warm up - Iner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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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ssing up - Inerting
사. Drying - Warm up
아. Cool down - Warm up
9. 다른 화물로부터 누손이나 오손을 입을 가
능성이 있는 화물의 성질을 말하는 것은?
가. Discriminated
사. Taintable

나. Inherent vice
아. Unpalatable

10. 다음은 선적한 면화의 통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산화작용이 왕성하고 연소의 지속성이 강하다.
나. 정전기에 의한 발화의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양
의 습기가 있도록 조절한다.
사. 불꽃 등의 화기의 침입을 극력 방지하여야 한다.
아. Sweat에 의한 손상이 그다지 크지 않다.
11. 유조선에서 Topping off시 유의해야 할 사
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전 탱크를 Full-open하여 동시에 Ullage 3
∼4m까지 적재시키다가 Loading rate를 낮
춘 다음 1∼2 tank 씩 Topping off 한다.
나. Topping off 할 탱크의 순서는 Midship 부
근의 Center tank, 선수미쪽 Center tank,
Wing tank 순이다.
사. Cargo oil 적입 탱크의 숫자가 적어지면
Loading rate를 낮춘다.
아. Topping off 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갑판에 배치한다.
12. 액화가스 운반선박의 Cargo tank 의 구조
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Independent tank 나. Membrane tank
사. Integral tank
아. Prismatic tank
13. 배의 길이가 200m이고, 선체중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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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방향으로 1m의 거리에 부면심이 있는
선박이 있다. 이 선박에 1m의 선수 Trim이
생겼다면, 배수량을 측정할 시 Trim 제1수
정에 의하여 수정해야 할 배수량은 얼마인
가? (단, Tcm는 70ton이다.)
가. -25ton
사. -35ton

나. 25ton
아. 35ton

14. 운송계약상의 New Jason Clause와 관계
가 먼 것은?
가. 공동해손
사. 자매선 구조

나. 선체손상
아. 쌍방과실

15. 복합운송의 한 형태로서 극동에서 미국 서
해안을 경유하여 육로로 동해안 및 걸프해
안 각 항구로 연결시키는 경로는?
가.
나.
사.
아.

American Land Bridge System
Mini-Land Bridge System
Siberian Land Bridge System
Micro-Bridge System

16. 다음 중 선주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가. Net Terms
사. Liner Terms

나. Gross Terms
아. Berth Terms

17. 다음은 선복용선계약 (Lumpsum Charter
Party) 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실제 적량에 관계없이 1항해에 대해 운임
총액이 얼마라고 정하여 계약한다.
나. 선복 운임은 적재 능력에 운임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 정확한 적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 운항자에
게 유리한 계약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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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정 수량의 적부 불량으로 생기는 운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없다.
18.

정기용선기간이 만료하여 반선협정서
(Redelivery Statement)를 작성할 때 보통
기입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가. 식료품의 잔량
사. 보일러 물의 잔량

나. 연료의 잔량
아. 반선 일시

19. 보상장(Letter of Indemnity)과 관계 깊은
것은?
가. Shipping Order
사. Stowage Survey Report
아. Cargo Manifest

나. Foul B/L

20. 다음 중 공동해손의 비용손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
피난항 경비
난파물의 절단에 의한 손해
수하인이 부담한 양하비

21. 다음은 SOLAS협약에 의한 비상위치 지시
용 무전표지(EPIRB)의 주파수이다. 맞는 것
은?
가. 406MHz
나. 300Hz, 2,200Hz
사. 2,182kHz, 4,125kHz
아. 5,000kHz, 8,364kHz
22. "SOLAS 협약상 Line Throwing Appliance
는 (
)개 이상의 발사체(projectile)와
줄(lin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줄(line)은
(
)m 이상의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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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230

사. 6, 200

아. 6, 230

23. 해상조난의 수색작업시 조난선의 추정위치
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가.
나.
사.
아.

통보된 조난위치 및 일시
본선의 현장 도착 시각
조난해역의 풍향과 조류 방향
레이더를 포함한 본선의 장비

24. ISM Code에 의한 회사에 대한 적합증서
및 선박에 대한 안전경영증서 등을 발급하
는 절차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중간심사
사. 정기심사

나. 갱신심사
아. 초기심사

25. ISM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책임
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운항 책임의 주체가 선주가 아닌 경우
선주는 그 세부사항을 용선주 정부에 보고하
여야 한다.
나. 회사는 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련되는 업무
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
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적절한 인적자원 및 육상지원의 제
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육상 및 해상의 모든 계층에서 회사
의 방침이 실행되고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
다.

[ 어 선 전 문 ]
1. 수산물의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가. 어획 장소와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나. 육질이 단단하고 세균의 부착 기회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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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획량의 변동이 크다.
아. 어패류는 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변질이 빠
르다.
2. 어획물 냉동시의 어체 동결 방법이 아닌 것은?
가. 공기 동결법
사. 접촉식 동결법

나. 송풍식 동결법
아. 수빙 동결법

3. 어획물 처리에 있어서 선도 유지 효과를 높
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방치 온도와 처리 온도가 높은 것
시달리지 않고 급사한 것
활동이 민첩한 것보다는 둔한 것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것

4. 다음 어류 중 어육에 지질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가. 대구

나. 꽁치

사. 참돔

을 용이하게 한다.
7. 방열 장치가 된 어창에 냉각관을 통하고 공
기를 0℃ 이하로 냉각시켜 고기를 저장하
는 방법은?
가. 냉장법 나. 쇄빙법 사. 수빙법 아. 냉동법
8. 어선의 해양사고에서 전복과 관계된 다음의
설명 중에 잘못 기술된 것은?
가. 선저의 일부가 좌초되었을 때 전복의 위험
이 없는 한 선체를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나. 침수가 일어날 때 침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동수에 의한 전복 위험이 크다.
사. 냉동 어획물이 적재된 어창에 파공이 일어
나면 조속히 어획물을 갑판으로 옮겨서 적
재하여야 한다.
아. 모래에 좌초되었을 경우에 얹히지 않은 부
분의 흘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아. 명태

5. 저장할 동결어체의 수분증발억제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가.
나.
사.
아.

항해사 2급

9. 원양트롤어선 개나리호의 처리실 갑판은 개
구가 상설폐쇄장치로 된 최상층 전통갑판
이다. 처리실 목갑판의 상부위치는 다음 만
재흘수표의 어디인가?

냉각 Pipe 둘레에 적재하는 법
양피지로 감싸는 법
Glazing 하는 법
냉동실 내에 바로 저장하는 법

6. 수산물의 염장 처리 중 식염의 방부 작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강한 탈수 작용으로 인하여 세균 발육을 증
가시킨다.
나. 염장품은 저온에 저장하고 품질변화에 주의
한다.
사. 산소의 용해도가 늘어나 호기성 세균의 발
육을 돕는다.
아. 세균이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

10. 냉동 어창에서 하역 작업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및 냉동 어획물의 손상의 원인으
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
나.
사.
아.

훅(Hook) 사용
하역설비 및 용구의 구비 미흡
어창 통풍환기 설비의 고장
Sling 사용상의 부주의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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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2급

11.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가.
나.
사.
아.

어업손해 배상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자유화
어선과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어획물운반업 허가

12. 출력 5마력의 양승기로 평균 장력 50kg의
모릿줄을 당기고 있다. 평균 양승 속도는
얼마인가?(효율은 100%)
가. 5.0 m/sec
사. 7.5 m/sec

나. 6.0 m/sec
아. 9.4 m/sec

13. 수산업법상 보호구역을 둔 것은 어떤 어업
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가. 공동어업
사. 해조류 양식어업

나. 정치망어업
아. 패류 양식어업

14.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최장 몇 년으로 하
는가?
가. 4년
사. 8년

나. 6년
아. 10년

15. 미국에서 고안되어 태평양에서 다랑어를
대량 어획하는데 쓰이는 어구는?
가. 후리그물
사. 람파라넷

나. 건착망
아. 중층 자망

16. 수산자원보호령상 끝자루 망목의 제한 치
수가 가장 큰 어구는?
가. 중형 기선 저인망 나. 대형 기선 저인망
사. 안강망
아. 동해구 트롤어망

가.
나.
사.
아.

탄성진동을
탄성진동을
전기진동을
전기진동을

18. 트롤 그물을 예망할 때 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가. Net Pendant
사. Hand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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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tter Pendant
아. Warp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선박검사를
행하는 검사원 또는 인정된 단체가 선박
또는 그 설비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증서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취하여
야 할 조치로서 부적당한 것은?
가. 이러한 사실을 정식으로 주관청에 통고하여
야 한다.
나.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사. 수리 조선소로 향하여 항행할 때는 시정조
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출항시켜야 한다.
아. 선박이 타 당사국의 항내에 있는 경우 즉시
기항 관계 당국에도 통고하여야 한다.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가 적용되지
않는 어선은?
가. 신조선
나. 현존선
사. 건조 계약은 없으나 용골이 거치된 것
아. 건조 또는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것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길이 45m
이상의 모든 선박에 비치해야 할 생존정의
숫자는?
가. 1척

17. 다음 중 어군탐지기에서 수파기의 기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전기진동으로 바꾸어 준다.
송파기에 보내어 준다.
발진기에 보내어 준다.
탄성진동으로 바꾸어 준다.

나. 2척

사. 3척

아. 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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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77/93 Torremolinos 협약의 적용
을 받는 선박은?

[ 항

가. 영리 목적 어류포획선
나. 훈련선 사. 연구선 아. 어획물 운반선

1. 갑판면에 수직방향인 연철의 유도자기에 의
한 자차를 수정하는 장치는?

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규정에 의한
구명설비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의 기준은?

가. Soft cast-iron sphere 나. Flinders bar
사. Compensating magnet
아. Heeling magnet

가.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나.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사.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아.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2. 선박에서 사용하는 자기 컴퍼스 자체의 구
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오차가 아
닌 것은?

없는 한 길이 24m이상
없는 한 길이 35m이상
없는 한 길이 45m이상

25.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V에서 특별
해역 밖에 있을 때 육지로부터 12해리 떨
어져서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닌 것은?

제

나. 기선 오차
아. 위도 오차

3. 자이로 컴퍼스의 지북원리는?

전적으로 당사국의 항구로부터 운항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제한 수역 내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이어야 한다.
본 협약의 안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가. 음식 찌꺼기
사. 금속

가. 방위 오차
사. 마찰 오차

]

없는 한 길이 75m이상

24. STCW-F 협약에서 당사국의 주관청이 어
선선장과 항해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
의 완화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
은 것은?
가.
나.
사.
아.

해

항해사 2급

나. 부유성 던니지
아. 유리

3

회

가.
나.
사.
아.

수평축을 동서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자이로축을 자오선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수직축을 남북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자이로축을 동서방향으로 프리세션 시킨다.

4. 자동조타기에서 천후조정(Weather
adjustment)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Backlash의 작동
Low pass filter의 작동
Dual gain의 작동
Potentiometer의 작동

5. 전자식 로그는 압력 로그에 비하여 여러 가
지 장점을 가진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설치
대지
후진
오차

장소의
속력을
속력도
수정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측정된다.
용이하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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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2급

6. 문제 삭제

12. 천측 위치선을 작도하면서 발생하는 위치
선의 오차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7. 어느 선박이 25°10'N, 110°20'E인 지점을
출발하여 침로 060°로 780마일 항해하였
다. 중분위도 항법을 이용하여 도착지 위도
를 구하면?
가. 31°10'N
사. 31°40'N

나. 31°25'N
아. 31°55'N

가.
나.
사.
아.

위치권의 곡률로 인한 오차
계산방위의 오차로 인한 것
추정위치의 오차로 인한 것
점장도의 사용으로 인한 오차

13. 다음 중 시진방위각법의 계산 요소가 아닌 것은?

8. 자오선 사이의 거등권의 길이는 극에 접근
할수록 짧아지는데 거등권의 길이가 적도
의 1/2이 되는 위도는?

가. 자오선각
사. 고도

가. 30˚

14. 다음 중 레이더의 최소 탐지거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으로 구성된 것은?

나. 45˚

사. 60˚

아. 90˚

9. 가정의 항법으로 항정이 별로 크지 않는 경
우에 사용하며 고위도나 두 지점이 적도의
양쪽에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려운 항법은?
가. 점장위도항법
사. 중분위도항법

나. 거등권항법
아. 평면항법

10. 천체의 동서권 통과시에 대한 계산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
가.
나.
사.
아.

정확한 위도 측정시
천체의 고도변화가 작은 시기를 알고자 할 때
정확한 경도 측정시
정확한 동서방향의 편위량을 알고자 할 때

가.
나.
사.
아.

나. 추측위도
아. 적위

수평 및 수직 빔 폭
전파의 파장과 송신출력
송신출력 및 반사파의 강도
수직 빔 폭과 펄스 폭

15. 레이더에서 측엽(Side lobe)에 의한 반사파
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
나.
사.
아.

Gain을 약간 높인다.
STC를 약간 높인다.
FTC를 약간 높인다.
Tuning을 조심스럽게 조절한다.

11. 정확한 항정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떤 천체
를 선정하면 좋은가?

16. 레이더에서 근거리 Range 사용시와 원거
리 Range 사용시의 펄스 폭을 바꾸는 주된
이유는?

가. 선수와 선미 방향의 2천체와 정횡 방향의
1천체
나. 정횡방향의 2천체와 선수미 방향의 1천체
사. 남북 방향의 2천체와 동서방향의 1천체
아. 동서 방향의 2천체와 남북 방향의 1천체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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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빔 폭 및 수직 빔 폭의 조정
해면 반사파의 억제
거짓상 제거
거리분해능과 최소 및 최대 탐지거리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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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레이더에 의한 거리 측정의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거리 측정의 오차는 펄스 폭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외 휘점의 크기, 거리 눈금의 정확
도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정해진다.
나. 정확한 거리 측정을 하려면 가변거리 눈금
을 되도록 어둡게 하여 영상에 내접하도록
측정하고, 너무 포개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가변거리 눈금의 정밀도는 고정거리 눈금의
정밀도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므로 가능하면
가변거리 눈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 300m 이하의 극히 근거리 물표의 경우에는
오차의 비율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8. 레이더 전파가 자선과 물표 사이를 2회 이
상 왕복하여 실제 하나인 물표의 영상이
등간격으로 여러개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
이라 하는가?
가. 다중 반사
사. 직접 반사

나. 간접 반사
아. 2차 소인 반사

19. 선속 20노트로 항행 중인 선박의 AIS 동적
정보의 갱신주기는 얼마인가?
가. 2초
사. 4초

나. 3초
아. 6초

20. 선박에 설치되어 적합한 질문을 받거나 지
역의 통제소에서 전파가 송신되어 오면 자
동적으로 응답하는 송수신 장치로서 부호
화된 식별부호 또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
치는?
가. Ramark
사. Transponder

나. Racon
아. Radar Reflector

21. GPS 위치측정 오차의 원인에 대한 다음
사항 중 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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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층에서의 전파의 흡수
위성궤도정보의 오차
전리층에 의한 전파의 굴절
위성시계의 오차

22. 등대를 돌아갈 때 작은 각도로 나누어 90
도를 변침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그 등
대를 보는 거리가 변침 전과 변침 후에 같
게 할 수 있는가?
가. 등대를 정횡으로
변침
나. 등대를 정횡으로
15도 변할 때마다
사. 등대를 정횡으로
변침
아. 등대를 정횡으로
45도 변할 때마다

볼 때마다 즉시 30도씩
본 후 등대와의 방위가
30도씩 변침
볼 때마다 즉시 45도씩
본 후 등대와의 방위가
30도씩 변침

23. 좁은 수로의 항행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 순조일 때는 굴곡이 심한 수로를, 역조일 때
는 굴곡이 심하지 않은 수로를 통과하도록
계획한다.
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로의 우측을 항
행하도록 계획한다.
사. 법으로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아. 육지의 돌출된 부분을 우현에 두고 변침하는
경우는 이에 접근하여 변침하고, 좌현에서 보
는 경우에는 멀리 돌도록 계획한다.
24. 산호초가 산재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 경계 시기로 좋은 때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태양이 등 뒤에 있고 고도가 높을 때
저조시
풍력계급이 2 정도인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전혀 없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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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국 서안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항로 선
정에서 대권항로를 택할 경우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거리 증가
파랑과 해류에 역항
이동성 고기압과의 조우
좁은 수도의 통항

[ 운 용

]

1. 선체의 강도를 나타낸 곡선에 대하여 바르
게 기술한 것은?
가. 중량곡선은 선체의 중량이 선체의 횡방향으
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나. 부력곡선은 선체의 부력이 선체의 횡방향으
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사. 하중곡선은 선체의 중력과 부력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아. 전단력 곡선은 선체의 횡방향에 전단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2. 다음 중 Panting 구조가 설치되는 곳은 어
디인가?
가. 이중저 뒤 나. 유조선에서 중앙부의 탱크
사. 선수단 및 선미단
아. 기관실의 전단
3.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건현갑판 및 선루갑
판과 갑판실 정부의 모든 노출부에 설치하
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의 높이는 최소
몇 m이상이어야 하는가?
가. 1.0m
사. 1.4m

나. 1.2m
아. 1.5m

4. 우선회 고정피치 단추진기선박에서 반류
(Wake current)가 선체에 미치는 가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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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현상은?
가.
나.
사.
아.

전진할
전진할
후진할
후진할

때
때
때
때

선수우회두
선수좌회두
선수우회두
선수좌회두

작용을
작용을
작용을
작용을

돕는다.
돕는다.
돕는다.
돕는다.

5. 우회전 고정피치 단추진기선에서 횡압력이
선미를 이동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맞게 설
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전진시-좌현,
전진시-우현,
전진시-좌현,
전진시-우현,

후진시-우현
후진시-좌현
후진시-좌현
후진시-우현

6. 다음 중 전타 선회 말기의 횡경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원심력
사. 횡방향 물의 저항

나. 타의 양력
아. 항력

7. 선박의 선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나.
사.
아.

편각이 클수록 선회권은 커진다.
배수량이 커질수록 선회권은 커진다.
선미트림이 커질수록 선회권은 커진다.
방형비척계수가 클수록 선회권은 작아진다.

8. 복원력과 선폭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선폭이 클수록 복원력 소실각이 커진다.
나. 선폭이 클수록 복원성 범위가 적어진다.
사. 선폭이 클수록 복원성 곡선의 기울기가 급
해진다.
아. 선폭이 클수록 최대 복원력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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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적 복원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4. 북반구에서 고기압권 내의 풍향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최대 복원각을 넘어서면 선체는 전복된다.
나. 갑판의 끝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시점이 위
험 횡요각이다.
사. 위험 경사각은 최대 횡요각의 약 절반이 된
다.
아. 이 곡선도는 중량물의 하역에 이용될 수 있
다.

가.
나.
사.
아.

10. 배수량을 알고 있는 선박에서 임의의 경사
각에 대한 복원정(GZ)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가. 복원력 교차곡선
사. 동적 복원력 곡선

나. 배수량 등곡선도
아. 적화 척도

11. 선폭이 25m인 선박의 횡요주기가 15초였
는데, 해양사고로 3번 Hold가 침수하여 횡
요주기는 20초가 되었다. 침수 후 GM은
침수 전 GM의 몇 %로 되는가?
가. 약 56%
사. 약 36%

나. 약 46%
아. 약 26%

12. 북태평양 기단의 일반적인 성질은 무엇인
가?
가.
나.
사.
아.

대륙성
해양성
대륙성
해양성

한대기단으로
한대기단으로
열대기단으로
열대기단으로

한냉
한냉
고온
고온

건조하다.
다습하다.
건조하다.
다습하다.

13. 한랭전선의 진행속도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온난전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를 경우,
두 전선이 겹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
는가?
가. 폐색전선
사. 한랭전선

나. 정체전선
아. 온난전선

반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간다.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에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 중심에서 불어 나간다.

15. 조속기(Governor)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
배기가스 온도가 고온이 되는 것을 방지
기관의 흡입 공기량을 조절

16. 납 축전지가 방전할 때 전압과 전해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하는가?
가.
나.
사.
아.

전압과
전압과
전압은
전압은

비중이 내려간다.
비중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비중은 내려간다.
내려가고, 비중은 올라간다.

17. 다음 중 거주구역 화재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 화재진압시 시야확보를 위해 모든 출입문을
열어둔다.
나. 휴대식 소화기 및 이동식 소화기를 이용하
여 화재의 초기진화에 노력한다.
사. 화재발생을 발견하면 즉시 경보를 울려 비
상 소화부서 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해당위
치로 집결한다.
아. 즉시 소화펌프를 가동하고 소화전에 수분무
노즐을 연결한다.
18. 어떤 선박이 하천 항해중 수면에서 5미터
깊이의 외판에 0.001평방미터의 파공이 생
겼다. 유량계수를 0.7이라고 하면 50분 동
안의 침수량은 약 몇 톤인가?
제3회

131

2013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가. 11톤
사. 31톤

나. 21톤
아. 41톤

24.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에 검역증이 교
부되기 전에 탑승이 허락되는 사람은?

19. 방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방수법으로는 시멘트 박스에 의한 것, 용접
에 의한 것 그리고 방수판 또는 방수 매트
를 취부하는 것 등이 있다.
나. 방수 매트를 취부하는 방수법은 선체의 내
부에서만 방수 매트를 붙이는 것이다.
사. 시멘트 박스에 의한 방수법은 파공이 작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 파공이 원형에 가깝고 작으면 용접에 의한
방수법을 사용한다.
20. 조난선의 수색계획을 세우기 위한 고려요
소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통보된 조난의 위치 및 일시
조난선의 국적과 선명
구조선의 현장 도착예정 시각
조난선의 추정 이동량

21. 부채꼴 수색방식에서 수색의 시작점은?
가.
나.
사.
아.

추정점(Datum)
수신점(Receiving point)
표류점(Drift point)
고정점(Fixed position)

22. 노동환경 조건을 개선하여 선내 위생관리
를 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것은?
가. 온도

나. 조명

사. 시간

아. 환기

가. 세관원
사. 의사

나. 경찰
아. 도선사

25. 선박내 환자발생시 무의식 환자에게 ABC
검사를 할 때 A는 무엇인가?
가. 호흡확인
사. 의식확인

[ 법

규

나. 맥박확인
아. 기도확인

]

1. 다음 중 개항질서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잘못 기술한 것은?
가. 선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특별한 사유없
이 기적 또는 싸이렌을 울려서는 아니된다.
나.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을 입·출항하거나 항
계 안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사. 개항의 항계 안에서 예인선·급수선·급유선·
통선 및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중파무선전화기를 무선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항계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은 당해 선박의
무선설비에 의하여 해상교통관제용 주파수
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원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은?
가. 장해보상
사. 상병보상

나. 유족보상
아. 장제비

23. 다음 중 선원에 대한 인간관계 관리와 거
리가 가장 먼 것은?

3. 선원법상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
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노동협력제도
사. 제안제도

가.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나. 색각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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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반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아. 항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항해가 종
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옳은 설명은?

4. 선박안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충돌격벽보다 전방에 있
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된 날부터 지난 기
간을 말한다.
나. "선박"이라 함은 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제
외한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사.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아. "부선"이란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5. 다음 중 선박안전법상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선박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나. 선박안전법을 우선 적용한다.
사. 항계 안에서는 선박안전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
한다.
아. 국내 항에서는 선박안전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
한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등이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동
안 무사고 운항을 하면 그 징계가 실효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가. 2년 이상
사. 5년 이상

나. 3년 이상
아. 10년 이상

가.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것
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사. 분뇨는 해역에 관계없이 계류중에 배출하여도
된다.
아. 선박으로부터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때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
의 해역에서 항해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8.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장이 임명
한다.
나.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장을 보좌
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사.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
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는
선박 안에 비치되어야 한다.
9. 상법상 선박 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되지 아
니하는 경우는?
가. 선박에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나. 여객의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
사.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아. 침몰선의 제거 및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10. 상법(해상편)상 공동해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가. 선박은 안전하고 화물만 손해를 입어야 한다.
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해 선장의 고의의 처분
이 있어야 한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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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동해손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잔존하여야 한다.
아. 공동해손 처분에 의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해사안전법에서 항행안전확보 조치
가 요구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위험화물운반선
나. 흘수제약선
사. 예인선열의 길이가 180미터인 예인선
아. 거대선
12.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의 교통안전 특정해
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거대선
등에 명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통항시각의 변경
속력의 제한
시계가 제한된 경우의 항행 제한
도선사의 사용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책임 규정에 대한
선박충돌의 책임 주체를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가.
나.
사.
아.

선장, 도선사, 당직항해사
선박소유자, 선장, 해원
선박, 선장, 도선사, 당직항해사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원

가. 모든 선박은 Deep Water Route를 횡단할
수 없다.
나. Deep Draught 선박은 Deep Water Route
내에서 어로중인 선박을 피해야 한다.
사. 타 항로에 비해 수로측정이 비교적 정확하
게 행해져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다.
아. Deep Draught 선박 이외의 선박은 Deep
Water Route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무중상태에서 길이 50미터인 선박이 좌초
되어 있다. 이 선박이 울려야 하는 신호는?
가. 5초 동안 급속히 종을 울리고 그 직전과
직후에 명확하게 3회의 타종을 한다.
나. 전부에서 5초 동안 종을 울린 다음 후부에
서 5초간 징을 울린다.
사. 5초 동안 급속히 종을 울린다.
아. 전부에서 5초 동안 징을 울린 다음 후부에
서 5초 동안 타종을 한다.
17. 다음 제한된 시정상태에서의 음향신호 중
임의신호가 아닌 것은?
가. 도선선의 식별신호
나. 얹혀있는 선박이 부가하여 실시하는 적절한
기적신호
사. 정박중인 선박이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
하여 울리는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의 기적신호
아.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이 정박하고 있을 때
2분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리는 신호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모든 시정 상태에
서의 항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18.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 중 장
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울리는 선박은?

가. 경계
사. 범선

가.
나.
사.
아.

나. 안전속력
아. 좁은수로

15. Deep Water Route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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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제약선
끌려가고 있는 선박
정박하여 작업하고 있는 조종제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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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울
리는 무중 신호는?
가.
나.
사.
아.

장음
장음
단음
단음

1회, 단음 2회
1회, 단음 3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4회

20. 제한된 시계 내에서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무중신호에 해당하
는 것은?
가. 단음 2회
사. 단음 4회

나. 단음 3회
아. 단음 5회

21. 다음 중 임의 등화에 해당하는 것은?
가. 정박하여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화
나. 범선임을 나타내는 등화
사. 어구에 의해 방해를 받으며 건착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부가등화
아. 배수량이 없는 상태로 동작중인 공기부양선
임을 나타내는 등화
22. 동력선이 항행중 조타기 고장을 일으켰다. 대
수속력이 있을 동안에 표시하여야 할 등화는?
가. 수직선상으로 홍, 백, 홍색의 순서로 전주등
3개
나. 수직선상의 홍색 전주등 2개, 마스트등
사. 수직선상의 홍색 전주등 2개, 현등, 선미등,
마스트등
아. 현등, 선미등, 수직선상으로 홍색 전주등 2개
23. 트롤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에서 표시
할 등화 및 형상물과 관계 없는 것은?
가. 두 개의 원추형을 정점을 포개서 수직으로
단다.
나. 위에는 녹색 아래는 백색 전주등을 수직으
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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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름모꼴 형상물을 수직으로 단다.
아. 트롤 어선의 길이가 20미터 미만일지라도
장고형 형상물을 단다.
24. 의문신호(경고신호)와 주의환기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고신호는 시야 내에 있을 경우에만 한다.
나. 주의환기신호는 시야 내에 있을 경우에만
한다.
사. 타선이 천소해역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하
는 신호는 경고 신호이다.
아. 주의환기신호는 신호규정이 엄격히 규정되
고 있다.
25. 선박조종신호(Maneuvering Sign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적에 의한 단음 3회는 후진중임을 의미
한다.
나. 발광에 의한 섬광 2회는 좌현 변침중임을
의미한다.
사. 발광신호의 각 섬광의 지속시간은 1초 정
도이고 각 섬광 사이의 간격도 1초 정도이
며, 반복 신호 사이의 간격은 5초 이상이어
야 한다.
아. 발광신호 등화는 적어도 5해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 영

어

]

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VTS standard phrases, (
)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luence others by a Regulation.
가. Instruction
사. Warning

나. Advice
아.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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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oose proper words to fill the blanks.
"You must keep radio (
) in this
area (
) you have messages
about the casualty."
가. silence, unless
나. loud, if
사. switch off, unless 아. away, because
3. Select one which has no relation with
other three words.
가. IMO Class
나. IMDG Code
사. dangerous goods 아. hampered vessel
4. Which is the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in SMCP?
"묘쇄의 장력이 강하다. "
가.
나.
사.
아.

There
There
There
There

is
is
is
is

too slack on the cable.
much weight on the cable.
strong lead on the cable.
much pulling on the cable.

5. Select one which can be substituted with
the underlined part.
"Keep well clear of the spring line."
가. Do not close
사. Stand

나. Far
아. Make

6. The wind will be veering and increasing
in one hour.
"If the wind blows from north with
Beaufort wind scale four at this
moment, what can you expect for the
condition after one hour?"
가. East wind, Beaufort wind scale 5
나. Northewest wind, Beaufort wind scale 5
사. Southwest wind, Beaufort wind sca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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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No change of directions, Beaufort wind
scale 6
7. Select the correct one which
the
underlined
part
English(SMCP).
Captain :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까요?"
Pilot : "You must rig the pilot
your stb'd side 3 feet
water."

translates
intoIMO
어느 쪽에
ladder on
above the

가. Where can I arrange the pilot ladder?
나. Which side I prepare the pilot ladder?
사. On which side must I rig the pilot
ladder?
아. What side must I prepare the pilot
ladder?
8. Choose proper words to fill the blanks.
Captain: I am approaching Pilot Station.
Pilot boat is not visible due to (
)
visibility. Is the pilot boat (
) station?
가. bad, on
사. poor, by

나. low, in
아. reduced, on

9. Choose a correct pair under SMCP.
가. "What is your present course?" → "My
course is not reported."
나. "Are you on even keel?" → "Yes, I
have no list."
사. "May I take a tug?" → "No, you may
not."
아. "Where is on fire?" → "Fire is in
engine room."
10. Choose a correct pair.
가. "Can you continue search?" → "We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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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so."
나. "What is the result of search?" → "The
result of search is negative."
사. "Can you pick up survivor?" → "I would
like to do so."
아. "Do you want medical assistance?" →
"No, let me check the patients."
11. A small constant error in the master
gyro compass can be removed by use
of :
가.
나.
사.
아.

the
the
the
the

rotor speed adjustment.
lubber's line adjustment.
lost motion knob.
compensating weights.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Luminous range is the (
)."
가. maximum distance at which a light may
be seen in clear weather
나. maximum distance at which a light may
be seen under existing visibility
conditions
사. maximum distance at which a light may
seen considering the height of light and
height of the observer
아. average distance of visibility of light
13. Choose the best one which has the
same meaning as the underlined
"revolving." "Any light to attract the
attention of another vessel shall be such
that it cannot be mistaken for any to
navig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he
use of high intensity intermittent or
revolving lights, such as strobe lights,
shall be avoided."
가. revolutionary

사. rot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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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real

14. The operation of modern general-cargo
marine terminals is basedQ on the
following principles except:
가. Cargo must be handled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between the ship and a
variety of inland transportation media.
나. The workers should be proud of their
craft, and fanatically loyal to their
unions.
사. Personnel and cargo must be protected
from injury while in the terminal area.
아. The ship must be unloaded, reloaded,
and made ready for sea in the least
possible time.
15. As you are aware, the cargo in question
is not of a nature which is (
)
pilferage at any ports and we can only
assume that losses arose solely as a
result of poor tallying at both loading
and discharging ports.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가. subject to
사. due to

나. easy
아. able to

16. Choose one which means the same as
the underlined.
"Therefore we have no other alternative
bu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though the alleged loss was incured due
to theft."
가. jettison
사. pilferage

나. sea damage
아. breakage

나. reciprocal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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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symptoms of an extratropical cyclone?
가. Shifting of wind to a direction between
west and north in northern
나. Steady, then rising barometer
사. Ending of rain(or snow) and slowly
clearing skies
아. Falling barometer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Captain must not hesitate to stop
engines when passing moored ships, in
order to avoid the (
) of hawsers
and resulting accidents."
가. cutting
사. casting

나. breaking
아. releasing

1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Change of (
) is caused either
by shifting weight forward or aft, or by
adding or removing weight before or
abaft the ship's center of floatation."
가. center of gravity
나. center of buoyancy
사. trim
아. metacenter
20. Selec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Caution should always be observed
when approaching other vessels. Vessels
may not be displaying their correct light
or (
) signals, or indeed their
signals could be badly positioned and
obscured by the ship's structure when
approaching from certain directions."
가. flag
사.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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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terial
아. shape

21. Cargo contaminated due to failure of
providing clean holds for the cargo is
an example of:
가.
나.
사.
아.

lack of due diligence.
restraint of princes.
inherent vice.
latent defect.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re is a (
) claim pending on
this shortage and your reply is required
before final action can be taken in this
matter."
가. able
사. available

나. substantial
아. practicable

23. Choose the best one.
"Shipment not later than October 25."
means;
가. Shipment must be made on or before
October 25.
나. Ship must be arriving on October 25.
사. Shipment must be made on October 25.
아. Shipment anytime after October 25.
24. Reestablish boot topping limits fair and
smooth and repaint draft figures. Install
(
) in way of overboard discharge to
keep water and debris clear of ship's
shell plating during the foresaid work.
가. scuppers 나. spouts 사. drains 아. pipes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No damage to this vessel is apparent
at this time. Final judgement is delayed
(
) further examination to determine
if any underwater damage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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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ending
사. after

나. until
아. calling

[ 상 선 전 문 ]
1. Derrick post의 길이 8m, Topping lift의 길
이 12m, Boom의 길이 10m인 하역장치에
서 4톤의 중량을 Fall에 달아 Topping lift
와 평행하게 당긴다면 Topping lift에 걸리
는 장력은 얼마인가? (단, Boom의 중심은
길이의 중앙에 있고 무게는 2톤이며, Block
의 저항은 무시한다. )
가. 2.5톤
사. 3.5톤

나. 3.0톤
아. 4.0톤

2. 양하시 D/O상의 화물 갯수가 100 C/S일 때
B/N의 Remark가 "5 C/S Short in dispute"
이면 본선측과 Consignee 측은 화물 갯수
를 각각 몇 C/S라고 주장하는가?
가.
나.
사.
아.

본선측
본선측
본선측
본선측

95 C/S, Consignee측 100 C/S
95C/S, Consignee측 105 C/S
100 C/S, Consignee측 95 C/S
100 C/S, Consignee측 105 C/S

3. 매 cm 트림모멘트(Mcm)가 150m-ton인 선
박에서 선미 트림 (Trim)을 40cm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선수방향으로 20미터의 거리
에 약 몇 톤의 중량물을 이동시켜야 되는
가? (단, 부면심은 변화하지 않는다.)
가. 225톤
사. 300톤

나. 250톤
아. 345톤

4. 배의 길이가 200m 이고, 부면심이 선체 중
앙에 있는 선박에서 매 cm Trim 모멘트
(Mcm)가 300 m-ton 인 경우, 무게 300
ton의 화물을 선미방향으로 10m이동시키
면 선미흘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가. 3.0 cm
사. 7.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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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 cm
아. 10.0 cm

5. 어떤 선박이 표준해수에서 배수량이 10,000
톤, 매 cm 배수톤(Tcm)은 50톤이다. 비중
1.000인 담수에서 흘수는 얼마나 증가하는
가?
가. 4.0 cm
사. 5.0 cm

나. 4.5 cm
아. 5.5 cm

6. 길이 120m, 폭 15m의 선박이 평균흘수(표
준해수) 6m에서 수선면적이 1,000㎡이다.
흘수를 50cm 증가시키려면 몇 톤의 중량
을 실으면 되는가?
가. 412.5톤
사. 512.5톤

나. 462.5톤
아. 562.5톤

7. Trim때문에 일어나는 수선면적의 모양 변화
로 인한 배수량의 변화량을 수정하는 것
은?
가.
나.
사.
아.

First trim correction
Second trim correction
Double mean correction
Quarter mean correction

8. 어떤 선박의 Grain capacity는 56,700㎥이
고, Bale capacity는 54,000㎥이다.
Broken space 15%, Stowage factor 1.2
㎥/ton인 포장잡화를 적재하고자 할 때 최
대 얼마까지 선적이 가능한가? (단, 흘수제
한은 없고 Stowage factor는 Broken
space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 38,250톤
사. 45,000톤

나. 40,163톤
아. 47,250톤

9. 다음 중 화물량의 계산을 위한 배수량 등곡
선도 (Hydrostatic curves)에서 얻을 수 있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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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매 cm 배수톤
매 cm 트림 모멘트
최대적하중량
기선부터 부심까지 수직거리

10.

베일용적이 48,000ft³, 그레인용적이
54,000ft³인 선창에 Stowage factor가 80
인 Cotton bale을 몇 Long ton 적재할 수
있겠는가?

가. 600ton
사. 750ton

나. 675ton
아. 800ton

11. 목재 960 Board foot(B.F) 는
Measurement ton으로 환산하면 약 몇
ton인가?
가. 1.0ton
사. 2.0ton

나. 1.5ton
아. 3.0ton

12. 화물 탱크 및 화물 이송관 장치의 세정 목
적이 아닌 것은?
가. 화물의 순도 유지
나. 탱크내의 온도상승 방지
사. 드라이 도킹, 탱크 내부검사 및 공사를 위
한 준비
아. 위험물의 축적 방지 또는 반응 등으로 인한
위험성의 방지
13. 다음 중 화물 Claim과 관련한 Claiments가
아닌 것은?
가. Shipper
나. Consignee
사. Underwriter
아. Shipowner(용선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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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L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
한 재판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가.
나.
사.
아.

Adjustment clause
Jurisdiction clause
Paramount clause
Arbitray clause

15. 복합운송의 한 형태로서 극동에서 미국 서
해안을 경유하여 육로로 동해안 및 걸프해
안 각 항구로 연결시키는 경로는?
가.
나.
사.
아.

American Land Bridge System
Mini-Land Bridge System
Siberian Land Bridge System
Micro-Bridge System

16.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
에서 통상 운송인이 면책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내용물의 중량
사. 화물의 표시

나. 단위포장의 수량
아. 가격

17. 해상운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은?
가. 해운서비스의 공급 또는 이용에 대해 부과
되는 가격이다.
나. 수요측의 운임 부담력을 하한으로 하고 공
급측의 운임원가를 상한으로 한다.
사. 운임의 결정은 선종 및 운항형태에 따라 결
정 방식을 달리한다.
아. 정기선 운임 결정은 인위적인데 비해 부정
기선은 타율적으로 규정되어 일정수준 유지
가 곤란하다.
18. 다음 보험용어 중 손해액이 일정금액 이하이
면 보상하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
과하는 금액만 보상한다는 뜻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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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ranchise
나. Deductible franchise
사. Deductible
19.

아. Excess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대위
(Subrogation)의 권리를 이전받고 피보험자
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과실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상
을 받은 경우 초과된 이익금의 귀속은 누
구에게로 되는가?

가. 보험자
사. 과실자

나. 피보험자
아. 재판관할 법원의 정부

20. ITC(Hulls)의 충돌약관에 의거 선박보험에
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가. 난파선 제거비용
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선주가 지출한 구
조비
사. 피보험선박의 화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
아. 피해선박의 선원의 사상으로 인한 배상
21.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항해당직의 구성이 적합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
가 먼 것은?
가. 시정, 해상 및 기상상태
나. 해상교통량 및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의
기타의 활동
사. 타 및 프로펠러의 조종과 선박조종특성
아. 해기사와 부원의 성향

22. SOLAS 협약에 의하면 선박은 거주구역과
업무구역내에 승인된 휴대용 소화기를 비
치해야 한다.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
은 최소 몇 개를 비치해야 하는가?
가. 2개

나. 3개

사. 4개

아. 5개

항해사 2급

23.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구명설비,
화재안전 장치 및 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
는 검사가 아닌닌 것은
가. 중간검사
사. 년차검사

나. 최초검사
아. 정기검사

24. MARPOL 73/78 협약상 재화중량 70,000
톤 이상의 신조 Oil Tanker는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슬롭탱크를 설치해야 하는가?
가. 1개
사. 3개

나. 2개
아. 5개

25. ISM Code에 의한 회사에 대한 적합증서
및 선박에 대한 안전경영증서 등을 발급하
는 절차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중간심사
사. 정기심사

나. 갱신심사
아. 초기심사

[ 어 선 전 문

]

1. 다음 중 어체의 사후 경직현상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근육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아미노산이 증가한다.
근육은 유연성이 증가한다.
근육은 투명도를 잃어간다.
세균의 왕성한 번식이 일어난다.

2. 횟감용 다랑어의 선상처리 과정에서 꼬리부
분을 절단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가. 혈액이 응고하여 치사시간이 지연된다.
나. 부딪친 부분에는 내출혈을 일으켜 피멍이 생
긴다.
사. 체온이 상승하여 육질이 변한다.
아. 흥분에 의한 모세혈관의 파열방지를 위함이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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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빙의(Glazing)에 대한 설명이 틀리게 기술된
것은?
가. 동결 후 어패류의 표면을 보호하고 산화를
방지한다.
나. 동결 후 깨끗한 물속에 침지하거나 깨끗한
물을 분무 또는 살포한다.
사. 빙의의 양은 어체 표면에 무게로 3~5%가
적당하다.
아.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염화칼슘을
첨가한다.

8. 4.0m 등흘수 상태에 있는 수선면적이
500m²인 어선의 매cm 배수톤은 얼마인가?
(단, 해수비중은 1.020이다.)
가. 4.9톤

나. 5.1톤

사. 49톤

아. 51톤

9. 급냉실 또는 어창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동결 방식 중, 특히 유동수에 의한 복원성의
감소에 유의해야 하는 방식은 어느 것인가?
가. 공기 동결법
사. 접촉식 동결법

나. 액화 가스 동결법
아. 침지식 동결법

4. CA냉장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이산화탄소나 질소 가스로 조절한 공기 중
에서 어패류를 저장하는 방법
나. 인위적으로 공기 조성을 조절하여 어패류를
저장하는 방법
사. 가스 저장 방법
아. 가스 저장과 저온 저장을 병용한 방법

10. 원양트롤어선 개나리호의 처리실 갑판은
개구가 상설폐쇄 장치로 된 최상층 전통갑
판이다. 처리실 목갑판의 상부위치는 다음
만재흘수표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5. 동결 처리한 참치를 어창에 보냉할 때 어체
온도와 어창 내의 일반적인 온도차는?
가. 0˚ ~ 2℃
사. 3˚ ~ 5℃

나. 6˚ ~ 7℃
아. 8˚ ~ 9℃

6. 어패류의 부패 원인 중 물리적 상태의 변화
로 나타나는 것은?
가.
나.
사.
아.

효소의 작용에 의한 분해
흡습 건조에 의한 부패
미생물의 번식에 의한 분해
공기나 광선에 의한 산화 분해

7. 유동수에 의한 GM 감소량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가. 자유표면의 관성 모멘트
사. 선체의 배수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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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동수의 밀도
아. 유동수의 양

11. 트롤선에서 추진기 회전수 감속장치를 쓰
는 주된 이유는 다음 어느 것을 증대시키
기 위한 것인가?
가. 기관 효율
사. 선체 효율

나. 전달 효율
아. 추진기 효율

12. 선체의 저항을 추산할 때 쓰이는 선체의
길이는?
가. 수선장
사. 등록장

나. 수선간장
아.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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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만곡형 전개판에서 전개력이 최대가 되는
진행 각도는?
가. 약 10°
사. 약 25°

나. 약 20°
아. 약 35°

14. 어구를 구성하기 위해 가로, 세로 각각 10
미터인 그물감을 가로 방향은 8미터의 줄
에 붙였다면 세로 방향은 몇 미터의 줄에
붙여야 그물이 반듯하게 펴지겠는가?
가. 4미터
사. 8미터

나. 6미터
아. 10미터

15. 수산업법상의 면허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마을어업
사. 정치망 어업

나. 해조류 양식어업
아. 투망 어업

16. 다음 중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
는 어업권은?
가.
나.
사.
아.

공동 어업권
개인 어업권
어촌계가 가진 어업권
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진 어업권

17. 어류의 이석의 기능을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가.
나.
사.
아.

몸을
체온
수압
몸의

수면에 뜨게 함
조절작용
조절작용과 침하작용
평형상태 유지

18. 망목의 크기가 같을 때 다음 중 유수저항
이 가장 큰 망지는?
가. 참매듭 망지(Reef knot webbing)
나. 막매듭 망지(Sheet bend knot webbing)
사. 라셀 망지(Raschel webbing)

항해사 2급

아. 여자 망지(Minnow webbing)
19. Torremolinos 협약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선박에서 인접하는 장소를 격리하는 격벽
및 갑판에 대하여 구획별 화재보전성을 나
타내는 표에 표시된 "A-60" 의 뜻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A급 구획에서 화염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
이 60분이다.
나. A급 구획에서 표준 화재 시험 시간이 60분
이다.
사. A급 구획에서 화염에 노출되는 온도가 섭
씨 60도이다.
아. A급 구획에서 표준 화재 시험 온도가 섭씨
60도이다.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어선의 주
조타장치는 최대 허용 조업흘수에서 최대
항해 속력으로 전진 중 타를 한쪽현 35도
로부터 반대현 30도까지 몇 초 이내에 조
작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가. 8초 이내
사. 28초 이내

나. 18초 이내
아. 38초 이내

21. 77/93 Torremolinos협약에서 최대 복원정
GZmax는 최소 몇 도이상 경사각에서 발생
되어야 하는가?
가. 5도
사. 15도

나. 10도
아. 25도

22. 77/93 Torremolinos협약에서 길이 60미터
이상인 선박의 경우 거주 구역의 모든 층
에 있어서, 제한된 1개의 구역에는 몇 개
이상의 탈출 설비가 있어야 하는가?
가. 1개
사. 3개

나. 2개
아. 4개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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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규정에 의한
구명설비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의 기준은?
가.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나.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사.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아. 별도의 명문규정이
의 모든선박

없는 한 길이 24m이상
없는 한 길이 35m이상
없는 한 길이 45m이상
없는 한 길이 75m이상

24. MARPOL 73/78 협약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적용
선박의 기준은?
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신조선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신조선
사. 최대 탑재인원 15인 이상의 총톤수 200톤
이상 현존선
아. 최대 탑재인원 15인 이상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신조선
25.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V 에서
오수의 수집 및 저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탱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홀딩 탱크
사. 위생 탱크

나. 슬러지 탱크
아. 오수 탱크

제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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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수 B
아. 계수 D

2. 자동조타기에서 천후조정 (Weather
adjustment)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Backlash의 작동
Low pass filter의 작동
Dual gain의 작동
Potentiometer의 작동

3. 자이로 컴퍼스에서 지북작용을 유지시키는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 Spider
나. Sensitive element
사. Phantom element 아. Mercury ballistic
4.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주동부에 마찰 없는
수직축을 확보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지지액의 부력과 전자 반발력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나. 지지액의 부력과 액체 분사력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사. 지지액과 수은의 부력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아. 고성능 베어링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5. 도플러 로그는 다른 로그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대지 속력을 측정할 수 있다.
장치가 복잡하고 값이 비싸다.
로그 설치 후 보정이 필요없다.
기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

1. 자기 컴퍼스 오차 중 선수방위에 관계없이
크기나 부호가 일정한 오차인 불변차를 자
차식에서는 어떠한 계수로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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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수 A
사. 계수 C

6. 방위선에 의해 선위를 결정한 경우 (
)를
제거하면 우연오차의 절대값은 미소하므로
(
)을 선위로 정하여도 된다. (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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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확률오차, 오차계의 중심
계통오차, 오차삼각형의 방접원의 중심
규칙오차, 오차삼각형의 내접의 중심
오차, 오차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7. 방위에 큰 오차가 있어도 그것이 정오차인
경우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선위오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가. 세 물표 및 관측자가 같은 원둘레 위에 있
는 경우
나. 중앙에 있는 물표가 선수 또는 선미의 물표
보다 관측자에 가까운 경우
사. 세 물표가 대체로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
아. 세 물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내부에
관측자가 있는 경우
8. 항해 중 어떤 물표를 상대방위 030°, 거리
8마일로 관측하였다.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경우 예상 정횡 거리는 대략 얼마인가?
가. 3마일
사. 5마일

나. 4마일
아. 6마일

나. 약 55°

사. 약60°

아. 약65°

10. 정횡 방향의 천체를 관측하면 어떤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가?
가. 위도 오차
사. 속도 오차

점장도 사용으로 인한 오차 때문에
위치선의 곡률오차 때문에
수정차의 오차 때문에
위치선의 전위오차 때문에

12. 천체의 방위각 변화가 최소인 시기는?
가.
나.
사.
아.

자오선각이 0°일 때
자오선각이 90°일 때
위치각이 90°일 때
방위각이 180°일 때

13. 박명중에 천체를 관측하여 자오선고도위도
법으로 위도를 구하려면 우선 무엇을 알아
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박명이 지속되는 시간
박명시간에 자오선을 통과하는 천체명
자기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의 좌표
박명시간 중의 태양의 항성시각과 적위

14. 마그네트론(Magnetron)의 충격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어느 거등권 위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35
해리 항해한 후 변경이 1°10‘이 되었다면
위도 몇 도의 거등권 위를 항해 하였는가?
가. 약 50°

가.
나.
사.
아.

항해사 2급

나. 침로 오차
아. 항정 오차

11. 수정차법에 의한 위치선을 구하기 위하여
천체를 선택할 때 고도 60도 이상의 천체
는 적당치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
나.
사.
아.

평균전력과 첨두전력과의 비
반송파 주파수와 Pulse 반복 주파수와의 비
Pulse 폭과 Pulse 반복주기와의 비
Pulse 폭과 Pulse 반복 주파수의 곱

15. 대부분의 선박용 레이더는 하나의 안테나
로 송신과 수신을 겸하고 있는데, 송신시
마그네트론으로부터 나온 강력한 펄스파가
직접 고감도의 수신기로 들어가 수신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무
엇인가?
가.
나.
사.
아.

해면반사 제어회로(STC)
도파관
주파수 변환기(Mixer)
송수신 절환장치(Duplexer)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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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박용 레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1. GPS의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궤도정보와
시간정보는 몇 시간마다 갱신되는가?

가. X-밴드 레이더가 S-밴드 레이더 보다 방
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나. 방위 오차는 선박의 동요와 관계없다.
사. 거리측정시 가변 거리원을 가장 밝게 한다.
아. 방위 오차는 상대방위 지시방식보다 진방위
지시방식에서 더 크다.

가. 6시간
사. 24시간

17. 선박의 횡요에 의한 레이더의 방위오차는 물
표의 상대방위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가. 해안선에 평행한 항로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
라서는 해안에서 멀어지는 항로를 취한다.
나. 정선하여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사. 예정된 방향으로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계
속 항행한다.
아. 선위를 측정하기에 편리하도록 고립된 작은
목표물에 가깝게 항과하도록 침로를 정한다.

가. 0도
사. 60도

나. 45도
아. 90도

18. ARPA의 벡터 점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물표의 위치 변화를 극히 짧은 시간마다 계
속해서 관측하는 과정이다.
나. 추적중인 물표에 대해서 자선의 피항 조종
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사. 두 물표가 서로 접근했을 때 각각의 정보가
바뀌어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 추적하고자 하는 물표를 선택하여 그 위치
를 컴퓨터에 알리는 절차이다.

나. 18시간
아. 36시간

22. 대양 항로에서 연안에 접근할 때 시계가
점점 나빠지면 항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23.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시 할 사
항은?
가. 안전한 항해
사. 출입항 시각

나. 연료의 절약
아. 항해일수의 단축

24. 12노트의 속력으로 1,200해리 항해하는데
120톤의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이 연료 100
톤으로 1,440해리 항해하려면 속력을 몇
노트로 하여야 하는가?

19. GPS에서 P신호 해독용 수신기의 오차는?
가. 8노트 나. 9노트 사. 10노트 아. 11노트
가. 1m 내외
사. 50m 내외

나. 10m 내외
아. 100m 내외

20. GPS에서 송신시 이용하는 반송파의 주파
수 밴드는?
가. K 밴드
사. S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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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 밴드
아. X 밴드

25. 파나마에서 미국의 보스톤까지 가는 항로
에 영향을 주는 허리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허리케인의 발생시기는 6월~10월이다.
나. 발생해역은 북대서양의 적도 무풍대에 발생
하고 진로는 서 내지 서북서 방향이다.
사. 전향점은 북위 40도 부근이다.
아. 전향 후의 진로는 북북동 내지 북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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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용

]

1. Anchor cable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회전식 Link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Kenter shackle
사. Senhouse slip

나. 210mm
아. 250mm

3. 선박의 길이 중에서 하기만재흘수선상 선수
재 전면에서 선미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로,
선체의 운동을 고려할 때 이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전장
사. 등록장

나. 수선장
아. 수선간장

4. 조종성 지수인 K(선회성지수)와 T(추종성지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공선상태의 선미트림인 상선의 경우는
크고 K도 크다.
나. 만선상태의 선수트림인 상선의 경우는
크고 K도 크다.
사. 여객선이나 군함의 경우에는 T가 크고
작다.
아. 만선상태의 선미트림인 상선의 경우는
작고 K는 크다.

T가
T가
K는

가. Sighting anchor
사. Sweeping anchor

나. Slipping anchor
아. Dragging anchor

7. 북반구에서 관측자가 바람을 등으로 받고
양팔을 수평으로 올렸을 때 저기압은 왼팔
전방 20~30°방향에 있다. 이것을 무슨 법
칙이라 하는가?
가. R.R.R. Rule
사. L.L.S. Rule

나. Buys-Ballot's Law
아. Dove's Law

8. 배수량 15,000톤, KG 3.5m인 선박에서
Keel상 5.5m에 화물 200톤을 적재한 경우
중심(G)의 위치는 대략 얼마나 변하는가?
가. 0.026m
사. 0.072m

나. 0.046m
아. 0.118m

9. 선박이 입거준비를 하고 있으며 좌현으로 4°
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배수량
은 7,000톤이고 GM은 70㎝이다. 경사를
제거하기 위해 Port D.B.T.의 연료유를
Stb'd D.B.T.로 몇 톤 이동시켜야 하는가?
(단, 탱크의 무게중심 사이 거리는 9.8m,
tan4° = 0.07)

T가

5. 우회전 고정피치 단추진기선이 부두사이를
똑바로 후진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떤 조
치가 가장 안전하면서 사용하기 편한가?
가. 기관후진, 좌현 최대타각, 양현묘 투하

나. 기관후진, 좌현묘 투하, 예인
사. 기관후진, 우현묘 투하, 예인
아. 기관후진, 양현묘 투하, 예인
6. 장기간 묘박시 Anchor가 펄 속에 깊이 매몰
되어 양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Anchor aweigh했다가 다시 투하하는 것은?

나. Swivel
아. Tackle

2.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건현갑판 및 선루갑
판과 갑판실 정부의 모든 노출부에 설치하
는 보호난간의 최하부 횡봉의 간격은 몇
mm를 넘으면 안되는가?
가. 200mm
사. 230mm

항해사 2급

가.35ton

나.40ton

사.45ton

아.50ton

10. 항해중에 화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선체의
중심이 5m 상승하였다. 이 선박이 10˚로
횡경사 할 경우, 이로 인한 정적 복원력 곡
선상에 수정해야 할 복원정의 감소량은 약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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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가?
(단, tan10˚=0.176,
=0.174,cos10˚=0.985이다.)
가. 0.87m
사. 2.463m

sin10˚

나. 0.88m
아. 4.925m

11. 자유표면을 갖는 유동수가 들어있는 선저
탱크가 있다. 자유표면의 영향 때문에 생기
는 GM의 감소량과 탱크폭의 관계를 바르
게 설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GM증가량은
GM감소량은
GM감소량은
GM증가량은

탱크폭에
탱크폭의
탱크폭의
탱크폭의

비례
제곱에 비례
세제곱에 비례
제곱근에 반비례

12. 한랭전선이 일본 남쪽 해상을 북동에서 남서
로 걸쳐 있고 대륙의 고기압이 시베리아에서
만주, 연해주, 북해도 방면으로 확장하고 남
부는 흐린 날씨를 보이는 기압 배치는?
가. 북고 남저형
사. 동고 서저형

나. 서고 동저형
아. 남고 북저형

13. 이동성 고기압의 발생원인은 어느 것인가?
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역학적 원인
나. 지표면의 복사냉각에 의한 열적 원인
사. 편서풍의 파동 발달에 의한 아열대 고기압
으로 부터의 분리로 발생
아. 저기압 후면의 한기가 범람하여 발생
14. 태풍발생의 전조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가.
나.
사.
아.

열대 해역에서 소나기가 빈번히 내린다.
열대 해역에서 해륙풍이 강해진다.
해륙풍이 소멸한다.
기압의 일변화가 무너지고 기압이 계속 하
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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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료유 가열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발열량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점도를 낮게 하기 위하여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16. 조속기(Govern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기관의 높은 회전수를 프로펠러로 높게 전
달하기 위한 증속장치이다.
나. 기관의 높은 회전수를 프로펠러로 낮게 전
달하기 위한 감속장치이다.
사.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아. 동일한 실린더에서 보다 많은 마력을 발생
시키는 장치이다.
17. 선박을 부득이 해안에 좌초시키려고 한다.
이때 고려하는 이상적인 해안으로 바람직
하지 않는 곳은?
가.
나.
사.
아.

암석이 없고 경사가 완만한 곳
간만의 차가 없는 곳
강한 조류나 Swell이 없는 곳
해저면의 Suction 작용이 없는 곳

18. 어떤 선박이 저질이 자갈인 해변에 좌초하
였다. 조사결과 손실 부력은 300톤이고 본
선의 주기관 최대 후진 추력은 30톤이다.
저질의 마찰계수를 0.5라고 하면 이 선박을
인출하는데 약 몇 마력의 예선을 요구하여
야 하는가? (단, 예선의 예항력은 100BHP
당 1.0톤)
가. 3,000 마력
사. 9,000 마력

나. 6,000 마력
아. 12,000 마력

2013년도 문제지

19. 항해 중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기관을 즉시 정지한다.
익수자가 있는 쪽으로 타(Rudder)를 돌린다.
구명부환을 즉시 투하한다.
익수자가 있는 반대쪽으로 즉시 윌리암슨턴
을 시도한다.

20. 부채꼴 수색 방식에 있어서 수색 선박의
변침 각도는 주로몇 도인가?
가. 60˚

나. 120˚

사. 180˚

아. 240˚

가.
나.
사.
아.

항해사 2급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선내 발생환자의 약품처방 및 투여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25. AIDS 전파경로로 전염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 성행위
사. 수직간염

[ 법

규

나. 주사바늘
아. 수혈

]

21. 긴급시의 통신 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1. 개항질서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가. 항로내 정박
나. 위험물의 반입
사. 선류장 입구 부근의 정류
아. 계선부표 부근의 정박

TTT 및 SECURITE
XXX 및 PAN PAN
SOS 및 MAYDAY
UUU 및 URGENT

22. 다음 중 직무분석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2. 선원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직무의 특질과 필요로 하는 훈련, 지식, 능
력, 책임 등을 분석·파악하는 것
나. 조직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 관계를 명
확히 하는 것
사. 맡은 바 직책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였는가
를 분석·검토하는 것
아. 선원을 고용할 때 필요한 고용기준을 정하
는것

가. 해원은 선박 안에서 근무하는 선원을 말한다.
나. 선원은 선장,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을 말한다.
사. 의사는 직원이다.
아. 부원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23. 인사배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은?

가. 선박의 명칭
사. 출항항

가. 경력우선의 원칙
사. 조직개발의 원칙

나. 적재적소의 원칙
아. 합리주의의 원칙

24. 선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관리자의
업무 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3.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각 선박의 선장이
상대방에게 통보할 법정사항이 아닌 것은?
나. 선박 소유자
아. 선박 손상 내용

4. 다음은 선박안전법상 각 검사별로 그 검사
의 신청자를 짝지은 것이다.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
가. 임시검사 - 선박소유자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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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항해검사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
사. 건조검사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
만청장
아. 국제협약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의 소유자
5. 선박안전법상 다음의 선체 검사준비 중에서
정기검사 때는 해야하지만 제1종 중간검사
때는 요구되지 않는 것은?
가.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나. 타를 들어올리거나 빼어내는 것
사.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 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내는 것
아. 입거 또는 상가하는 것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조사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잘못 기
술된 것은?
가.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나. 재결의 집행
사. 해양사고의 조사
아. 심판의 청구
7.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
서 발생되는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
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
나.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 투기
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 또는 용출되는
것을 말한다.
사. "밸러스트 수"라 함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싣는 물을 말한다.
아. "선박"이라 함은 수중이 아닌 수상에서 항
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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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 )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
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
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폐유
사. 선저폐수

나. 폐기물
아. 유성혼합물

9.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언제까지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가?
가.
나.
사.
아.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공동해손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공동해손 분담재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1년
항해의 종료일로부터 3년

10.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에 있어서의 손해배
상의 책임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한다.
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균분
하여 부담한다.
사. 선박의 대소에 따라 경중을 결정하여 분담
한다.
아. 제3자의 사상에 대하여는 쌍방의 선박소유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나.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사.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아.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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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주묘로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예인작업으로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해저전선 부설로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기뢰제거작업으로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레이더를 사용하
고 있는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가. 레이더의 성능 및 한계
나. 레이더의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및 기
상상태
사. 선교의 위치에 따른 레이더의 수평탐지거리
아. 레이더로 탐지된 선박의 척수, 위치 및 움
직임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동작은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
하는 한, (
)(으)로, (
) 시각에,
적당한 선박 운용술에 따르도록 (
)를
다하여서 행하여야 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가.
나.
사.
아.

명확한 동작, 적절한, 주의
적극적, 충분히 여유있는, 선원의 상무
대각도, 적절한, 상당한 주의
적극적, 충분히 여유있는, 상당한 주의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서 준수하여야 할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한된 시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실행 가
능한 한 자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로의 바깥
쪽 한계에 접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사.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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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
는 경우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된다.
아. 초대형유조선은 자선의 통항을 방해하는 다
른 선박이 좁은 수로를 횡단할 의도가 있다
고 의심될 경우에는 주의 환기 신호를 하여
야 한다.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항법규정에 대
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
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동작을 취하
여야 한다.
사. 자선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월하
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합당한 동작을 취
하여야 한다.
아. 교차상태에서 피항선은 충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변침을 해서는 안된다.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가. 2척의 동력선이 상반되는 침로로 마주치는
경우
나. 2척의 동력선이 거의 상반되는 침로로 마
주치는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
사. 시정이 제한된 수역에서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경우
아. 야간에 자선의 선수방향에서 다른 선박의
양현등을 보는 경우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동력선이 우현쪽
에 범선의 녹색 현등을, 좌현쪽에 동력선의
홍색 현등을 보았다면?
가. 우현 변침하여 범선의 선미를 통과한다.
나. 동력선 쪽으로 변침하여 양 선박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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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 우현 변침하여 범선의 선수 방향을 횡단한다.

가. 범선
사. 흘수제약선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책임
(Responsibility) 규정에 대한 선박충돌의
책임 주체를 옳게 기술한 것은?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길이 50미터 이
상인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으로서 잘
못 기술된 것은?

가.
나.
사.
아.

가. 시계가 제한된 수역내 또는 그 부근을 항해
할 때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무중신호를 울
려야 한다.
나. 타기가 고장 났으나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에는 마스트등 2개, 양 현등 및 선미등과
홍색 전주등 2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무중에서 준설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야 한다.
아. 항행중인 범선의 경우 양 현등과 선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장, 도선사, 당직항해사
선박소유자, 선장, 해원
선박, 선장, 도선사, 당직항해사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원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박들이 상호시
계 내에 있는 경우, 진로권이 우선되는 선
박에서부터의 바른 순서는?
A.
B.
C.
D.

범선
수중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어로에 종사하는 항행중인 선박
수상 항공기

가. D→B→C→A
사. D→C→A→B

나. B→C→A→D
아. D→A→B→C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시계가 제한된 상
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취해야 할 사항들
이다. 거리가 먼 것은?
가. 그 당시 상태에 적합한 안전속력으로 항행
한다.
나. 기관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 어떠한 경우에도 정횡 후방의 선박쪽으로
변침해서는 안된다.
아. 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
로 변침한다.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시정이 제한된 수
역에서 2분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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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로 종사선
아. 피예인선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범선이 기관을 동
시에 사용하면서 추진되고 있을 때 게양하
여야 하는 형상물은?
가.
나.
사.
아.

마름모꼴 1개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 1개
흑구 2개
정점을 아래로 한 원추형 1개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낮에 어선이 어구
방향으로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 형상물 1
개를 표시하고 있다면, 어구의 최소 길이는?
가. 20미터 이상
사. 100미터 이상

나. 50미터 이상
아. 150미터 이상

[ 영 어 ]
1. Choose proper words to fill the blank.
"A routeing measure comprising a
designated area between the lan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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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of a traffic separation scheme
and the adjacent coast, not normally to
be used by through traffic and where
local special rules may apply is called
(
)."
가.
나.
사.
아.

separation zone or line
inland water
special zone
inshore traffic zone

2. "To increase the distance to the vessel
ahead by reducing one's own speed."
What
does
the
abovementioned
expression mean?
가. Overtake
사. Close up

나. Drop back
아. Keep clear

3. Choose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Appoint an officer in charge of (
)
before hot working."
가. cargo
사. safety

나. report
아. faith

4.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ression
in SMCP.

사. directing

항해사 2급

아. moving

6. Select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sentence.
"1번 수로는 준설작업으로 일시적으로 폐쇄
되었음."
가.
나.
사.
아.

No.1
No.1
No.1
No.1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is
is
is
is

prohibited by dredging.
resumed by dragging.
restricted by dredging.
suspended by dredging.

7. Select a proper word to fill the blank.
"There is a salvage operation in position
two-six- five degrees, five miles, (
)
one-six-five degrees, five miles from
number one buoy."
가. repeat
사. negative

나. answer
아. correction

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s the engine room (
) or is the
engine on bridge control?"
가. equipped
사. manned

나. controlled
아. stand by

9. Choose distress traffic.
가.
나.
사.
아.

Heave in anchor.
The head line is broken.
The cable is up and down.
Pick up the slack on stern line.

5. Select a proper word to fill the blank.
"Pilot : Identify yourself by (
) signal
lamp at me."
가. turning

나. lighting

가.
나.
사.
아.

"Fishing in this area is prohibited."
"Flooding is under control."
"The pilot ladder has broken."
"Abnormally high tides are expected
around Incheon at 1600 hours."

10. All the following sentences belong to
the same subject except one.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out of place;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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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oceed along the channel.
나. Indicate landing point.
사. Vessel Utopia is ready for the
helicopter.
아. Operation will be carried out by using
hoist.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IALA maritime buoyage system 'A',
there are five basic buoy shapes,
namely, can, spherical, (
) , pillar
and spar."
가. circle
사. conical

나. square
아. round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Lighthouses are built on dangerous
rocks in the sea. Lantern in
these houses throw light over the dark
water to help sailors (
)."
가.
나.
사.
아.

read their charts on dark nights
judge how deep the sea is
judge how high the waves are
keep their ships from being wrecked

13. The state of a
speed is near
moment when
direction and its
the state?
가. equatorial
사. ebb tide

tidal current when it's
zero, especially the
a current changes
speed is zero. What is

나. set of current
아. slack water

14.Choose the correct one.
"A fairly accurate estimation of a ship's
position can be calculated by a
technique known as (
). To do
this the navigator needs to kn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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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course, speed and distance run."
가. Estimated Position 나. Actual Position
사. Dead Reckoning
아. Dead Estimation
15. Select a group of words which are
proper for the blanks.
"Emergency steering drills should take
place at least every three months and
must include (
) control within the
steering
gear
compartment,
the
communications procedure with the
bridge and, where applicable, the
operation of (
) power supplies."
가. remote, additional 나. on-off, spare
사. direct, alternative 아. override, proper
16. Select a word which is not proper for
the blank.
"If a manoeuvre or other action to avoid
a hazard is taking place at the moment
the officer of the watch is being
relieved, handover should be (
)
until such action has been completed."
가. deferred
사. yielded

나. exercised
아. put on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considering the turning circle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whole
vessel does not follow the same path,
but that the turn will center about the
(
) which lies about one third
of the vessel's length from the stem."
가. center of gravity
사. pivoting point

나. midship
아. stern

2013년도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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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By comparison with open waters,
margins of safety in coastal or restricted
waters can be critical, (
) the time
available to take corrective action is
likely to be limited."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case that a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 is initiated based on a report
or complaint, especially if it is from a
crew member, the (
) of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가. when
사. that

가. person
사. record

나. as soon as
아. as

19. Select one which does not affect the
calculations determining the position of
the load line.
가.protection of openings

나. identification
아. source

2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Numer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have been held to adopt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afety." In the above
sentence, "enhance" implies (
).

나.guard rails
사.means of access to crew's quarter
아.skylight of engine room
20.Selec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If a distress alert is inadequately
transmitted by an SES the appropriate
RCC should be notified that the alert is
cancelled by sending a distress
(
) message by way of the
same SES through which the false
distress alert was made."
가. alarm
사. second

나. priority
아. announcement

21. If whistles are fitted on a vessel at a
distance apart of more than 100 meters,
one whistle only "shall" be used for
giving maneuvering and warning signals.
The auxiliary verb "shall" denotes:
가. promise
사. volition

나. prohibition
아. legislation

가. improve
사. impair

나. minimize
아. approve

2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form of freight which is calculated
on the actual cubic capacity of the ship
offered and has no direct relation to the
cargo carried is (
)."
가. dead freight
사. back freight

나. lump-sum freight
아. advance freight

25. Choose the correct one.
What is the freight payable at a time,
agreed by the shipowner
and the shipper, before the goods are
delivered at the place of
destination in the contract of carriage?
가. after pay freight
사. collect freight

나. advance freight
아. additional freight

[ 상 선 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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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커(Tanker)에서의 소화설비는 전구역에 설
치하는 수소화 장치와 기관실, 펌프실에 설
치하는 고정식 소화장치 및 갑판에 설치하
는 Deck foam system이 있다. 다음 중
수소화 장치의 설비규정이 아닌 것은?
가. 소화펌프의 용량은 빌지펌프 용량의 3/4이
상이어야 한다.
나. 소화펌프의 수는 2대 이상이어야 한다.
사. 소화전의 수와 배치는 선박의 어느 구획에
도 두 줄기를 뿜을 수 있어야 한다.
아. 소화주관 50m 마다 격리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Container terminal의 시설 중에서
Container를 본선 입항 전에 미리 선적할
순서로 배열해 두는 장소로서 Apron과 인
접하여 있는 곳은?

가. Marshalling yard
나. Storage yard
사. Container freight station
아. Inland depot
3. 선수 850cm, 선미 845cm의 흘수를 가진
선박이 선체 중앙부에서 선수방향으로
50m 떨어진 탱크의 청수 75톤을 선체중앙
부에서 선미방향으로 50m 떨어진 탱크로
이동했을 때 Trim의 변화량은? (단, Mcm
는 150m-ton이다.)
가. 50cm
사. 150cm

나. 100cm
아. 200cm

4. 다음 중 선박 설계시 고려하는 종강력 계산
의 조건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창은
파장은
파고는
선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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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 화물의 만재상태로 한다.
선박의 길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파장의 1/20로 가정한다.
항해속력 전속전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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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이 100m, 폭 10m의 상자 모양 선박이
흘수 5m로 표준해수에 떠 있다. 이 선박의
최대흘수가 9.5m라면 몇 톤을 더 적재할
수 있겠는가?
가. 약 3,133톤
사. 약 4,612톤

나. 약 3,748톤
아. 약 5,400톤

6. 선박의 선수 또는 선미 흘수에 1cm의 오차
가 있을 때 쿼터민(1/4 mean)에 미치는 영
향은?
가. 1/4cm
사. 3/4cm

나. 1/8cm
아. 3/8cm

7. 다음 중 Trim과 부면심이 선체 중앙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배수량의 변화
를 수정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First trim correction
Second trim correction
Double mean correction
Quarter mean correction

8. 정적 복원력곡선에서 경사 θ로 인하여 중심
이 G에서 G'로 횡 이동한 경우 복원정(GZ)
을 수정하는 올바른 식은?
가. GZ-(GG‘ x cosθ) 나. GZ-(GG‘ x sinθ)
사. GZ-(GG‘ x tanθ) 아. GZ-(GG‘ x cotanθ)
9. 다음은 세정용 원유의 공급 방법 중 Open
cycle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세정 효과가 높다.
액면 변화가 심하지 않다.
Closed cycle에 비해 작업이 복잡하다.
Slop tank의 Over flow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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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선적, 하역 시 또는 육상운송사의
Rough handling에 의해 Container Box 자
체에 Damage가 발생하여 동 Box 내의 화
물에 생기는 손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나.
사.
아.

Physical Damage
Wetting Damage
Shortage
Reefer Box Damage

아. 각 API(60/60˚F)비중에 대한 용적과 무게
의 환산표
14. 1924년 Hague Rules의 적용범위에 속하
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11. 오일 탱커(Oil tanker)의 적화작업시 일반
적인 유념사항이 아닌 것은?
가. 초기 공선 상태에서 대형 탱커는 Sagging
상태이므로, 선수부 혹은 선미부 탱크부터
먼저 적재한다.
나. Full rate로 작은 탱크에 적재하면 과도한
압력이 걸릴 수 있다.
사. Ullage 측정시에는 석유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적화작업 종료전 모든 밸러스트는 배출이
끝나도록 계획한다.
12. 컨테이너 전용선에 있어서 Container의 적
부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Light cargo container는 선창 밑바닥에 싣
는다.
나. Heavy cargo container는 갑판 상에 싣는다.
사. Dangerous cargo container는 선창 내에 싣
는다.
아. Empty container는 갑판 상의 Top tier에
싣는다.
13. 석유표(Petroleum Measurement Table)에
서 구할 수 없는 것은?
가. SG비중을 API비중으로 환산하는 표
나. 임의 온도에서의 API비중을 60˚F에서의
API비중으로 환산하는 표
사. 각 탱크의 얼리지(Ullage)에 대한 유량표

항해사 2급

선적 이후 양하까지 구간에 적용
Tanker에 의해 운송되는 원유
Clean B/L이 발급되고 갑판에 적재된 화물
갑판적되고 "On deck"라고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화물

15. 복합운송 서비스의 특징과 관계가 없는 것
은?
가. 운송책임의 일원화
나. 단일 운송증권의 발행
사. 전구간 운임의 설정
아. 운송수단의 단일화
16. 항해용선계약의 수행중 본선의 정당한 이
로(Deviation)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가.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나. 적의 함선에 의한 나포가 우려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이로
사. 감항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이로
아. 본선의 항해용품 및 식료품 보급을 받기 위
한 이로
17. 정박기간(Laydays)의 약정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은?
가.
나.
사.
아.

Customary Quick Despatch
Running Laydays
Weather Working Days
Gross Terms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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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박회사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화물 클
레임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은?

사. 국제간을 왕래하는 모든 여객선
아. 군함, 해군보조함, 비상업적 용도에만 사용
되는 국가가 소유한 비상업용 선박

가. 화물 고유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상
나. B/L상 갑판적재 사실이 명기되어 있는 갑
판적재 화물의 멸실
사. 선장이 항행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항
해과실 사고
아. 선박회사 임원의 과실에 의한 화재

23. 타 구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앞서 조난 현
장에 도착한 선박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색
방법과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9. 다음 선하증권의 운송약관 중 운송인이 일
반적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약관이 아닌 것
은?
가. 항해과실 약관
사. 부지약관

나. 잠재하자 약관
아. 감항능력 담보 약관

20. 선박보험약관상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지출
된 비용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방지비용은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사. 보험약관상에 명시된 담보위험이 실제로 발
생하였을 경우 취한 조치로 인한 비용이어
야 한다.
아. 손해방지 행위가 성공하였을 경우에만 보상
된다.
21. SOLAS 협약상 구명뗏목에 없어도 되는 의
장품은?
가. 낚시도구
나. 신호용 호각
사. 해상 인명 생존 지침서 아. 구명동의
22. MARPOL 73/78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은?
가. 총톤수 500톤 이하의 선박
나. 모든 케미칼탱커와 가스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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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점으로 직행하여 확대 사각 수색방식으
로 수색을 개시한다.
나. 타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추정점을 중심으
로 한 반경 3마일의 원주를 따라 서서히
수색한다.
사. 부채꼴 수색방식(sector search pattern)에
따라 수색을 개시한다.
아. 평행선 항적 수색방식에 의해 수색을 행하
면서 타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24. ISPS Code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
에서 보안선언서 (Declaration of Security)
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 보안등급 1의 선박이 항해중 테러의 위협을
당한 후 보안 등급 2의 항만에 입항한 경우
나. 보안등급 1의 선박에 항내에서 연료유를 공
급하기 위해 급유선이 접현을 한 경우
사. 보안등급 2의 선박이 아무런 보안위협이 없
는 보안등급 1의 항만에 입항한 경우
아. 보안등급 2의 선박이 정박지에서 보안등급 1
의 선박에게 기름이송작업을 하는 경우
25. ISM Co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안전경영의 목표는 선박의 안전운항실무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에 있다.
나. ISM Code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받은 경우
회사, 선장 또는 관련 개인의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사. 회사는 주관청에 ISM Code인증을 신청하
여야 한다.
아. 인정된 기관이 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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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어 선 전 문 ]
1. 해산 어류의 육질 속에서 자가 소화 효소가
가장 잘 일어나는 어체의 온도 범위는?
가. 10℃ ∼ 15℃
사. 30℃ ∼ 35℃

나. 20℃ ∼ 25℃
아. 40℃ ∼ 50℃

2. 어패류의 사후 변화 과정에서 미생물과 가
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가. 부패
사. 자가 소화

나. 내장 제거
아. 해연

3. 어패류를 급속 동결하여 (
) 이하에서
저장하면 미생물 및 효소에 의한 변패가
억제된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가. －1℃
사. －12℃

나. －3℃
아. －18℃

항해사 2급

아. 상자자체에 의한 오염도가 낮다.
6. 우리 나라 연안에 많이 나는 담치나 가리비
에서 독화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마비
성 패류독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질은?
가. 수루가톡신
사. 시과테라

나. 비브리오균
아. 삭시톡신

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매 cm trim moment란 trim을 1cm 생기게 하
는데 소요되는 화물의 이동 moment다.
나. 매 cm 배수톤이란 흘수 1cm 만큼 침하하면서
밀어내는 해수의 중량이다.
사. First trim correction은 경심에 대한 수정이다.
아. Second trim correction은 trim 때문에 일어나
는 수선 면적의 모양 변화로 인한 배수량의 변
화량 수정이다.
8. 문 제 삭 제

4. 어패류의 사후 경직 현상의 옳은 설명은?

9. 냉동 어획물을 하역하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어체가 큰 것은 작은 것보다 사후 경직이
빨리 일어난다.
나. 두부 및 내장을 제거한 것이 제거하지 않는
어체보다 사후 경직이 빨리 일어난다.
사. 어획물을 선상에 방치하면 어체의 온도가
높아져 사후 경직이 빨리 일어난다.
아. 시달리지 않고 급사한 어체에서 사후 경직
이 빨리 일어난다.

가. 하역 장비의 정비, 정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다.
나. 어창 적화계획에 따라 하역작업의 순서를
계획하여 둔다.
사. 신속한 작업을 위해 어창 온도를 외기온도
에 미리 맞추어 둔다.
아. 하역방법과 용구를 Stevedore와 미리 협의
하여 둔다.

5. 금속이나 합성 수지로 만든 어상자의 장점
이 아닌 것은?

10. 어떤 선박이 해상(비중=1.025)에서 비중
1.015의 하천항에 입항한다고 하면 흘수의
변화는 얼마인가? (단, 선박의 평균 흘수에
있어서 배수량은 6,000톤이며, 매 cm 배수
톤은 13톤임.)

가. 내구성이 강하다.
나. 가격이 매우 싸다.
사. 냉각 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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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8cm
사. 5.2cm

나. 4.5cm
아. 8.5cm

11. 연료소모량과 속력과의 관계를 옳게 설명
한 것은?
가.
나.
사.
아.

속력은 연료소모량에
속력은 연료소모량의
연료소모량은 속력의
연료소모량은 속력의

비례
제곱에 비례
제곱에 비례
세제곱에 비례

12. 어군 탐지기의 주파수에 대한 설명 중 맞
는 것은?
가.
나.
사.
아.

주파수가
주파수가
주파수가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직진성이 떨어진다.
분해능이 양호하다.
최대탐지거리가 증가한다.
항주 잡음이 작아진다.

13. 수산업법상 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보호수면의 지정과 관리
자원의 조성
어구·어법개량 제한
어업의 금지 구역

14. 해상보험증권(ICC)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에 포
함되지 않는 것은?
가. 충돌
사. 해적

나. 침몰
아. 좌초

15.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수산업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수산 동ㆍ식물을 저장, 판매하는 유통산업
수산 동ㆍ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
어획물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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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후릿그물류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중층트롤
사. 쌍끌이 기선 저인망
아. 외끌이 기선 저인망

나. 빔트롤

17. 항장력이 크고 화학 물질과 마찰에 가장
강하여 저인망 어구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는?
가. PA

나. PE

사. PP

아. PVA

18. 밧줄의 항장력(T)과 지름 d와의 관계를 바
르게 나타낸 것은? (단, k는 비례상수이다.)
가. T = k²d
사. T = kd²

나. T = k √ d
아. T = kd³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팽창식 구명
뗏목의 정비는 얼마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
으로 하여야 하는가?
가. 1년
사. 3년

나. 2년
아. 4년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항만국 통제
의 범위는?
가. 선박의 상태
나. 선박 설비의 상태
사. 증서의 유효성 확인 아. 선원의 건강상태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구명동의에
부착되지 않는 것은?
가. 역반사 물질
사. 구명동의 표시등

나. 호각
아. 구명줄

2013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22. STCW-F 협약에 대한 항만국 통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어선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있을 때 받는다.
나.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
은 관리의 통제를 받는다.
사. 본 협약에 따라 자격증명을 갖출 것이 요구되
는 승무중인 모든 어선원이 그러한 자격이 있
거나 적합한 면제증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아. 비당사국의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에 대해서
는 통제를 할 수 없다.
23. MARPOL 73/78 협약을 위반한 선박에 관
한 협약상의 규정으로 틀린 것은?
가. 협약의 각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당해 선박
의 주관청의 법률 제재를 받는다.
나.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위반은 해
당 당사국의 법률 제재를 받는다.
사.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위반이라도
국제재판소의 제재를 받는다.
아. 당사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은 협약에
대한 위반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24. 선박에 설치되는 Sludge Tank 의 용도는?
가.
나.
사.
아.

기관 구역의 유성 잔류물 저장
화장실의 생활 오수 저장
크린 밸러스트 물의 저장
어획물 냉동기용 냉각수 저장

25. MARPOL 73/78 협약에서 유분의 순간 배
출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옳은 것은?
가. ㎘/mile
사. ㎥/mile

나. ℓ/mile
아. kg/mile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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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
하였으며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며
활용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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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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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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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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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

사

7

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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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21

사

9

가

22

가

10

나

23

사

11

아

24

아

12

아

25

가

13

아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항해사 2급

법규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나

14

가

본 문제집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2

사

15

아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나

16

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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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24

나

1

나

14

사

12

나

25

사

2

아

15

아

13

나

3

사

16

아

4

아

17

아

번호

정답

번호

정답

5

사

18

사

1

가

14

아

6

사

19

사

2

가

15

아

7

아

20

가

3

가

16

사

8

사

21

아

4

나

17

가

9

아

22

아

5

나

18

가

10

가

23

가

6

사

19

가

11

아

24

가

7

사

20

아

12

아

25

사

8

사

21

아

13

사

9

가

22

나

10

아

23

아

운용

영어

번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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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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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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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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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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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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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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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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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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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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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아

14

나

2

사

15

사

3

사

1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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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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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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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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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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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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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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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7

아

5

사

18

아

6

나

19

아

7

가

20

아

8

가

21

아

상선전문

[2급항해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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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항

해

1

회

가. A계수 나. B계수 사. C계수 아. D계수
2. 자기 컴퍼스의 각 자차 수정구는 서로 영향
을 받게 되므로 하나의 수정구를 조정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수정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고려하였을 때 올바른 조정 순
서는? (단, 1. Flinders bar, 2. 연철구, 3.
경선차 수정자석, 4. B 또는 C 자석)
나. 3, 1, 4, 2
아. 2, 1, 4, 3

3. 톱 헤비(Top heavy)식 자이로 컴퍼스의 북
탐 동작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가.
나.
사.
아.

자체
전기
간접
액체

중력 제어방식
제어방식
중력 제어방식
중력 제어방식

4. 태양의 시반경에 의하여 육분의 기차 측정
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도수 값을 얻었다.
기차는 얼마인가? (단, 본호상의 도수값 =
32'10", 여호상의 도수값 = 30'50")
가. ―0' 40"
사. ―1' 20"

도등(Leading light)
부등(Auxiliary light)
가등(Temporary light)
부동등(Fixed light)

]

1. 자기 컴퍼스에서 자차분석 결과 자차가 어떤
침로에서든 항상 2°E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차는 어떤 계수의 영향으로 보이는가?

가. 1, 2, 3, 4
사. 1, 3, 2, 4

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나. 0' 40"
아. 1' 20"

5. 야간표지 중 해도에 표시된 분호와 관련이
있는 것은?

6. IALA 해상부표식에서 서방위표지의 표체 색
깔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가.
나.
사.
아.

상부
흑색
상부
황색

황색, 하부 흑색
바탕에 황색 횡대
흑색, 하부 황색
바탕에 흑색 횡대

7. 음향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무신호는 시계가 나쁠 때에만 행한다.
나. 무신호는 등대 또는 다른 항로표지와 별도
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 무신호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선내를 정숙히
해야 한다.
아. 선교에서 잘 들리지 않는 신호음이 갑판에
서는 잘 들릴 수 있다.
8. 우리나라 해도에서 기준면이 기본 수준면인
것은?
가.
나.
사.
아.

안선
등대의 높이
자연 물표의 높이
간출암

9. 조석 운동 중에서 일조부등이 크면 어떤 현
상이 일어나는가?
가. 반일주조
사. 분점조
10.

나. 일주조
아. 대조승

다음 중 우리나라 수로지(Sailing
Directions)의 전반적 구성내용 및 순서로
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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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총기 － 기상기록 － 해류기록
총기 － 항로기사 － 항만기사
기상기사 － 항만기사 － 해류기사
기상기록 － 항로표지 － 주요항만

11. 12월 20일 인천항의 오전 고조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단, 당일의 달의 자오선
통과시는 03시 55분, 인천항의 평균 고조
간격은 4시간 28분이다.)
가. 00시 33분
사. 04시 28분

나. 03시 55분
아. 08시 23분

12. 그림에서 화살표는 침로선을 나타낸 것이
다. 교차방위법으로 3물표 A, B, C 를 이
용하여 선위를 구할 때 어떤 순서로 측정
하는 경우에 측정선위가 물표쪽으로 편위
량이 가장 큰가?

14. 항해 중인 선박에서 선위의 좌우 편위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선수방향의
선수방향의
정횡방향의
정횡방향의

한 물표
중시 물표
한 물표
중시 물표

15. 다음 중 집성대권항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
닌 것은?
가. 육지나 섬 등 장해물
사. 정점 위치

나. 거등권 항법
아. 제한 위도권

16. 어떤 선박이 위도 30°N, 경도 125°E 지점
에서 동쪽으로 60마일 항주하였다. 도착지
의 경도는?
가. 124.2°E
사. 126.2°E

나. 125°E
아. 128°E

17. 태양의 자오선 고도를 북으로 관측하여 65
˚35.4'로 측정하였다. 이 때 적위가 15˚
36.6'S였다면 위도는?
가. 8˚48.0'N
사. 40˚01.2'N
가. A, B, C
사. A, C, B

나. B, A, C
아. C, B, A

13. 우연오차 때문에 오차삼각형이 형성되었다
면 어느 점을 가장 확실한 위치로 정해야
하는가?
가. 오차삼각형의 각 변에서의 거리가 각 변의
길이에 비례하는 점
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사. 각 꼭지점에서 맞변에 내린 수선의 교점
아.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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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48.0'S
아. 40˚01.2'S

18. 입항 항로 선정 시 침로를 정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정 항로나 상용 항로를 이용한다.
나. 항구 입구로부터 묘지까지는 될 수 있는대
로 가까운 직선 항로를 선정한다.
사.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45° 대각도 변침은
피한다.
아. 투묘시 가능한 한 투묘예정위치로부터
500m 이상의 직선 항로를 선정한다.
19. 위도 35˚29'N, 경도 145˚25'E인 지점에서
대시(Z.T.) 11월 27일 05시 15분은

2013년도 문제지

GMT(UTC)로 몇 시인가?
가.
나.
사.
아.

11월
11월
11월
11월

26일
26일
27일
27일

GMT(UTC)
GMT(UTC)
GMT(UTC)
GMT(UTC)

15시
19시
15시
19시

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
를 수신해야 하는가?
15분
15분
15분
15분

20. 다음 중 레이더의 방위 오차에 속하지 않
는 것은?
가. 펄스 폭에 의한 오차
나. 스캐너와 화면 소인선의 방향 불일치에 따
른 오차
사. 영상확대 효과에 의한 오차
아. 중심차에 의한 오차
21. 본선의 정횡방향에 있는 타선에서 강한 반사
파가 돌아올 때 이 전파가 본선과 타선 사이
를 2회 또는 수회 왕복하여 레이더의 화면상
에서 진영상의 방향으로 같은 간격에 거짓상
이 나타난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간접 반사
사. 거울면 반사

나. 다중 반사
아. 측엽 효과

22. 레이더 플로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요
소가 아닌 것은?
가. 타선의 진침로
사. 최근접점의 거리

항해사 3급

나. 타선의 피항침로
아. 타선의 진속력

가. 1개

나. 2개

사. 3개

아. 4개

25. 다음 중 천체의 곡률오차가 가장 큰 것은?
가.
나.
사.
아.

천체의
천체의
천체의
천체의

고도가
고도가
고도가
고도가

[ 운 용

0˚인 경우
45˚인 경우
60˚인 경우
85˚인 경우

]

1. 다음 중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각 흘수에 대한 배수톤수는 배수량곡선에서
구한다.
나. 배수톤수는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변한다.
사. 화물의 적재량의 계산에 이용된다.
아. 선체의 수면상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
의 중량이다.
2. 다음 중 Block 각부의 명칭이 아닌 것은?
가. Shell
사. Iron band

나. Sheave
아. Spindle

3. 닻줄의 끝단을 Chain Locker에 연결하는 장치는?
23. 다음 설명 중에서 레이더의 동조조정 요령
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최대의 해면 반사파가 나타나도록 한다.
나. 잡음이 PPI 중심 부근에 조금 나타나도록
한다.
사. 소인선이 보일듯 말듯하게 조정한다.
아. 해면 반사파가 조금 나타나도록 한다.
24. GPS로 정확한 3차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

가. Swivel
사. Anchor shackle

나. Lengthening
아. Senhouse slip

4. 다음 중 최종 선회경(Final diameter)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80도 회전했을 때의 선체 중심위치와
360도 회전했을 때의 선체 중심위치와의
거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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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0도 회전했을 때의 선체 중심위치와 180
도 회전했을 때의 선체 중심위치와의 거리
사. 360도 회전했을 때 종거와 킥(kick)
아. 종거와 횡거를 말한다.

9. 선박이 10도 이하 소각도 경사했을 경우 복
원력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W : 배의 배수량, GM : Metacenter의
높이, θ : 경사각 )

5. 항내에서 전진중인 쌍추진기선이 대각도 변
침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

가.
나.
사.
아.

가. 회두 방향의 Screw를 역전시킴과 동시에
회두측으로 전타한다.
나. 회두 반대측의 Screw를 역전시킴과 동시에
회두측으로 전타한다.
사. 양 Screw를 반전시킴과 동시에 회두측으로
전타한다.
아. 양 Screw를 전진시킴과 동시에 회두측으로
전타한다.
6. 2묘박에서 두 Anchor 사이의 각도는 강풍하
에서 얼마 정도가
좋은가?
가. 0°
사. 약 30°

나. 약 15°
아. 약 60°

7. 수심이 얕은 정박지에서 Bow anchor를
Hawse pipe로부터 수면 근처까지 끌어내
어 투묘 준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Short stay
사. Anchor aweigh

나. Walk back
아. Walk out

8. 선박의 부심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선박의 부심은 수선하부 용적의 기하학적
중심이다.
나. 선박의 부심은 항상 선박의 중심선상에 위
치한다.
사. 선박의 부심은 선체경사의 무게중심이 된다.
아. 선박의 부심은 중량의 상하 배치에 따라 변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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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GM × tanθ
W × GM × sinθ
W × GM × cosθ
GM/(W × tanθ)

10.선수미 방향으로 2구획 등분하였을 때 Tank
내 유동수에 의한 GM 감소 비율은?
가. 1/2
사. 1/4

나. 1/3
아. 1/9

11. 항해 중 당직사관이 교대할 시간에 타 선박
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일
경우 당직교대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차직 항해사가 그 상황을 즉시 인수한다.
나. 차직 항해사와 당직 항해사가 그러한 조치
를 동시에 수행한다.
사.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교대되어
야 한다.
아. 그러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12. 야간에 항해당직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당직 인수 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가.
나.
사.
아.

경계에 적합한 시력 상태 유지
현재 기관의 운전상태 숙지
현재 본선의 흘수 숙지
당직중 예상되는 천후에 대한 예측

13.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서로 만나는 경계
면을 불연속면이라 하는데, 이 불연속면과
지표면이 만난 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2013년도 문제지

가. 지평선
사. 전선

나. 수평선
아. 기단선

항해사 3급

14. 주위의 공기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하층에서는 공기가 수렴하는 현상을 무엇
이라 하는가?

18. 가연성 물질을 반응계에서 끌어내어 물리
적으로 분리하여 제거하거나 파이프에서
액체나 기체연료가 누설하여 화재를 일으
키는 경우에 반응계로의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반응을 멈추게 하는 소화방법을 무엇
이라 하는가?

가. 중심 기압
사. 저기압

가. 냉각소화
사. 질식소화

나. 고기압
아. 중심 시도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천기도에 기입되는 기압변화 경향은 전 3시
간 동안의 기압 변화량과 변화의 모양이다.
나. 기압변화의 모양을 99종류로 분류하며 지상
천기도상에 숫자로 기입된다.
사. 전 3시간 동안의 기압경향은 특히 전선의
해석에 유용하다.
아. 예상천기도의 작성에는 전 12시간 또는 전
24시간의 기압 등 변화선을 분석하여 이용
한다.
16. 다음 중 유효 흡입 헤드(NPSH)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펌프의 흡입구에서 액이 갖는 전수두를
available NPSH라 한다.
나. 펌프 흡입구로부터 최저 입력부에 있어서의
절대압력까지의
전수두의
저하량을
required NPSH 이라 한다.
사. required NPSH에서 available NPSH를 뺀
값이 0 이상이어야 펌프를 운전할 수 있다.
아. 유효흡입헤드는 원심펌프의 공동현상
(cavit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7. 다음 중 윤활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가. 기밀 작용
사. 연소 작용

나. 냉각 작용
아. 윤활 작용

나. 제거소화
아. 억제소화

19. 선박의 이초작업 시 반력이 미치는 지점에
서 그 반력만큼의 중량물을 제거하였을 때
부양가능하다. 이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좌초시 반력을 계산하고자 할 때 알아
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좌초전의 평균흘수
좌초후의 평균흘수
매 cm 배수톤
좌초된 선저 면적의 넓이

20. 후송 전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의 일반적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가. 기도가 확보되게 환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옷을 헐겁게 해준다.
나. 환자의 입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사. 여러 사람이 인공호흡을 교대로 하여 환자
의 호흡리듬을 달리 하여야 한다.
아. 소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있
게 계속한다.
21. 국제 항해에 종사한 후 입항 시 선장이 모
든 선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검역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가. 건강상태 증명서
사. 예방접종 증명서

나. 검역증명서
아. 보건상태 신고서

22. EPIRB신호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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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구조선의 위치표시
조난위치의 표시
충돌위험의 표시
수색작업의 개시표시

23. 팽창식 라이프 래프트가 팽창되지 않고 컨
테이너 채로 떠 있을 때의 조치는?
가.
나.
사.
아.

발로 한번 힘차게 찬다.
본선으로 끌어 올려 다시 투하한다.
옆에 붙어 있는 페인터를 다시 잡아당긴다.
다시는 팽창되지 않으니 포기한다.

24.승무원의 건강 진단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신체 이상 유무의 발견
전염병의 발견
직업병의 발견
승무원간의 체력 비교

25. 다음 사항 중 인간관계 관리의 제 기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Morale survey (사기조사)
Communication (의사소통)
Suggestion system (제안제도)
Laissez-faire leadership (자유방임적 리
더십)

[ 법 규

]

1.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은 항로 안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나. 선박이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
는 항로의 우측을 항행하지 못한다.
사.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방파제 부근에서 만날 우려가 있는 경우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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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
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2. 선원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보상된다.
나. 선원의 부상ㆍ질병이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
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 보상의무자는 선박소유자이고 보상청구권자
는 재해를 입은 선원이다.
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에 그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시키
는 것이 원칙이다.
3. 선원법에 의해 선내에 비치하도록 요구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국적증서와 검사증서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및 기관일지
검역증과 상륙허가서

4.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
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 위험을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가.
나.
사.
아.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선박법

5. 선박안전법상 선박을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가. 정기검사
사. 임시검사

나. 중간검사
아.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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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 선박에 관한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가.
나.
사.
아.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심판한다.
나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먼저 심판한다.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한다.
사건당 6개월 간격을 두고 심판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유조선으로부터 화
물유가 섞인 평형수의 배출이 인정되는 요
건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조선이 항행 중일 것
나. 유분의 순간배출율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
사. 배출은 모든 국가의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50
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할 것
아. 항행 중에 배출되는 유분의 총량은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인 경우 3
만분의 1 이하일 것
8.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
유성혼합물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가. 폐유
사. 선저폐수

나. 슬러지
아. 빌지

9. 해상법상의 선박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
하지 않은 것은?
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에 발생해야 한다.
나. 선박 또는 선박 내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사. 선박충돌채권은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아. 양 선박 혹은 어느 한 선박에 반드시 과실
이 존재해야 한다.
10. 상법(해상편)상 해양사고 구조의 성립요건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해양사고가 존재할 것
목적물이 위난에 빠질 것
의무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질 것
구조가 성공할 것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
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상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선중인 도선사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을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등대나 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관리한다.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 기상특보가 발효되
거나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
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나 선장에 대하여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아. 누구든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
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
여서는 아니 된다.
12.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잘
못 기술한 것은?
가. 통항로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한쪽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나. 연안통항대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
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사. 예인선열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이 되게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하는 것을 말
한다.
아. 거대선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성능이 제한
된 선박이라 할 수 없는 선박은?
가. 준설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나.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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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선박
아. 항공기의 발착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서로 시계 내에
있는 선박을 뜻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서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선박
레이더에 의해 다른 선박을 알 수 있는 선박
쌍안경에 의해 다른 선박을 알 수 있는 선박
VHF 무선통화가 가능한 범위 내의 선박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안전한 속력을 가
장 정확히 표현한 것은?
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
작을 취할 수 있고, 또 당시의 사정과 조건
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속력
나. 3 ~ 5노트의 속력
사. 조타 가능 최소속력
아. 시정의 절반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부근의 수역이 충
분한 경우에 근접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가
장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가. 속력의 증속
사. 속력의 유지

나. 침로의 변경
아. 침로의 유지

17.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상호 시계 내에서
마주치거나 또는 둔각으로 교차(횡단)하면
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피항조치
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가.
나.
사.
아.

충분한 시간 안에 피항행위
기관정지에 의한 감속행위
소각도의 연속 변침행위
오른쪽 대각도 변침행위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레이더 관측결과
중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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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거리와 방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거리는 가까워지나 방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거리는 멀어지나 방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거리는 변하지 아니하나 방위는 선수쪽으로
변하는 경우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에서 좌측
항행이 허용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역적인 특별 규칙에 따르는 경우
나. 우측에 있는 안벽에 선박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
사. 조류가 역조인 경우
아. 흘수가 얕은 소형 선박과 마주치게 된 경우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추월선과 피추월
선 간의 좁은 수로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추월을 동의한 피추월선은 협조 동작을 취하
여야 한다.
나. 동의를 얻은 추월선은 피항의무가 면제된다.
사. 추월하려는 선박은 피추월선의 어느 현을 추
월할 것인지 그 의도를 음향신호로 표시하여
야 한다.
아. 피추월선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의문신호
를 표시할 수 있다.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내용 중 "좁은 수
로 또는 항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선박
은,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 자선의
(
)측에 있는 수로 또는 항로의 (
)
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에서 (
)
안에 알맞은 것은?
가. 좌현 - 외측한계
사. 우현 - 외측한계

나. 좌현 - 내측한계
아. 우현 - 내측한계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시계 내에서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선의 (
)으로 믿어지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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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들었을 때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
)으로
감속해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나.
사.
아.

정횡전방,
정횡전방,
정횡후방,
정횡후방,

최저한도의 속력
경제적 속력
최저한도의 속력
안전한 속력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100미터인
동력선의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예선등
의 최소가시거리는 각각 몇 마일인가?
가.
나.
사.
아.

5마일,
6마일,
5마일,
6마일,

3마일,
3마일,
2마일,
2마일,

3마일,
3마일,
2마일,
2마일,

3마일
3마일
2마일
2마일

24. 문제삭제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2개의 원뿔을 그
의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하나를
게양할 수 있는 선박은?
가.
나.
사.
아.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선박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돛과 기관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선박
끌려가고 있는 선박

[ 영 어

]

1. What is the following?
"A route which has been specially
examined to ensure so far as
possible that it is free of dangers and
along which ships are advised
to navigate."
가. Seperate zone 나. Recommended track

사. Traffic lane

항해사 3급

아. Roundabout

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Ships fitted only with VHF equipment
should maintain watch on channel 16
when (
).
가. at berth
사. at sea

나. at shipyard
아. all the time

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instruction to haul or
pull on board all but essential lines
mentioned, so that ship can be ready to
leave the quay or berth."
가. Let go
사. Single up

나. Heave up
아. Make fast

4. Pilot : What range scale are you using in
your radar?
Duty officer : There miles range, sir.
Pilot : Please change to lager range scale.
What range scale should be for the above
pilot's request?
가.
나.
사.
아.

1.5 miles range scale
6 miles range scale
12 miles range scale
more the 3 miles range scale

5. Fill the blank with a suitable on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quire all
passengers to be assembled in
a drill which has to take place within
(
) of departure."
가. 6 hours
사. 18 hours

나. 12 hours
아. 24 hours

6. What is the most effective extinguishing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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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for combatting
the fire in the following communication?
A : "Where is the fire?"
B : "Fire is in No. 5 hold."
A : "What is on fire?"
B : "Timber on fire."
가. water
사. foam

나. carbon dioxide
아. dry chemical

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You are approaching a strange port for the
first time. If you do not know whether
the pilotage is compulsory or not, what
do you say?
(Your vessel's name is Utopia.) "Port
control, this is Utopia. (
)"
가.
나.
사.
아.

Must I take a pilot?
Is pilotage suspended?
Is pilotage resumed?
Is the pilot available?

8. Select one which has the same meaning
as the underlined.
Port Control : "You are in the way of
other traffic."
Captain : "Understood. I will move right
away."
가. You are obstructing other vessels.
나. You are passing so close to other
vessels.
사. You must have steerage way.
아. Is there any UKC?
9. Fill the blank:
You must anchor (
가. clear of
사. clea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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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irway.

나. clear apart
아. clear for

10. They agree at once to send a Search
and Rescue helicopter with a
doctor to look after the casualties. The
underlined part means:
가.
나.
사.
아.

case of death in an accident
ships involved in the accident
unmanned wreck afloat
derelict adrift

11. What is the major advantage of rhumb
line track?
가. The vessel can steam on a constant
heading(disregarding
wind,
current,
etc.).
나. The rhumb line is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he arrival and departure
points.
사. It is easily plotted on a gnomonic chart
for comparison with a great circle
course.
아. It approximates a great circle on
east-west courses in high latitudes.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determination of position
by advancing a known position for
courses and distances."
가. Fix
사. Departure

나. Dead reckoning
아. Crossing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chart available should always
be used when coasting since errors are
reduced to a minimum and detail is
shown."
가. The smallest-scale
나. The medium-scale

2013년도 문제지

사. The largest-scale
아. The moderate-scale
14. Select a correct answer for the blank.
"(
) is that half of a cyclonic storm
area to the right of the storm track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to the left
of storm track in southern hemisphere."
가.
나.
사.
아.

Navigable semicircle
Dangerous semicircle
Diurnal circle
All around semicircle

15.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You will check the ship's position
when coasting, frequently, advise the
captain at once if the ship is not
(
) course good.

항해사 3급

any case is prohibited if the distance
from the nearest land is less than ()
nautical miles for food wastes and all
other garbage including paper products,
rags, glass, metal, bottles, crockery and
similar refuge."
가. 6

나. 12

사. 24

아. 30

19.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Every wrongful act wilfully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against their vessel
and her cargo" defines (
).
가. negligence
사. piracy

나. barratry
아. abandonment

20.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Bill of Lading is a stamped document
signed by the (
) for goods on
board.

가. making 나. set 사. taking 아. took
16.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n instrument for measuring wind force
or speed is (
)."
가. an anemometer
사. a thermometer

나. a hydrometer
아. a chronometer

가. chief officer
사. consignee

나. shipper
아. master

21.The master of the vessel noted his
protest fearing damage to cargo and/or
vessel owing to boisterous weather on
Jan. 28, 2004. The underlined part
means :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You are not to leave the bridge under
any circumstances (
) relieved by
captain or other licensed officer."

가. conflicting
사. distinguished

가. where
사. if

22. Fill the blank:
(
) up with 4 shackles of port
cable in 10 meters of water and
arrived at Busan.

나. when
아. unless

18.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disposal into the sea of the following
garbage shall be made as far as
practicable from the nearest land but in

가. Brought
사. Singled

나. heavy
아. adolescent

나. Hove
아. Picked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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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040 hours the steering gear
(
) out of order, immediately
after which I ordered to stop engine and
stand by engine at 1041.

가. went
사. spilled

나. broken
아. came

25. Fill the blank:
British freighter M/V Aden came (
collision with our starboard bow.
가. into
사. to

)

나. by
아. on

]

1. Oil tanker의 Cargo oil tank 내부구조 중에
서 유동성 액체의 요동을 가능한 한 줄이
기 위하여 설치된 격벽은?
가.
나.
사.
아.

Engine room bulkhead
Transverse bulkhead
Swash bulkhead
Collision bulkhead

2. 선수흘수 5.50m, 선미흘수 6.50m의 선박에
서 A.P.T.의 청수 100톤을 F.P.T.로 이동하
였다면, 선수흘수는 대략 어떻게 되겠는가?
(단, 부면심은 선체 중앙에 있고, 상기 탱
크사이의 거리는 50m, Mcm는 50m- ton,
그리고 배의 수선간장은 80m이다.)
가. 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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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8.45톤
아. 20.45톤

4. 배수량 6,000톤의 선박이 해상(비중 =
1.025)에서 비중 1.015의 하천으로 들어간
다면 흘수의 변화는 약 얼마인가?
(단, 매 cm 배수톤은 10톤임)

make fast.
knock off.
turn to.
wash down.

[ 상 선 전 문

아. 6.00m

3. 수선간장 150m, 형폭 20m의 선박이 7m의
등흘수로 표준해수중에 떠 있다. 이 선박의
매 cm 배수톤은 약 얼마인가?
(단, 수선면적계수(Cw)는 0.6이다.)
가. 17.45톤
사. 19.45톤

24. The nautical term for "start work" is :
가.
나.
사.
아.

사. 5.65m

나. 4.95m

가. 3cm
사. 5cm

나. 4cm
아. 6cm

5. 선체의 종강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관계
가 가장 적은 것은?
가. Weight curve 나. Buoyancy curve
사. Capacity curve 아. Shearing force curve
6. 벌크로 운송하는 기름의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Tank의 용적도와 'Volume table for
ullage of tank' 등에 의하여 Tank내의 기
름의 용적을 구한다.
나. 정확한 Tank내의 기름 용적을 구하기 위하
여 Trim에 대한 수정도표를 이용하여
Trim에 대한 수정을 한다.
사. 위와 같이 구한 유류의 용적을 표준온도 섭
씨 10도의 용적으로 환산한다.
아. 표준온도에 있어서 중량비에 의하여 중량으
로 환산한다.
7. 석탄운송 중 창내에서 석탄온도가 몇 도 이
상일 때 이미 내부에서 연소가 시작된 것
으로 추정되며 이어서 파라핀 냄새가 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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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2℃
사. 100℃

나. 82℃
아. 500℃

8. 선박법상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다.
나. 사회 통념상의 선박이라 함은 부양성·이동성·
적재성 등을 갖춘 일정한 구조물을 말한다.
사. 진수(進水)이전의 제조 중인 선박은 선박으로
볼 수 없다.
아. 인양 가능성이 없는 침몰선도 선박으로 본다.
9. 선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 국제톤수 측정
사. 선박검사증서 발급
아. 선박국적증서 발급

나. 임시항행 허가

10. 임시선박국적증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이 선박국적증서와 동
일하다.
나. 임시선박국적증서의 효력은 선박국적증서의
효력과 다르다.
사.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선
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였을 경우 유효기간까
지 효력이 있다.
아. 톤수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1. 선박법상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할
선박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총톤수

10톤
20톤
30톤
50톤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기선
기선
기선
기선

12. 선박법상 국제톤수확인서란 어떠한 서류인가?

항해사 3급

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이 교부받
아야 되는 서류이다.
나. 처음으로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
이 교부받는 서류이다.
사. 길이 100미터 미만인 선박이 처음으로 국
제 항해에 종사할 때 교부받는 서류이다.
아.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이 국제 항해에
종사할 때 교부받는 서류이다.
13. 국제선박등록법상 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민 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중에서 지정대상이 된다.
나. 국제총톤수 20,000톤 이상, 선령 20년 이
하의 선박이 지정대상이 된다.
사. 외국인은 선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 국적을 가진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정기선 운항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가. 규칙적인 운항
사. 다수의 화주

나. 용선 계약
아. 포장 화물

15. 재래정기선에 의한 화물운송에 비해 컨테
이너 운송의 이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 포장비의 절감
사. 하역 시간의 단축

나. 운송 시간의 단축
아. 운임의 절감

16. 항해 용선계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 화주
나 그 대리인이 선박 운항자에게 선박의
유무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의 수락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Inquiry
사. Counter offer

나. Offer
아. Fixture memo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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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선사나 선장, 해원이 선박의 항해 및 관
리상의 과실을 일으킨 것을 무엇이라 하는
가?
가. 감항능력 과실
사. 상업 과실

나. 항해 과실
아. 고의 과실

18. 다음 중 하역서류에 대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Mate's Receipt - 본선 화물 선적 후에 본
선 책임자가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
나. Letter of Indemnity - 클린 선하증권을
발행받기 위해 화주측에서 제출하는 보상장
사. Delivery Order - 선사가 본선에 화물 인
도를 지시하는 화물인도 지시서
아. Cargo Boat Note - 선적화물 이송 시 사
용되는 비용에 대한 대금청구서
19. 다음 중 전쟁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포획
사. 기뢰 혹은 어뢰

나. 내란
아. 테러행위

20. SOLAS 협약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로서 옳
지 않은 것은?
가. 주관청이란 선박이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
할 자격을 가진 국가의 정부를 말한다.
나. 국제항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한 국가에
서 국외항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사. 여객선이란 13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
하는 선박을 말한다.
아. 탱커란 인화성 액체화물을 벌크상태로 운송
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을
말한다.
21. SOLAS협약상 총톤수 몇 톤 이상의 선박에
1개 이상의 국제 육상시설 연결구를 비치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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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톤
사. 500톤

나. 200톤
아. 1,000톤

22.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에서 의미
하는 연차일 (Anniversary date)이란?
가.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
나. 오염방지증서에 기재된 만료일의 전일
사.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지정된 검사일 이
전에 수검받은 일시
아. 관할행정관청이 오염설비의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여 수검받은 일시
23.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I의 적용선박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가. 별도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국의 모
든 선박에 적용된다.
나.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이 아닌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사. 모든 원유탱커, 액화가스탱커, 케미컬탱커
에 한하여 적용된다.
아. 원칙적으로 화물선에만 적용된다.
24.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부적합사항에 해당되
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발생된 사고
선박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위험요소
시스템문서에 명시된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선상업무가 시스템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5. ISM Code의 요소 중 " 회사의 책임과 권
한 "은 어느 직급에 까지 적용되는가?
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모든 직원
나. 육상조직의 부서장 이상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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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장 및 육상조직의 부서장 이상의 직원
아. 선장 및 지정된 자

사. 시구아테라 독소
아. 히스타민

[ 어 선 전 문

6. 어획물의 저온 저장 방법 중 냉각해수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

1. 일반적으로 어패육의 성분 중 수분을 제외
한 고형물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 단백질
사. 탄수화물

나. 지질
아. 엑스성분

2. 사후 경직으로 굳어진 어육은 시간이 지나
면 다시 유연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자가소화 현상
사. 해경 현상

관능적 판정방법
화학적 판정방법
물리학적 판정방법
생물학적 판정방법

4. 어획물의 사후경직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
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두부와 내장을 제거한다.
찬물로 청결하게 씻어 처리한다.
어체 온도를 1~2℃로 낮게 한다.
어체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시킨다.

5. 변질된 고등어를 먹고 난 뒤 일어나는 알레
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에 해당되는 것
은?
가. 보툴리눔균
나. 비브리오균

7. 다음 문장의 (

)속에 알맞은 것은?

(
)는 (
)톤의 중량을 선내 임
의의 장소에 탑재 또는 제거하였을 때의
선수미 흘수의 변화량을 구하는 도표이다.

나. 부패 현상
아. 해당 현상

3. 다음 중 해상에서 잡은 어류들의 선도 판정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가. 냉각속도가 빠르다
나. 얼음이 필요 없다.
사. 하층의 어체가 압력에 의하여 손상되는 일
이 없다.
아. 급속 동결로 소형선에 적합하다.

가.
나.
사.
아.

Trim 계산도표, 100
재화중량톤수표, 100
Trim 계산도표, 300
재화중량도표, 500

8. 선박이 전복되는 주된 요인은?
가.
나.
사.
아.

GM 값이 아주 클 때
복원력이 부족할 때
Trim by the Stern일 때
Even Keel 상태일 때

9. 하역기계의 동하중(Dynamic load)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하역기계의 각 부분에 걸리는 응력은 동하
중과는 무관하다.
나. 화물을 감아올리는 속도가 증가하면 하중은
증가한다.
사. 화물을 내리는 속도를 줄이면 하중은 줄어
든다.
아. 화물의 가속도 운동과는 관계가 없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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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어선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멸실, 침몰, 해
체 되었을 때
나. 어선이 낚시 어업을 할 때
사. 선박국적증서 검인에 불응할 때
아. 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고 있을 때

가. 씨줄 사이로 날줄을 통과시켜서 꼰 것이다.
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섬유 홑실들을 합쳐
꼰 것이다.
사. 다양한 굵기의 홑실을 꼬아서 이룬 그물실
이다.
아. 홑실과 겹실의 꼬임을 달리하여 구성한 그
물실이다.

11. 어선법에서 어선의 건조 · 개조에 대한 허
가권자를 맞게 설명한 것은?

15. 다음의 끌그물 중에서 자루 그물에 비해 날
개와 섶 그물의 길이 비가 매우 큰 것은?

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선박을 건조 · 개조를 하고자 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사. 선적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 도지사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가. 기선 저인망
사. 표층 트롤

1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

가. 꽁치 봉수망
사. 멸치 기선권현망

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1차례 이
상 연장할 수 있다.
나.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
에 있는 경우는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사. 해당 어선이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는 5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아.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
에 있어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
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해저 바닥이 암석일 경우와 펄일 경우, 어
군탐지기에 나타나는 기록 또는 영상에 관
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3. 범포가 부착된 개량식 안강망은 재래식 안
강망의 어떤 단점을 크게 개량 하였는가?

가. Net Recorder
사. Ottergraph

가. 전개 장치의 중량
사. 자루 그물의 중량

19. 다랑어 선망 어법의 특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나. 자루 그물의 크기
아. 꼬릿줄의 중량

14. 혼연 그물실의 설명이 맞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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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선 권현망
아. 저층 트롤

16. 다음 중 1개의 자루그물과 2개의 날개그물
로 되어 있으며 위 언저리에는 뜸줄이, 아
래 언저리에는 발줄이 있는 어구는?

가.
나.
사.
아.

나. 참치 연승
아. 참치 선망

암석일 경우 더 뚜렷하고 폭도 넓다.
펄일 경우 약하고 기록의 폭이 넓다.
펄일 경우 2차 기록이 나타날 수 있다.
암석일 경우 위로 뾰족하다.

18.다음 중 어구의 전개 상태 감시 장치의 종
류가 아닌 것은?
나. Net Sonde
아. Telesounder

가. 다랑어 선망은 고도로 기계화, 생력화되어
18명 전후의 소수 인원으로도 조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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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나. 자연 상태의 어군을 그대로 포위하는 것이
므로 별다른 집어 장치없이 주로 주간에 조
업한다.
사. 어로 작업을 선수 갑판에서 하고, 작업 갑
판과 어창은 선수 쪽에 배치하는 선형이다.
아. 어군의 발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고성
능 망원경과 바닷새를 감시할 수 있는 해조
레이더가 대단히 중요한 장비이다.

가. 어선 소유자의 변경 나. 유효 기간의 만료
사. 정기 검사의 미필
아. 어선 국적의 변경

20.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에서 생존정은 이
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맞지 않는 것은?

24. 총톤수 400톤인 어선에 비치할 기름 필터
링 장치의 성능은 유분의 농도가 얼마로
되는 유출액을 배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가.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신속한 취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사. 생존정은 5˚의 종경사 및 10˚의 횡경사에서
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수할 수 있을 것
아. 다른 생존정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21. STCW-F 협약에서 당직 책임사관의 항해
상의 임무와 책임 중 그 역할의 내용이 올
바르지 못한 것은?
가. 당직을 정당하게 교대할 때까지 어떠한 상
황에서도 조타실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선장이 조타실에 있더라도 당직 책임사관에
게 그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특별히 통지
하고 이것이 상호간에 이해될 때까지는 그
선박의 안전항해에 대하여 계속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안전에 관련하여 취할 행동에 대하여 의문
이 있을 때는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 당직을 인수할 다음 당직자가 당직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
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당직을 인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에 당직 책임사관은 선장
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2. MARPOL 73/78 협약에서 IOPP 증서의 효
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3. MARPOL 73/78 협약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크기는 총톤수 몇 톤 이상인가?
가. 100 톤
사. 300 톤

가.
나.
사.
아.

나. 200 톤
아. 400 톤

15 ppm 초과 금지
100 ppm 초과 금지
500 ppm 초과 금지
400 ppm 초과 금지

25. MARPOL 73/78 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
는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규제
육상 기원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
선박의 해양 오염 방지 설비
해상 구조물의 폐기물 배출 규제

제
[ 항

해

2

회

]

1. 선박에서 자차수정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예
비검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수정 연철구를 천천히 수직축을 축으로 하여
돌리면서 카드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나. Flinders bar를 상하로 바꾸어 놓을 때 카드
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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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분의 수정용 자석은 세기별로 분류해 둔다.
아. 장착되어 있는 수정용 자석을 천천히 돌리면
서 카드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2. 자이로 컴퍼스의 지북 제어장치와 관계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Damping weight
Gravity sensor
Azimuth sensor
Torque motor

3. 육분의에서 여호(Off the arc)의 용도는?
가.
나.
사.
아.

기차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
수직차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
사이드 에러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
조준오차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

4. 전자식 선속계(EM log)의 조정 중 외적인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증폭부의 감도 조정
속력ㆍ항정 발신부의 영점 조정
증폭부의 영점 조정
경도차 조정

5. 등대의 등질 중에서 같은 광력으로 비치다
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씩 꺼지며 등
광이 보이는 시간이 안보이는 시간보다 짧
은 것은?
가. 명암등
사. 부동등

나. 섬광등
아. 호광등

6. IALA해상부표식 B방식에서 Fl(2+1)의 등질을
가진 녹등의 등부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우현표지
사. 우항로우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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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방위표지
아. 안전수역표지

7. 음향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무신호는 시계가 나쁠 때에만 행한다.
나. 무신호는 등대 또는 다른 항로표지와 별도
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 무신호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선내를 정숙히
해야 한다.
아. 선교에서 잘 들리지 않는 신호음이 갑판에
서는 잘 들릴 수 있다.
8. 해도에 표시된 수심, 높이의 단위를 알아보고
자 한다. 다음 중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가?
가. 나침도 나. 조석표 사. 표제 아. 수로도지
9. 무선표지국 등의 위치와 성능 등이 기재되
어 있는 것은?
가. 항로지
사. 등대표

나. 조석표
아. 국제신호서

10. 조석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해면을 무
엇이라 하는가?
가. 평균고조면
사. 기본수준면

나. 평균수면
아. 평균저조면

11. 표준항이 아닌 항의 조고를 구하기 위한
개정수는?
가. 조고차
사. 조시차

나. 조고비
아. 조승

12. 변침 물표가 정횡으로 보일 때마다 일정량
으로 소각도씩 여러 번 나누어 변침하는 방
법을 언제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
나.
사.
아.

번거롭다.
이안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예정항로를 정확히 항행할 수 없다.
다른 변침법보다 항정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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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차방위법에 의한 선위결정에서 선위오차
가 가장 작게 발생되도록 물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수와 정횡 부근의 물표가 좋다.
나. 부표같은 유동물체보다 입표같은 고정물표
를 선정한다.
사. 방위변화가 빠른 가까운 물표보다 방위변화
가 늦은 먼 물표를 선정한다.
아. 물표 상호간의 각도는 두 물표일 때는 90˚,
세 물표일 때는 60˚가 가장 좋다.
14. 교차방위법에 있어서 두 위치선의 교각을
θ라 하면 위치선의 오차로 인한 선위오차
는 θ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
나.
사.
아.

선위오차는
선위오차는
선위오차는
선위오차는

sinθ에 비례한다.
cosθ에 비례한다.
secθ에 비례한다.
cosecθ에 비례한다.

15. 대권항로를 취할 경우 항정이 가장 많이
단축되는 경우는?
가.
나.
사.
아.

위도가
위도가
위도가
위도가

낮고
높고
낮고
높고

경도차가
경도차가
경도차가
경도차가

클때
클때
작을 때
작을 때

16. Traverse표(항해표 제3표)에 의해 변위와
동서거를 구할 경우 침로 355°와 같은 값
을 가지는 침로가 아닌 것은?
가. 005°
사. 175°

나. 085°
아. 185°

17. 고고도의 태양을 관측하여 위치권으로 위
치를 내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항해사 3급

나. 정오경에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격시 관
측을 행한다.
사. 계산표로 천측력과 U.S.H.O. 229가 사용된다.
아. 천체의 지위를 중심으로 하고 정거를 반지름
으로 하는 소권을 그리면 위치권이 하나 결정
된다.
18. 천체를 지나는 시권 상에서 동명극과 천체
사이에 낀 호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고도
사. 적경

나. 극거
아. 정거

19. 상용일출몰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태양의
태양의
태양의
태양의

중심이
상변이
중심이
하변이

수평권에
시수평에
시수평에
수평권에

걸린
접한
걸린
접한

시각
시각
시각
시각

20. 레이더 영상에서 맹목구간 내에 상대선이
있을 때 그것을 알기 위한 조치는?
가.
나.
사.
아.

Gain 손잡이를 돌려 본다.
선박을 약간 돌려 본다.
FTC와 STC 손잡이를 돌려 본다.
안테나의 회전속도를 조절한다.

21. 본선으로부터 등거리에 있고 서로 인접한
두 물표를 레이더 스코프상에서 두 개의
영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성능을 좋게
하려면?
가.
나.
사.
아.

Antenna의 폭을 크게 한다.
Pulse 폭을 줄인다.
Pulse 반복 주파수를 높인다.
주파수를 낮게 한다.

가. 주로 위도와 적위가 동명이고 거의 같은 경우
의 태양 관측에만 이용한다.
제2회

189

2013년도 문제지

항해사 3급

22. Radar 스캐너의 1회전마다 마이크로 스위
치가 접속하여 이 회로의 충전전하를 방전
하여 소인선이 밝게 빛나도록 한 것과 관
계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가. 방위선
사. 선수 휘선

3. 다음 중 해중생물의 부착방지를 위한 독소
를 가진 도료는 어느 것인가?

나. 방위절환 스위치
아. 초점 조정기

Gravity type davit
Launching type davit
Radial type davit
Pivoted type davit

23. 레이더 플로팅 시 속력 삼각형에 나타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가. R/L
사. B/T

가. 자선의 진운동
사. 타선의 진운동

4. 선회권(Turning circle)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최근접거리
아. 타선의 상대운동

24. Loran-C에서 수신 펄스신호의 위상비교는
펄스 최전단으로부터 몇 사이클만을 대상
으로 하는가?
가. 1

나. 2

사. 3

아. 4

25. 다음 중 대양항해를 위한 항해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가. 만재흘수선 해역도
나. 장거리 기상정보를 위한 Safety Net
Service 방송
사. 대권항로를 작도할 심사도법 해도
아. 특별 항행규칙의 조사

[ 운 용

]

1. 다음 중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톤수로 등
록세, 도선료, 계선료, 부두사용료의 기준
이 되는 것은?
가. 재화중량톤수
사. 순톤수

나. 배수톤수
아. 총톤수

2. 구명정 자체의 무게와 중력을 이용하여 내
리는 Davit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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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나. A/F
아. A/C

배의 길이가 길수록 커진다.
길이에 비해 선폭이 넓을수록 커진다.
By the stern이 클수록 선회권이 커진다.
Bar keel이나 Bilge keel을 갖는 배는 커
진다.

5. 다음 중 선체침하 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Bow thruster
Rudder
Bank cushion
Squatting

6. 다음 중 주묘(Dragging anchor)의 원인으로
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나.
사.
아.

Foul anchor
묘쇄의 신출량 부족
화물의 과적
저질 불량

7. 부두 정박중 선체의 전후방향 이동을 방지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계류삭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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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bow line
stern line
spring line
breast line

8. 배수량 등곡선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
은 것은?
가. 종축의 흘수값으로부터 모든 곡선값을 횡축
에서 찾도록 되어 있다.
나. 각종 곡선의 횡축상의 단위는 단일 단위이다.
사. 흘수에 대한 배수량, Tcm, Mcm, KM을 알
수 있다.
아. 선박계산에 필요한 정수력학적인 자료가 들
어 있다.
9. 정적 복원력 곡선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기선상 부심의 높이
복원정
경사각
배수량

10. 다음 중 중심(G) 및 메터센터높이(GM)와
관계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굽힘 모멘트 곡선
정적 복원력 곡선
복원력 교차곡선
동적 복원력 곡선

11. 항해중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 취할 사항
중 관계가 가장 먼 것은?
가.
나.
사.
아.

선장에게 보고한다.
항해등을 켠다.
레이더를 작동한다.
수동조타로 항해중이면 자동조타로 바꾼다.

항해사 3급

12. 다음 중에서 현문당직자의 유의사항으로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가. 주묘(Dragging anchor)에 주의할 것
나. VHF 전화를 잘 청취할 것
사. 현문사다리(Accommodation ladder)의 안
전상태에 주의할 것
아. 하역작업의 계획 및 절차를 숙지할 것
13. 폐색전선이 형성되는 원인은?
가. 한랭전선이 나쁜 기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나.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이 빠르기 때
문이다.
사. 저기압이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이다.
아.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이동이 느려지기 때문
이다.
14. 중위도 지방에서 고저기압이 동진하는 원
인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가. 중위도 편서풍
사. 한대 편동풍

나. 계절풍
아. 지구의 자전

15. 지상 일기도의 날씨 기호 중에서 "눈"을 표
시하는 기호는?
가. ◎
사.

나. ●
아. ⊙

16. 내연기관에서 흡·배기밸브, 연료밸브, 시동
밸브 등의 개폐시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은?
가. 캠
사. 실린더

나. 피스톤
아. 크랭크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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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표준대기압의 크기를 잘못 표시한
것은?

23. 저체온(hypothermia)상태란 신체중심부의 온
도가 몇 도 이하로 내려간 것을 말하는가?

가. 1.013bar
사. 1.033kg f/㎠

가. 섭씨 30도
사. 섭씨 35도

나. 101.3kPa
아. 1.013N/㎡

18. 선저의 파공이 클 때, 즉시 침수를 방지하
기 어려우나, 1구획이 만수된 후, 파공을
덮고 배수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 파공을 덮은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Collision mat
사. Awning canvas

나. Watertight mat
아. Tarpaulin canvas

19. 화재가 선미창고에서 발생했을 때 바람을
어느 쪽에서 받도록 조선해야 하는가?
가. 선미 쪽
사. 좌현 쪽

나. 선수 쪽
아. 우현 쪽

20.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법은?
가.
나.
사.
아.

눈을 비벼서 눈물을 내어 씻어 내도록 한다.
연고류를 넣고 안정시키며 따뜻하게 해준다.
신속히 많은 물로 눈을 씻는다.
찬 물수건이나 얼음 찜질을 하고 절대 안정
시킨다.

21. 구서소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가. 6개월
사. 2년

나. 1년
아. 3년

22. 국제 신호서에 의한 신호중 3자리의 숫자
앞에 "C"를 붙인 것은 다음 중 무엇을 나타
내는가?
가. 방위각
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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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도
아. 진침로

나. 섭씨 33도
아. 섭씨 36.5도

24. 선원이 선내 생활에서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은 어
떤 것인가?
가.
나.
사.
아.

더욱
좌절
아예
현실

열심히
대상에
체념해
도피를

노력한다.
대해 공격적이 된다.
버린다.
한다.

25. 의사 결정 방법 중 관리자의 인격에서 우
러나와 부하 직원을 감독하는 통솔법을 무
엇이라 하는가?
가.
나.
사.
아.

리더십(Leadership)
헤드십(Headship)
팔로워십(Followship)
비헤이비어십(Behaviorship)

[ 법

규

]

1.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항로항행선에 대한 피항의무
항로 안에서 병렬항행이 가능
마주칠 때의 우측항행
범선의 지그재그 항행 금지

2. 다음 중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관계상
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위약금 예정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상계의 제한
공민권 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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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
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올바르
지 않은 것은?
가.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승무원을 승선시
키고 있는 경우 즉시 그 선박에 항행정지를
명한다.
나.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은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사.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의 소
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아. 국제협약이 정한 항해당직 기준의 이행 여
부를 검사할 수 있다.
4. 선박안전법의 목적과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한다.
나. 인명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한다.
사. 선박의 국적, 종류 등을 정하여 선박의 소
속을 명확히 한다.
아. 재산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상의 위험을 방지한다.
5.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받는 검사는?

항해사 3급

아. 사실조사를 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
인 선박평형수,화물창 세정수 및 화물펌프
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요건으로 부적
절한 것은?
가. 항해 중에 배출할 것
나. 기름의 순간배출율이 1해리당 30L 이하일 것
사.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서 배출할 것
아. 1회의 항해중 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
총량의3만분의 1 이하일 것(1979.12.31 이전
에 인도된 유조선은 1만5천분의 1 이하)
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적용범위에 속
하지 않는 것은?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나.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
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해
저광구
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에서의
방사성 물질
9.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가. 정기검사
사. 임시검사

나. 중간검사
아. 임시항행검사

6. 해양사고시 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양사고 관련자는 관할 조사관에게 그 사
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사실조사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그 사실
조사를 하여 심판 청구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 사실조사를 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할 때
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가. 항해과실
사. 선박화재

나. 상사과실
아. 불가항력

10.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상운
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도청구권자는 운송계약에서 지정된 수하
인이다.
나. 해상운송인은 계약에 따라 운임 그 밖의 비
용을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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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하인은 운송물이 선적된 때로부터 송하인
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송하인의 권리
는 소멸한다.
11. 다음 중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선박은?
가. 대한민국 영해
나. 대한민국 영해
외국적 선박
사. 대한민국 영해
아.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적 선박
및 내수가 아닌 해역에 있는
바깥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12. 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이라 함은 (
)
또는 다른 선박의 (
)의 작용이나 그
로 인한 (
)에 의하여 생기는 선박의
(
)에 대한 속력을 말한다. (
)에
모두 적합한 것은?
가.
나.
사.
아.

자선,
선박,
육지,
해양,

추진장치, 선박의 타력, 물
타력, 진행, 육지
항행, 속력, 침로
선박의 타력, 속력, 진행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는 것은?
가.
나.
사.
아.

낚시대를 이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
항구와 어장 사이를 항해 중인 어선
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고 있는 선박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그물을 이용하여 어로작업
을 하고 있는 어선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박의 조종성능
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가. 조종제한선
사. 흘수제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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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종불능선
아. 범선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가. 좁은 수로에서는 가능한 한 수로의 중앙으
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좁은 수로에서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
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사. 좁은 수로 안에서의 어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아. 선박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좁은 수로에서
닻 정박을 하여서는 안된다.
16. 다음 중 연안항로대 (Inshore traffic zone)
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은?
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나. 흘수의 제약을 받는 선박
사. 연안 항로대에 있는 구조물이나 도선사 승
하선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아. 인접한 항구에 출입항하는 선박
17. 다음 중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박상호
간의 책임에서 진로권이 가장 우선하는 선
박은?
가. 동력선
나. 조종불능선
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아. 범선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된 시계 내에
서 동력선이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
우에는 (
) 사이의 간격이 약 (
)
초인 연속한 (
)를 (
)분간을 넘
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
) 속에 적합한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나.
사.
아.

단음,
장음,
장음,
단음,

1,
2,
1,
2,

단음
장음
장음
단음

2회,
2회,
3회,
5회,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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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도선선은 정박 중에는 정박등을 표시할 필
요가 없다.
나. 정박선이 표시하는 형상물은 구형 형상물
1개이다.
사.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정박선은 작업등으
로 갑판을 조명하여야 한다.
아. 좌초선은 정박등에 추가하여 수직으로 2개
의 홍색 전주 등을 달아야 한다.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주간에 한 개의
원통형 형상물을 단 선박은?
가.
나.
사.
아.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넘는 예인선
흘수제약선

21. 문제 삭제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준설 또는 수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종 제한선이 부가
하여 표시하는 등화와 형상물로서 다른 선
박이 통과 할 수 없는 쪽을 가리키기 위해
표시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녹색
녹색
홍색
홍색

전주등
전주등
전주등
전주등

2개
2개
2개
2개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마름모꼴 형상물 2개
둥근꼴 형상물 2개
마름모꼴 형상물 2개
둥근꼴 형상물 2개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트롤어로에 종사
하는 선박의 야간표시로서 수직선상의 윗
쪽과 아래쪽 등화의 색깔은?
가. 백등과 녹등
사. 홍등과 백등

나. 녹등과 백등
아. 백등과 홍등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100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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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선박이 갖추어야 할 음향신호설비를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가. 기적, 징, 깡통
사. 징, 호종, 나팔

나. 호종, 징, 싸이렌
아. 기적, 호종, 징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중 음향신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가. 기적에 의한 단음 1회는 침로를 우현쪽으
로 변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 장음 2회, 단음 1회의 기적신호는 우현쪽으
로 추월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사. 추월당하게 될 선박의 동의표시는 장음 1
회, 단음 2회의 순서로 한다.
아.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추월신호를 하지
않는다.

[ 영 어

]

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s
navigational
and
safety
communications from ship to shore
and vice versa, ship to ship, and on
board ships must be precise,
simple and unambiguous, so as to avoid
confusion and error,
there is a need (
)."
가. to standardize the language used
나. to understand the national language of
the crew
사. to amend the language spoken
아. to supply any comments submitted by
users
2. “Air draft” means ?
가. height of helicopter.
나. the increase in draft due to forward
motion in shallow water.
사. depth remaining under a vessel's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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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sounded with seven short blasts and
one prolonged blast, all passengers
have to go to their (
)."

아. the height from the waterline to the
highest point of the vessel.
3.

You have noticed a ship aground
together with several tugs trying to pull
her off. The tugs are engaged in:

가.
나.
사.
아.

refloat operations.
oil clearance operations.
seismic survey.
hydrographic survey.

4. Your draft is more than the available
depth of water. Your vessel is:
가. aground.
사. making way.

나. underway.
아. made fast.

5. Select one which can be replaced with
the underlined.
"Stand well clear of the towing line."
가. Move
사. Keep

나. Remove
아. Act

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cargo is shifted from the lower
hold to the main deck, (
).
가.

the center of gravity will move
upwards
나. the metacentric height(GM) will
increase
사. the center of buoyancy will move
downwards
아. the reserve buoyancy will increase
7. Choose the suitable one to fill the blank.
"When the general emergency alar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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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ssembly station
사. playroom

나. store
아. lounge

8. Select the phrase which has not any
relation with the following
message.
"I am a hampered vessel."
가.
나.
사.
아.

a
a
a
a

vessel
vessel
vessel
vessel

in cable laying operation.
at a berth.
which is dredging.
in fishing operation.

9. Choose the best one.
A tide which is outside the predictions
given in the Tide Tables is defined as;
가. abnormal tide.
사. flood tide.

나. ebb tide.
아. slack water.

10. Choose the best one to complete the
dialog:
"(
).
Please,
use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가.
나.
사.
아.

I
I
I
I

can not understand you
can not read you
do not have channel 16
am not ready to receive your message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Crossed the meridian of 180˚ into ( )
longitude at Lat. 43˚N. Thursday July 12
was repeated.
가. north

나. east

사. west

아. south

2013년도 문제지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ll the distances given on the charts
for the visibility of lights are calculated
for ( ) of 5 meters."
가. a minimum height of a light
나. a standard height of a light
사. a height of an observer's eye
아. a height of a standard light
13.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urned her round to obtain (
) by
bearing of a distant object.
가. position
사. variation

나. deviation
아. correction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
) is a locus of the possible
position of a ship. Strictly, it is an are
of a circle, but a short length may be
assumed to be a straight line without
material error."
가. bearing position
사. line of position

나. circle position
아. ship's position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term, (
) of radar is the
discrimination between two objects at
the same range but on different
bearings. It depends upon the range at
which targets are situated and the pencil
beam width."
가.
나.
사.
아.

bearing resolution
detection and ranging
range resolution
minimum range

항해사 3급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a great circle through the
geographical poles of the earth.
가. Equator
사. Rhumb line

나. Latitude
아. Meridian

17. Fill the blank.
Dead reckoning is a method of
navigation by which the position of
a vessel is deduced from the (
)
and the amount of an anticipated
progress through the water from the last
well determined position.
가. direction
사. point

나. position
아. movement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distance from the lowest
part of the keel to the water line at
which the vessel is floating."
가. Water line length
사. Vertical diameter

나. Molded breadth
아. Draft

1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Generally, all vessels are required to
carry two (
) and cables with each,
and an efficient windlass or capstan for
weighing anchor."
가.
나.
사.
아.

stream anchors
kedge anchors
bow anchors
spare anchors

20.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vessel situated in front of the path
of cyclonic
storm
will
commonly
experience long, heavy swell, (
)
barometer with heavy rain, and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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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winds.
가. raising
사. falling

나. rising
아. remaining

21. Fire is one of the most dreadful
enemies that seamen have to contend
with. The underlined part implies: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document containing complete
specifications of the goods loaded on a
vessel is (
).
가. Letter of Indermnity
나. Letter of cedit
사. Mate's Receipt
아. Hatch survey report

가. fight
사. extinguish

나. detect
아. prevent

22. Choose a proper one to fill the blank.
In port, if a fire breaks out, you should:
(
)
가. call the shoreside fire department.
나. sound the general alarm.
사. commence combatting the fire until
assistance comes.
아. All of the above.
23. "A routeing measure comprising a
separation point or circular separation
zone and a circular traffic lane within
defined limits." means:
가.
나.
사.
아.

separation circle
traffic zone
roundabout
routeing system

24. Choose the corret one.
"A vessel engaged in dredging is a
vessel (
)."
가.
나.
사.
아.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crossing fairway
not under command
in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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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선 전 문 ]
1. Jet Stripping System(J.S.장치)과 가장 관
련이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Gas-extractor (G/E)
Recirculation tank
Separation tank
Prima-vac unit

2. S/O상의 화물 갯수가 100상자인 경우에 선
적 후 화주측은 100상자, 본선측은 97상자
로 검수되어 갯수 확인이 어려울 때 M/R의
비고 기재사항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나.
사.
아.

3
3
3
3

C/S
C/S
C/S
C/S

over in shipped
short in shipped
short in dispute
over in dispute

3. 선박이 표준해수에 떠 있을 때의 임의의 평
균 흘수에 대응하는 배수량이나 흘수계산
및 복원력 계산에 필요한 각 요소의 값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곡선도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정적 복원력 곡선
사. 복원력 교차 곡선

나. 동적 복원력 곡선
아. 배수량 등곡선도

4. 길이 50m, 폭 20m, 깊이 10m인 직육면체
형 선박이 표준해수에서 4m 등흘수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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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비중 1.000인 담수로 이동하였을
때 흘수의 변화량은 약 몇 cm인가?
가. 8.0 cm
사. 12.0 cm

나. 10.0 cm
아. 14.0 cm

5. 밸러스트 탱크의 물을 100m 떨어진 후방의 탱
크로 이동시켜 30cm의 trim 변화를 얻으려면
몇 톤의 물을 이동하여야 하는가?
(단, 매 cm trim moment는 100m-ton 이다.)
가. 25톤
사. 35톤

나. 30톤
아. 40톤

6. 배수량 5,000톤인 선박의 평균 흘수는
3.80m이다. 510톤의 화물을 더 실었을 때
평균흘수는 얼마인가?
(단, 매 cm 배수톤은 8.5톤을 적용한다.)
가. 4.25m
사. 4.35m

나. 4.30m
아. 4.40m

7. Tanker에서 Topping off 작업은 다음 어느
경우에 행하는가?
가. 탱크에 예정 적재량을 거의 채웠을 때
나. 탱크의 하역이 시작될 때
사. 탱크하역 중간 때
아. 양하 후
8. 다음 사항 중 선박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 규정
사. 해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배상
에 관한 사항 규정
아. 선박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9. 선박법상 화물이나 여객을 수송하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되는 것은?

가. 배수톤수
사.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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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톤수
아. 재화중량톤수

10. 다음 중 선박법상의 규정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가. 선적항으로 지정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이어야 한다.
나. 선적항을 선박소유자의 주소지 이외의 곳에
정할 수는 없다.
사.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
국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다.
아. 선적항이 부산이라고 할 경우 이 부산은 부
산시가 아니고 다만 부산항을 의미한다.
11. 다음 중 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가. 건조계약 체결일자
사. 선박번호

나. 선적항
아. 진수일자

12. 선박법상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제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누구
에게 국제톤수증서에 대한 변경 교부를 신
청하여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 등록지 등기소장
선박소유자의 주사업지 소재지 관할 법원장

13. 부산항에 등록을 한 길이 25m의 국제항해
에 종사하던 선박을 23m로 개조하였다. 선
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가. 20일
사. 60일

나. 30일
아. 90일

제2회

199

2013년도 문제지

항해사 3급

14. 1924년 선하증권통일협약(Hague Rule)에
서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20. 다음은 STCW협약에 규정된 항해당직 사관
의 임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옳지 않
은 것은?

가. 불가항력
사. 잠재하자

가.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적절하게 교대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를 떠나서는 안된다.
사. 선장이 선교에 있으면 모든 안전항해에 대
한 책임은 항상 선장에게 있다.
아. 당직을 인수할 자가 그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면 당직을 인계하여서는 안된다.

나. 불감항성
아. 항해과실

15. 천정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가.
나.
사.
아.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16. 개품 운송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개개의 화물의 운송 계약을 말한다.
주로 정기선 해운에 이용된다.
재운송 계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선형은 일반적으로 중형 내지 소형이며, 속
력은 중속이다.

17.다음 중 정기용선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의
미하는 Code name은?
가. GENCON
사. ASBAVOY

나. BALTIME
아. BENACON

18.항해용선계약에서 적양하 모두 관습적으로
신속하게 하역 작업을 하는 조건하에 하역
비용 및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가. FIO
사. FO

나. Berth Terms
아. CIF

19. "No cure, no pay" 원칙은 다음 중 어떤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가. 해상 보험
사. 선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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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난 구조
아. 공동 해손

21. STCW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정수 적
임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선원의 최저
연령은?
가. 16세
사. 19세

나. 18세
아. 20세

22. SOLAS협약상 팽창식 구명뗏목의 최소 정
원 요건은?
가. 5인 이상
사. 6인 이상

나. 15인 이상
아. 20인 이상

23.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경우 퇴선훈련 중
( ) 개월 마다 적어도 한번은 선원들이
구명정에 승정하여 각자 좌석에 적절하게
고정하고 실제 구명정의 이탈없이 진수절
차를 시작한다. (
)안에 맞는 것은?
가. 1

나. 2

사. 3

아. 6

24. MARPOL 73/78 협약상 총톤수 400톤 이
상의 선박이 특별해역 내에서 유성 혼합물
을 배출하기 위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유출액의 유분이 희석되지 않고 15ppm을
넘지 않을 것
나. 선박이 항행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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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조선의 화물펌프실 빌지로부터 생성되지
않을 것
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
질것
25. MARPOL 73/78 협약상 유해액체물질 중 Y
류 물질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
) 이상의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20미터
사. 30미터

나. 25미터
아. 35미터

1. 다랑어 연승 어업에서 어획된 다랑어를 즉
살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부 절단
복부 절개
척추 절단
연수부 파괴

가. 선별
사. 수세 및 물 빼기

나. 피뽑기
아. 글레이징 처리

6. 다음 중 어선 냉동기에 널리 쓰이고 있는
냉매는?
나. 탄산가스
아. 암모니아

7. 어선의 복원력이 좋고 나쁜 것을 추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나. 풍압에 의한 경사
아. 횡요 주기

8. 일반적으로 항해 중인 선박의 복원력이 감
소되는 주 원인이 아닌 것은?

어획 즉시 즉살한다.
사후경직 시간을 오래 지속시킨다.
어획 후 깨끗이 씻는다.
해수 속에 오래도록 담궈둔다.

3. 수분 함량 80％인 어육이 80％의 동결률로
동결되었다면 어체의 팽창률은 얼마 정도
인가?
가. 약 4 ％
사. 약 8 ％

5. 어획물의 동결품 제조 공정에서 동결 전의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선회에 의한 경사
사. 선박의 크기

2. 어획물의 선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처리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나. 반듯하게 눕히는 법
아. 불규칙하게 담는 법

가. 아황산가스
사. 할로겐

[어 선 전 문 ]

가.
나.
사.
아.

가. 배 세우기 법
사. 등 세우기 법

항해사 3급

나. 약 6 ％
아. 약 10 ％

4. 가공 원료로 쓰이거나 어창 속에 10일 이상
수용하는 어획물은 어떤 방법으로 어상자
에 담는 것이 좋은가?

가.
나.
사.
아.

항해 시간에 따른 선체 동요의 증대
갑판에 침입한 해수의 배수 불량
갑판에 적재한 어구가 빗물이나 해수를 흡수
선저 부분의 Tank 내에 있는 연료와 청수의
소비

9. 어획물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어획물을 어창에 선적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옳지 않
은 것은?
가. 창구의 기밀 및 출입문의 단열 상태를 점검
한다.
나. 방열 격벽을 점검한다.
사. 어창을 깨끗이 청소하고 살균할 필요는 없다.
아. 냉동장치의 작동상태와 냉각계통을 점검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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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선의 개조"에 관한 정의를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어로 장비를 보충하여 설치하는 것
나. 어선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는 것
사.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나 출력을 변경하는
것
아.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
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14. 길이 1미터의 그물실 끝에 하중을 가하여
1미터 20센티 미터로 늘어난 순간 파단되
었다면 신장율은 얼마인가?
가. 10%
사. 20%

나. 15%
아. 32.4%

15. 저인망 어구에서 길이 방향 성형률이 가장
큰 부분은?

1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계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날개
사. 자루

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
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나.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
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
사.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
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
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
급받은 날

16. 트롤 어구의 분리식 전개판에서 갓다리가
하는 역할은?

12. 어선의 제1종 중간검사의 검사 사항에 포
함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가. 어로 · 하역설비
사. 구명 · 소방설비

나. 배수설비
아. 거주 · 위생설비

13. 어구의 종류에 따른 그물실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저인망은 마찰저항은 크고, 유연성은 작은
것이 좋다.
나. 선망은 비중과 마찰저항이 큰 것이 좋다.
사. 유자망은 유연성이 큰 것이 좋다.
아. 주낙은 유연성은 크고, 비중과 마찰저항이
작은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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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나. 천장망
아. 끝자루

전개판이 원활하게 끌려가게 하는 일
전개판의 꼬릿줄과 후릿줄을 연결하는 일
끌줄과 전개판을 연결하는 일
양망 시에 전개판을 분리한 후 후릿줄과 끌
줄을 연결하는 일

17. 어업 기기를 분류할 때 수중 정보 수집에
쓰이는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군 탐지기
네트 리코더(Net recorder)
양승기
네트 존데 (Net sonde)

18. 수심이 얕은 곳에서 어군탐지기에 반사파
에 의한 다중 기록이 나타날 경우에 조절
하는 스위치는 무엇인가?
가.
나.
사.
아.

휘도 조절기
CONTRAST
감도 조절기
A/C SEA

2013년도 문제지

19.다음 중 집어등을 이용하는 어업이 아닌 것은?

가. 2

가.
나.
사.
아.

25. MARPOL 73/78 협약에서 해양오염방지설
비 등의 중대한 수리나 교환이 있을 때마
다 행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꽁치 봉수망 어업
오징어 채낚기 어업
멸치 권현망 어업
고등어 선망 어업

20.77/93 토레몰리노스협약과 가장 관계가 깊
은 것은?
가.
나.
사.
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어선의 안전 구조와 설비
해양 사고 구조의 국제협력

가. 정기검사
사. 추가검사

해

아. 5

나. 중간검사
아. 임시항행검사

제
[ 항

사. 4

3

회

]

1. 자기 컴퍼스의 자차수정을 하는 기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21. 문제 삭제
22. 77/93 토레몰리노스 협약에서 어선의 복원
성 및 내항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조업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연료, 저장물, 얼음, 어구 등을 만재하여 어
장으로 출발하는 상태
나. 어획물을 만재하여 어장을 출발하는 상태
사. 어획물을 만재하고 저장물, 연료 등을 10%
적재하여 모항에 도착하는 상태
아. 최소 어획물과 저장물, 연료 등을 적재하여
모항에 도착하는 상태
23. 77/93 토레몰리노스 협약에서 어선의 길이
75미터 이상의 경우 몇 개 이상의 구명부
환이 비치되어야 하는가?
가. 4개
사. 8개

나. 3

항해사 3급

나. 6개
아. 10개

24. MARPOL 73/78 협약 규정에 의하여 선박
의 해양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의
간격은 (
)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위치 변동에 따라 생기는 자차 변동의 폭을
감소시킨다.
나. 선체 선회시에 일어나는 카드의 회전량을
감소시킨다.
사. 카드의 안정상태를 확보한다.
아. 자차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2. 자기 컴퍼스에서 자차 측정시 나타나는
Gaussin error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올
바른 것은?
가. 측정하려는 각 선수 방위에 대하여 정침 후
약 5분 정도 경과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지자기 편차로 인한 계통오차이므로 최신판
해도의 나침도를 이용한다.
사. 방위 측정구는 정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아. 좌우로 각각 2 내지 3회씩 진동이 가장 큰
속력으로 선회한다.
3. 지구가 자전하는 각속도를 W라 할 때, 임의
의 위도 L에서의 수평분각속도는 WcosL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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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반의 선회운동
사. 선속도

나. 지반의 경사운동
아. 진동

4. 자동조타장치에서 적분동작의 기능은 무엇
인가?

가. 나침도 나. 조석표 사. 표제 아. 수로도지
10. 어느 지역의 조석이나 조류의 특징을 무엇
이라고 하는가?
가. 와류

가. 복원타의 이득을 조정한다.
나. 제동타의 이득을 조정한다.
사. 일정한 바람이나 파도로 인한 정상 오차
(Offset)를 수정한다.
아. 날씨에 대한 이득을 조정한다.
5. IALA 해상부표식에서 등질이 복합 군섬광인
것은?
가. 좌현표지
사. 항로우선표지

나. 우현표지
아. 특수표지

나. 조신

사. 반류

아. 게류

11. 해도상에서 산이나 건물 등의 높이의 기준
이 되는 해면은?
가. 평균수면
사. 기본수준면

나. 평균고조면
아. 평균저조면

12. 교차방위 측정시 주의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6. IALA 해상부표식에 있어서 B 지역에서 우현
표지의 등부표의 두표 형상은?

가.
나.
사.
아.

가. 다이아몬드형
사. 원추형

13. 다음 위치선 중 일반적으로 가장 정밀도가
낮은 것은?

나. 사각형
아. 원통형

7.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중 항 입구 부근에서
홍색부표가 발견되었다. 이 부표는 무슨 뜻
의 표지인가?
가.
나.
사.
아.

측방표지로서
측방표지로서
방위표지로서
방위표지로서

좌현표지이다.
우현표지이다.
북방위표지이다.
남방위표지이다.

8. 우리나라 해도에서 기준면이 기본 수준면인
것은?
가. 안선
나. 등대의 높이
사. 자연 물표의 높이
아. 간출암
9. 해도에 표시된 수심, 높이의 단위를 알아보고
자 한다. 다음 중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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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되도록 짧은 시간내에 관측한다.
방위의 변화가 빠른 것을 먼저 관측한다.
등대의 주기가 긴 것부터 관측한다.
3개 이상의 물표를 관측함이 좋다.

방위에 의한 위치선
수평거리에 의한 위치선
수심에 의한 위치선
수평협각에 의한 위치선

14. 2개의 방위선에 의한 교차방위법에서 선위
오차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가.
나.
사.
아.

위치선의 교각의 cosec에 비례한다.
위치선의 교각의 sin에 비례한다.
방위의 오차의 cosec에 비례한다.
두 물표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15. 점장방위와 대권방위의 관계를 바르게 설
명한 것은?

2013년도 문제지

가. 대권방위는 점장방위에 자오선 집합차의
1/2을 가감한 것이다.
나. 대권방위는 점장방위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의 위도차의 1/2을 가감한 것이다.
사. 대권방위는 점장방위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의 위도 차이를 가감한 것이다.
아. 대권방위와 점장방위는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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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쾌청한 날씨에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니 선
수휘선상에 물표가 3마일 떨어져 나타나
있다. 망원경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 물
표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영상은 무엇에 의
한 가짜상으로 볼 수 있는가?
가. 제2차 소인 반사
사. 간접 반사

나. 측엽 반사
아. 다중 반사

16. 제1관측시로부터 제2관측시까지의 항주거
리가 제2관측시의 목표로부터 선박까지의
거리와 같은 격시관측위치 결정 방법은?

21. ARPA자동탐지시 목표물 과잉경보를 울리
는 반사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교차방위법
사. 4점 방위법

가. 해면
사. 고립된 물표

나. 수평협각법
아. 정횡거리법

17. 시진방위각법에서 태양방위각표를 이용하
여 천체의 방위각을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
야 하는가?
가. 위도, 적위, 고도
나. 위도, 날짜
사. 위도, 적위, 지방시시 아. 위도, 적위, 세계시
18. 자오선 고도위도법에서 극하 정중인 경우
에 위도를 구하는 공식은?
(단, L = 위도, d = 적위, z = 정거,
h = 고도, p = 극거)
가. L = z + d
사. L = z - d

나. L = d - z
아. L = h + p

19. 천체 관측시에 주의할 사항을 기술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가. 수평선이 불명료하면 안고를 높여서 관측한다.
나. 안고에 오차가 예상되면 안고를 낮추어 관측
한다.
사. 수온과 기온의 차이가 심하면 안고를 낮추어
관측한다.
아. 파고가 높은 경우에는 안고를 낮추어 관측한
다.

나. 낮은 구름
아. 밀집된 어선군

22. 레이더 플로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요
소가 아닌 것은?
가. 타선의 진침로
사. 최근접점의 거리

나. 타선의 피항침로
아. 타선의 진속력

23. 레이더에서 펄스 파의 송신과 수신을 절환
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Magnetron
사. Duplexer

나. Trigger generator
아. Selsyn motor

24.일반적으로 레이더에 있는 성능점검 스위치
(TEST)를 조작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가. 전원 전압
나. 입력신호 강도
사. 주요부의 공급전압 아. 마그네트론 전류
25. 다음 중 대양항해를 위한 항해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가. 만재흘수선 해역도
나. 장거리 기상정보를 위한 Safety Net
Service 방송
사. 대권항로를 작도할 심사도법 해도
아. 특별 항행규칙의 조사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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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용

]

6. Tactical diameter는 원침로에서 몇 도 회전
했을 때의 횡이동 거리인가?

1. 다음은 늑골(Frame)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외판 전개도에는 Frame number가 기재되
어 있다.
나. Frame number는 선미수선을 0번으로 하
여 선수를 향하여 붙여 나간다.
사. 표준 Frame space는 배의 길이에 따라 정
해진다.
아. 모든 선박은 그 Frame space를 표준
Frame space보다 작게 할 수 없다.
2. 다음 중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톤수로 등
록세, 도선료, 계선료, 부두사용료의 기준
이 되는 것은?
가. 재화중량톤수
사. 순톤수

나. 배수톤수
아. 총톤수

3. 각종 Rope의 안전사용 하중은 보통 파단력
의 얼마인가?
가. 1/2
사. 1/6

나. 1/3
아. 1/12

4. 전진 중 전타시작의 위치(WOP)에서 선회권
중심까지의 원침로 상에서 측정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Advance
사. Reach

나. Transfer
아. Tactical diameter

5. 선박의 조종운동성능을 추정하는 데에는 보
통 두 가지 지수가 있다. 맞는 것은?
가.
나.
사.
아.

선회성
선회성
선회권
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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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추종성
저항성
추종성

지수
지수
지수
지수

가. 360°
사. 180°

나. 270°
아. 90°

7. 선박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가장 영향을 많
이 받는 저항은?
가. 조파저항
사. 조와저항

나. 마찰저항
아. 공기저항

8. 배수량 등곡선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
은 것은?
가. 종축의 흘수값으로부터 모든 곡선값을 횡축에
서 찾도록 되어 있다.
나. 각종 곡선의 횡축상의 단위는 단일 단위이다.
사. 흘수에 대한 배수량, Tcm, Mcm, KM을 알
수 있다.
아. 선박계산에 필요한 정수력학적인 자료가 들어
있다.
9. 다음 중 항해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원성 변
화 요인으로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은?
가.
나.
사.
아.

배수량의 감소
연료, 청수 등의 소비로 인한 중심위치 상승
유동수의 발생
갑판적 화물의 해수 흡수

10. 표준 해수 중에 떠 있는 배수량 10,000톤의
선박에 길이 12m, 폭 10m의 자유표면을 가
지는 청수가 탱크에 있을 경우, 유동수 영향
으로 인한 GM의 감소량은 얼마인가?
가. 10.0cm
사. 14.0cm

나. 12.0cm
아. 16.0cm

11. 항해 중 당직사관이 교대할 시간에 타 선박
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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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직교대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차직 항해사가 그 상황을 즉시 인수한다.
나. 차직 항해사와 당직 항해사가 그러한 조치
를 동시에 수행한다.
사.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교대되어
야 한다.
아. 그러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교대가 연기
되어야 한다.

가. 기밀 작용
사. 연소 작용

항해사 3급

나. 냉각 작용
아. 윤활 작용

17. 보일러의 압력이 규정 압력보다 상승할 때
자동적으로 증기를 분출시키는 밸브는?
가.
나.
사.
아.

안전
역지
수트
정지

밸브(Safety valve)
밸브(Check valve)
블로워(Soot blower)
밸브(Stop valve)

12. 항해중 당직사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가. 항상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일
나.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고 침로를 결정하는 일
사. 항해 장비의 성능, 사용에 관한 철저한 지식
을 갖추는 일
아. 적재하고 있는 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
13. 대기 대순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가. 지표면의 기압분포 나. 지표면의 기온분포
사. 해륙의 분포
아. 태양고도의 연변화

18. 임의 좌주(Beaching)시 고려해야 할 기술
적인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 임의 좌주할 해안은 저질이 선저 손상이 적
은 모래인 곳이 좋다.
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만조시를 택하여
임의 좌주시킨다.
사. 임의 좌주시 조선은 사전에 투묘를 하고 난
다음에 임의 좌주시킨다.
아. 해안선과 평행으로 임의 좌주시킨다.
19. 선측에 파공이 발생했을 때 외판에 부착하
여 방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14. 온난한 해면상에서 한랭한 해면상으로 이
동하는 습윤한 공기에서 발생하는 안개에
해당하는 것은?

가. Collision mat
사. Hook bolt

가. 증기무
사. 복사무

20. 의식불명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방법 중 틀
린 것은?

나. 전선무
아. 이류무

15. 넓은 범위에 걸쳐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수평방향으로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질 경우,
이와 같은 공기의 커다란 덩어리를 무엇이
라 하는가?
가. 기단
사. 바람

나. 전선
아. 안개

16. 다음 중 윤활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나. Breeches buoy
아. Canvas

가. 환자의 외모에 나타난 증상을 관찰한다.
나. 탈수에 의한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음료수를
먹인다.
사. 맥박을 측정하여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아. 수평으로 눕히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21. 의식이 있는 부상자에게 체위를 결정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가. 환자가 편안한 자신의 체위를 결정하게 한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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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듯이 눕힌다.
사. 엎드리게 한다.
아. 얼굴을 옆으로 하여 반듯이 눕힌다.
22. 국제 신호서에 의한 신호로 4자리의 숫자
앞에 "T" 가 오면 숫자는 다음 중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 위도
사. 지방시

나. 경도
아. 세계시

23. 위성 EPIRB를 선교 갑판상에의 자유부상
형 지지대에 설치하였을 때 모드 스위치는
어느 위치에 맞춰 놓아야 하는가?
가. OFF
사. AUTO

나. MANUAL
아. TEST

24. 부하 직원이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가.
나.
사.
아.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복종한다.
감정적인 이유에서 복종한다.
자신의 취약점 때문에 복종한다.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므로 복종한다.

25. 의사 결정 방법 중 관리자의 인격에서 우
러나와 부하 직원을 감독하는 통솔법을 무
엇이라 하는가?
가.
나.
사.
아.

리더십(Leadership)
헤드십(Headship)
팔로워십(Followship)
비헤이비어십(Behaviorship)

[ 법

규

]

1.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항로항행선에 대한 피항의무
나. 항로 안에서 병렬항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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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주칠 때의 우측항행
아. 범선의 지그재그 항행 금지
2. 선원법상 시신을 수장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이 공해 상에 있을 것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것
원칙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의사가 승선한 선박은 사망진단서가 작성될 것

3. 다음은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
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올바르
지 않은 것은?
가.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승무원을 승선시
키고 있는 경우 즉시 그 선박에 항행정지를
명한다.
나.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은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사.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의 소
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아. 국제협약이 정한 항해당직 기준의 이행 여
부를 검사할 수 있다.
4. 선박안전법상 여객에 포함되는 자는?
가. 만 1세의 어린이
사. 운항관리자

나. 검역공무원
아. 도선사

5.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건조후 최초로 항행에
사용될 때 받는 검사는?
가. 건조검사
사. 정기검사

나. 임시검사
아. 부정기검사

6.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
이 있을 때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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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법원
사. 대법원

나. 고등법원
아. 행정법원

가. 통항분리수역
사. 항로지정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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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로
아. 통항로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적용범위에 속
하지 않는 것은?

12. 다음 중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선박은?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나.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
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해
저광구
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에서의
방사성 물질

가. 대한민국 영해
나. 대한민국 영해
외국적 선박
사. 대한민국 영해
아. 대한민국 영해

8.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이 아닌 선박의 기
관실로부터 기름 배출 허용요건이 아닌 것
은?
가. 유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리터 이하
일것
나. 유출액 중의 유분이 15ppm 이하일 것
사. 선박이 항행중일 것
아.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할 것
9.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가. 항해과실
사. 선박화재

나. 상사과실
아. 불가항력

10. 해상법상의 직접 충돌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닻줄과의 접촉
계류삭과의 접촉
통항선의 추진기류에 의한 계류삭의 파손
외판 도색작업을 위한 선박과의 접촉

11. 다음 중 해사안전법에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
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안에 있는 외국적 선박
및 내수가 아닌 해역에 있는
바깥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제한선을 설
명한 것은?
가. 어떤 예외적인 사정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
를 피할 수 없는 선박
나. 종사하고 있는 작업의 성질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사. 강조류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피할 수 없는
선박
아. 기관 혹은 조타기가 고장난 선박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는 것은?
가. 낚시대를 이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
나. 항구와 어장 사이를 항해 중인 어선
사. 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고 있
는 선박
아.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그물을 이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다음 중 모든 시
정 상태에서 적용되는 항법 규정에 해당하
는 것은?
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사. 횡단 항법

나. 추월 항법

아. 마주칠 때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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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을 피하기 위
한 동작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가. 2, 1, 2
사. 2, 1, 3

가.
나.
사.
아.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시계 내에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의 기적신호가 2
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들린다. 이 선박은?

적극적인 동작
조기에 행하는 동작
우선 우현변침을 시도하는 동작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의한 동작

17. 다음 중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박의
항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실행 가
능한 한 자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로의 바깥
쪽 한계에 접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 범선 및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연안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 해상교통분리수역의 끝 부근 수역을 항해하
는 선박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항해하여
야 한다.
아. 좁은 수로 및 해상교통분리수역의 안에서
가능한 한 정박하여서는 아니된다.
18.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
지 않는 것은?

나. 1, 1, 2
아. 4, 2, 1

가. 항행중인 동력선
사. 끌려가고 있는 선박

나. 흘수제약선
아. 얹혀있는 선박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신호를 알리
는 섬광의 지속시간은 약 (
)초이고
섬광간의 간격은 약 (
)초이며, 연속
신호간의 간격은 (
)초 이상이 되어
야 한다." 세 개의 (
) 안에 각각 들어
갈 숫자는?
가. 1, 2, 6
사. 2, 2, 10

나. 2, 1, 10
아. 1, 1, 10

22.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전부 마스트등의
앞쪽에 현등을 설치할 수 없는 선박의 길
이는 최소 몇 미터 인가?
가. 12미터 나. 20미터 사. 50미터 아. 100미터

가. 통항로에 출입시엔 가능한 한 통항로가 끝나
는 곳에서 출입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통항로를 횡단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불가피할 때는 진행방향에 대하여 소
각도로 횡단해야 한다.
사. 통항로가 끝나는 구역에서 항행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아. 통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가능한 한 통
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능력이 제한
되어있는 선박이 표시하는 주간형상물은?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음향신호에 관한
내용 중 시정이 제한된 수역에서 동력선이
항행중 대수속력이 있을 때에는 (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
)회
를, 대수속력이 없을 때에는 장음 (
)회
를 울려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쌍끌이 트롤망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
나. 다른 어선의 바로 근방에 건착망 어로에 종
사중인 선박
사. 무배수량의 상태로 항행중인 에어쿠션선
아. 수중작업종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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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형 2개
사. 원통형 1개

나. 구형-마름모꼴형-구형
아. 구형 3개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수직선상 상하로
홍, 백의 등화와 그 하부에 황색 섬광등 2
개를 표시하고 있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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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200미터 이
상인 선박의 기적소리는 가청범위가 적어
도 몇 마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4.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Have heaving line (
) at pilot
ladder."

가. 1마일
사. 3마일

가. ready
사. made

[ 영

나. 2마일
아. 5마일

어

]

1.What is the following?
"A route which has been specially
examined to ensure so far as possible
that it is free of dangers and along
which ships are advised to navigate."
가. Seperate zone
나. Recommended track
사. Traffic lane

아. Roundabout

나. rigged
아. lower

5. What is the most effective extinguishing
agent for combatting the fire in the
following communication?
A
B
A
B

:
:
:
:

"Where is the fire?"
"Fire is in No. 5 hold."
"What is on fire?"
"Timber on fire."

가. water

나. carbon dioxide

사. foam

아. dry chemical

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instruction to haul or
pull on board all but essential lines
mentioned, so that ship can be ready to
leave the quay or berth."

6. Select the most correct words in the
blank.
Capt. : Where can I take pilot?
Pilot stn. : You can take pilot at ( ).
(ALFA 등대에서 185˚방향으로 1.5마일 지점)

가. Let go
사. Single up

가. one decimal five miles from ALFA
L.H.,185 degrees.
나. in 185 degrees, 1.5 miles off ALFA
L.H.
사. 185 degrees, 1.5 miles from ALFA L.H.
아. from ALFA L.H. 185 degrees and 1.5
miles away.

나. Heave up
아. Make fast

3. Pilot : What range scale are you using in
your rader?
Duty officer : Three miles range, sir.
Pilot : Please change to larger range scale.
What range scale should be for the above
pilot's request?
가. 1.5 miles range scale
나. 6 miles range scale
사. 12 miles range scale
아. more the 3 miles range scale

7. Select the phrase which has not any
relation with the following message.
"I am a hampered vessel."
가.
나.
사.
아.

a
a
a
a

vessel
vessel
vessel
vessel

in cable laying operation.
at a berth.
which is dredging.
in fishing operation.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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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You are approaching a strange port for the
first time. If you do not know whether
the pilotage is compulsory or not, what
do you say ?

of a celestial point from a terrestrial
point. It is usually measured from 000˚
at the reference direction clockwise
through 360˚."
가. Azimuth
사. Angle

나. Zenith
아. Track

(Your vessel's name is Utopia.)
"Port control, this is Utopia.(

)"

가. Must I take a pilot?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squall line, or line of sharp changes
of wind, is very often associated with a
(
)."

나. Is pilotage suspended?
사. Is pilotage resumed?

가. warm front
사. occluded front

아. Is the pilot available?
9.Fill the blank:
You must anchor (
가. clear of
사. clear from

) the fairway.
나. clear apart
아. clear for

10. They agree at once to send a Search
and Rescue helicopter with a doctor to
look after the casualties. The underlined
part means:
가.
나.
사.
아.

case of death in an accident
ships involved in the accident
unmanned wreck afloat
derelict adrift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Crossed the meridian of 180˚ into ( )
longitude at Lat. 43˚N. Thursday July 12
was repeated.
가. north
사. west

나. east
아. south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horizontal direction

212

제3회

나. stationary front
아. cold front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vessel situated in front of the path
of cyclonic
storm
will
commonly
experience long, heavy swell, (
)
barometer with heavy rain, and
increasing winds.
가. raising
사. falling

나. rising
아. remaining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vessel with small metacentric height is
(
).
가. stiff ship
사. small ship

나. tender ship
아. large ship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tonnage on which all dues to be
paid by ships are assessed is the ( )."
가.
나.
사.
아.

gross tonnage
deadweight tonnage
displacement tonnage
net tonnage

2013년도 문제지

17. Choose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Lashed (
) everything movable in
holds and on decks.
가. by

나. to

사. up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n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is dealing with the seaworthiness of
ships is (
)."

아. on

18. In determining a safe speed of a ship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except;
가. the state of visibility
나. the presence of background light at night
사. the manning state on bridge
아. the proximity of navigational hazards
19. Select a word which has the most
similar meaning to the under lined part.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ny risk
of collision or not the assumptions shall
not be made on the basis of scanty
information, especially scanty radar
information."
가. sensitive
사. random

항해사 3급

나. barely sufficient
아. doubt

가.
나.
사.
아.

the
the
the
the

MARPOL Convention
STCW Convention
SOLAS Convention
ILO Convention

23. The bill of lading has been defined as
a receipt for goods shipped on board a
ship, signed by the person (or his
agents) who contracts to carry them,
and stating the terms on which the
goods were delivered to and (
) by
the ship.
가. loaded
사. discharged

나. received
아. transported

24. I wish to ( A ) your kin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above vessel was in
all respects at your ( B ) to load
cargo at the port.

20.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Every wrongful act wilfully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against their vessel
and her cargo" defines (
).

가.
나.
사.
아.

가. negligence
사. piracy

25. Fill the blank:
British freighter M/V Aden came (
collision with our starboard bow.

나. barratry
아. abandonment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Bill of Lading is a stamped document
signed by the (
) for goods on
board.
가. chief officer
사. consignee

나. shipper
아. master

A
A
A
A

:
:
:
:

가. into

make,
call,
invite,
send,

B : option
B : disposal
B : selection
B : deposit

나. by

[ 상 선 전 문

사. to

)

아. on

]

1. Oil tanker의 Cargo oil tank 내부구조 중에
서 유동성 액체의 요동을 가능한 한 줄이
기 위하여 설치된 격벽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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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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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room bulkhead
Transverse bulkhead
Swash bulkhead
Collision bulkhead

2. 선수흘수 5.50m, 선미흘수 6.50m의 선박에
서 A.P.T.의 청수 100톤을 F.P.T.로 이동하
였다면, 선수흘수는 대략 어떻게 되겠는가?
(단, 부면심은 선체 중앙에 있고, 상기 탱
크사이의 거리는 50m, Mcm는 50m- ton,
그리고 배의 수선간장은 80m이다.)
가. 4.40m
사. 5.65m

나. 4.95m
아. 6.00m

6. 선적화물의 검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선적화물의 검량은 Sworn measurer가 한다.
나. 검재는 운임건을 검측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 검재는 화물의 실체적을 검측하고 선창의 용
적을 측정 하지 않는다.
아. 석탄, 석유와 같은 벌크화물은 화물의 적양하
현장에서 검량한다.
7. 화물유 펌프와 관계된 용어로서 펌프 또는
파이프 속의 압력이 화물유의 포화증기압
이하가 되어 액체가 기화하는 현상을 무엇
이라 하는가?

3. 수선간장 150m, 형폭 20m의 선박이 7m의
등흘수로 표준해수 중에 떠 있다. 이 선박
의 매 cm 배수톤은 약 얼마인가?
(단, 수선면적계수(Cw)는 0.6이다.)

가.
나.
사.
아.

가. 17.45톤
사. 19.45톤

8. 다음 중 선박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나. 18.45톤
아. 20.45톤

Hammering (수격 현상)
Surging (격동현상)
Cavitation (공동현상)
Evaporation (증발현상)

4. 선체길이 방향으로 w톤의 화물을 d미터 이
동시 트림(t)을 구하는 식은? (단, M.T.C :
매 cm 트림 모멘트)

가. 기선

가.
나.
사.
아.

가. 국기 게양권
사. 연안 무역권

t
t
t
t

=
=
=
=

(d ×M.T.C)/w
M.T.C/(w ×d)
(w ×d)/M.T.C
(w ×M.T.C)/d

5.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표에서 W는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
가.
나.
사.
아.

열대
하기
동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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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
만재흘수선
흘수선
흘수선

나. 범선

사. 노도선

아. 부선

9. 선박법상 한국 선박의 특권이 아닌 것은?
나. 불개항장 기항권
아. 원양 항해권

10. 선박법의 선적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
는 것은?
가. 선적항이란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 및 등
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는 곳이다.
나. 선적항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 읍, 면으로 정한다.
사. 선적항은 원칙적으로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
지에 정한다.
아. 선적항은 선박의 개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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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선박의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선박의 공시방법으로는 등기와 등록이 있다.
나. 선박의 공시제도는 선박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 선박의 공시제도는 선박의 국적 증명과 소
유권, 저당권 등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 선박의 등기제도는 선박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해사 3급

더라도 화주는 선적의 의무가 없다.
나. 해약일까지 적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화주
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 선주측의 사정으로 계약 화물량을 적재하지
못한 경우 선주는 dead freight를 지불해야
한다.
아. 운임산정 기준으로서의 수량은 통상 선적량
또는 양륙양에 따른다.
16. 용선자(charterer)가 선박을 임대차하고 선
원을 고용하여 운항하는 계약방식은?

12.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선박법에
서 정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가. 개품 운송계약
사. 정기 용선계약

가.
나.
사.
아.

17. 선박이 도착한 경우, 적재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
정도를 확인하고 원인을 밝혀 책임의 소재
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검사는?

총톤수 측정 → 등기 → 선적항 결정 → 등록
선적항 결정 → 총톤수 측정 → 등기 → 등록
선적항 결정 → 등록 → 총톤수 측정 → 등기
등기 → 총톤수 측정 → 선적항 결정 → 등록

나. 항해 용선계약
아. 나용선 계약

13.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가. Hatch Survey
사. Condition Survey

가.
나.
사.
아.

18. ITC (Hulls)약관상 선원 및 도선사의 과실
에 기인한 선박의 멸실 혹은 손상에 대해
보상해 주는 약관은?

국제 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증서이다.
국제 총톤수만을 기재한 증서이다.
국제 순톤수만을 기재한 증서이다.
국제 총톤수 및 순톤수 그리고 적재중량톤
수를 기재한 증서이다.

가. 손해방지약관
사. 소손해공제약관

나. Stowage Survey
아. Draft Survey

나. 위험약관
아. 항해약관

14. 선하증권 가운데 수화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
), 기재되지 아니한 것을 (
)
이라 한다. (
) 안에 적합한 것은?

19. 선박보험에 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나. 전손선박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에 대
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대위라 한다.
사. 선박보험계약은 통상 기간보험 형태로 체결한다.
아. 선박보험에서의 위부는 전손 및 분손에 모두 적
용된다.

Clean B/L, Foul B/L
Straight B/L, Order B/L
Through B/L, Ocean B/L
Shipped B/L, Received B/L

15. 항해용선계약의 일반적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가. 용선계약서상의 선적 예정일 이전에 입항하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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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적어도 몇 개 이
상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가?

가. 선장
사. 각 부서장

나. 기관장
아. 전 선원

[ 어 선 전 문 ]
가. 5개

나. 7개

사. 10개

아. 15개

21. SOLAS 협약에서 조타장치의 통상점검 및
시험 외에 비상시의 조타장치의 조작을 위
하여 적어도 몇 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하여야 하는가?
가. 1개월 나. 2개월 사. 3개월 아. 6개월
22. SOLAS협약상 총톤수 몇 톤 이상의 선박에
1개 이상의 국제육상시설 연결구를 비치하
여야 하는가?
가. 100톤 나. 200톤 사. 500톤 아. 1,000톤
23. SOLAS협약상 Fire Control Plan에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은 것은?
가. 휴대식 소화기의 용량 나. 화재 탐지 장치
사. 소화설비 구획실
아. 송풍기 제어 장치
24.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게 구조지
원을 해야 할 특정한 의무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협약은?
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25. ISM Code의 특성으로 볼 때 선박에서 부
적합사항의 식별 및 보고에 관한 업무는
누구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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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에서 잡은 어류들의 선도 판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비휘발성 염기 질소량 측정
어육의 전기 저항도 측정
pH값 측정
비휘발성 환원 물질 측정

2. 어패류의 사후변화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가. 해당작용 - 사후 경직 - 해경 - 부패
나. 해당작용 - 해경 - 사후 경직
자가 소화
사. 해당작용 - 자가 소화 - 부패 - 해강
아. 해당작용 - 부패 - 자가 소화
사후 경직

자가 소화
- 부패 사후 경직
- 해경 -

3. 선상에서 어획물을 처리하는 요령으로 틀린
것은?
가. 어창 속에 적재할 때에는 어획 시기와 선도가
비슷한 것끼리 수용한다.
나. 산 채로 어획된 대형어는 가능한 한 그 상태
로 보관하면 사후경직 시간이 연장된다.
사. 미생물의 발육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
법은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아. 고기를 담은 어상자를 어창 안에 적재할 때는
일반적으로 선미에서 선수쪽으로 쌓아간다.
4. 다음 중 어선 냉동기에 널리 쓰이고 있는
냉매는?
가. 아황산가스
사. 할로겐

나. 탄산가스
아.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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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질된 고등어를 먹고 난 뒤 일어나는 알레르
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가. 보툴리눔균
사. 시구아테라 독소

나. 비브리오균
아. 히스타민

6. 어획물의 저온 저장 방법 중 냉각해수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냉각속도가 빠르다.
나. 얼음이 필요 없다.
사. 하층의 어체가 압력에 의하여 손상되는 일
이 없다.
아. 급속 동결로 소형선에 적합하다.
7. 선박 Tank의 유동수에 의하여 GM이 감소할
때의 초기 복원력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단, I : 유동수 자유표면 중심을 지나는
선미 방향에 대한 관성 Moment, d' : 유동
수 밀도, W: 선박의 배수톤수)
가. W(GM-id'/W)sinθ 나. W(GM-id'/W)cosθ
사. W(GM-id')sinθ

아. W(GM-id')cosθ

8. 항해 중인 어선에서 보통 때 보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복원성이 불충분
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잘못 기술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횡요가 잘 일어나고 선체 동요가 감소할 때
나. 타를 사용하여 회두하는 경우 선체가 크게
경사할 때
사. 한쪽 현으로부터 돌풍을 받는 경우 선박이
크게 경사할 때
아. 횡요가 잘 일어나지 않고 횡요 주기가 길 때
9. 일반적으로 항해 중인 선박의 복원력이 감
소되는 주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항해 시간에 따른 선체 동요의 증대
갑판에 침입한 해수의 배수 불량
갑판에 적재한 어구가 빗물이나 해수를 흡수
선저 부분의 Tank 내에 있는 연료와 청수의
소비

10. 다음 중 어선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멸실, 침몰, 해
체 되었을 때
나. 어선이 낚시 어업을 할 때
사. 선박국적증서 검인에 불응할 때
아. 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고 있을 때
1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내
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차례 이상 연
장할 수 있다.
나.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
에 있는 경우는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사. 해당 어선이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는 5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아.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
에 있어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
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어선의 검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느 것인가?
가. 수산업법
사. 어선법

나. 선박법
아. 선박안전법

13. 합성 섬유로 만든 그물감에서 참매듭이 사
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 매듭 강도가 약하다.
나. 매듭의 마모가 크다.
사. 매듭이 잘 밀린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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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매듭에 소요되는 그물실이 많다.
14. 혼연 그물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씨줄 사이로 날줄을 통과시켜서 꼰 것이다.
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섬유 홑실들을 합쳐 꼰
것이다.
사. 다양한 굵기의 홑실을 꼬아서 이룬 그물실이다.
아. 홑실과 겹실의 꼬임을 달리하여 구성한 그물실
이다.
15. 트롤 조업을 할 때, 어구의 전개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을 받는 방향으로서 가장 합
리적인 것은?
가. 정선수
사. 좌현 선미 45˚

나. 정선미
아. 우현 선미 45˚

16. 라디오 부이, 전파 반사체 등이 매우 유효
한 부속 어구로서 사용되는 어업은?
가. 저인망 어업
사. 연승 어업

나. 트롤 어업
아. 봉수망 어업

가.
나.
사.
아.

암석일 경우 더 뚜렷하고 폭도 넓다.
펄일 경우 약하고 기록의 폭이 넓다.
펄일 경우 2차 기록이 나타날 수 있다.
암석일 경우 위로 뾰족하다.

20.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의 국제어선안전증
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규칙에 규정된 기간
되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에 따라 증서가
사. 선박의 양도에 의해
아. 선박의 양도에 의해

내에 관련 검사가 완료
이서되지 아니한 경우
기국이 변경되는 경우
선주가 변경되는 경우

21.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상 생존정의 이용
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비상 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신속한 취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사. 생존정은 5˚의 종경사 및 10˚의 횡경사에서
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수할 수 있을 것
아. 다른 생존정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17. 외끌이 기선 저인망을 투망할 때 가장 먼
저 투입하는 것은?

22.77/93 토레몰리노스 협약에서 방수복이 제
공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맞는 것은?

가. 자루그물
사. 후릿줄

가. 모든 선원
사. 모든 탑승자

나. 부표가 달린 끌줄
아. 멍엣줄

18. 발신 주파수가 높으면 어군 탐지기의 성능
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
나.
사.
아.

거리 분해능이 좋다.
탐지 거리가 크다.
탐지 범위가 넓다.
감쇠가 적고 반사 강도는 크다.

19. 해저 바닥이 암석일 경우와 펄일 경우, 어
군탐지기에 나타나는 기록 또는 영상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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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정 요원
아. 구명정 요원

23. STCW-F 협약에서 당직 책임사관의 항해
상의 임무와 책임 중 그 역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당직을 정당하게 교대할 때까지 어떠한 상
황에서도 조타실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선장이 조타실에 있더라도 당직 책임사관에
게 그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특별히 통지
하고 이것이 상호간에 이해될 때까지는 그
선박의 안전항해에 대하여 계속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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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에 관련하여 취할 행동에 대하여 의문
이 있을 때는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 당직을 인수할 다음 당직자가 당직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
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당직을 인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에 당직 책임사관은 선장
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4. MARPOL 73/78 협약에서 IOPP 증서의 효
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어선 소유자의 변경 나. 유효 기간의 만료
사. 정기 검사의 미필
아. 어선 국적의 변경

가.
나.
사.
아.

북단에서
북단에서
서단에서
서단에서

보아
보아
보아
보아

항해사 3급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3. 자이로 컴퍼스에서 속도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침로는?
가. 북침로(000°)
사. 북동침로(045°)

나. 동침로(090°)
아. 남동침로(135°)

4. 다음 Sextant의 오차 중 수정이 불가능한
오차는 어느 것인가?

25. MARPOL 73/78 협약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크기는 총톤수 몇 톤 이상인가?

가. 수직차
사. 기차

가. 100 톤
사. 300 톤

5. 종이 해도상에 표시하는 서방위표지의 도색
을 옳게 표시한 것은?

나. 200 톤
아. 400 톤

가. BY

제
[ 항

해

4

회

]

1. 어느 물표의 나침방위를 측정한 결과가 아
래 표와 같다면 선수 방위가 SW인 경우의
자차는?

가. 3°E
사. 6°W

나. 3°W
아. 9°W

2. 보텀 헤비(Bot2tom heavy)식 자이로 컴퍼스
에서 로터 축의 회전 방향은?

나. 중심차
아. Side Error

나. BYB

사. YB

아. YBY

6. IALA 해상부표식의 B지역에서 표지의 우측
에 암초 등 장해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
지의 도색은?
가. 흑색

나. 녹색

사. 홍색

아. 백색

7. 원추형 두표 2개의 꼭지점이 모두 아래쪽을
향해 게양되어 있는 방위표지의 명칭과 표
지의 색상을 옳게 표현한 것은?
가.
나.
사.
아.

북방위표지로서
남방위표지로서
북방위표지로서
남방위표지로서

상부
상부
상부
상부

흑색,
흑색,
황색,
황색,

하부
하부
하부
하부

황색
황색
흑색
흑색

8. 항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사항을 항행
통보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원판에서 개보
하는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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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판

항해사 3급

나. 재판

사. 보도

아. 소개정

가. 125°40'E
사. 135°40'E

나. 125°40'W
아. 135°40'W

9. 다음 중 수로서지가 아닌 것은?
가. 등대표
사. 해도

나. 태양방위각표
아. 근해 항로지

16. 점장위도 항법에서는 침로가 90˚ 또는 270
˚에 가까우면 오차가 커진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1. 조차의 변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가. 항법 자체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지구를 진구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사. 침로가 동ㆍ서에 가까우면 변경이 커지기 때
문이다.
아. 점장변위의 오차가 변경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 달의 위상
사. 조화상수

17. 방위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다음의 수면 중 가장 낮은 것은?
가. 소조의 평균저조면
사. 평균수면

나. 평균저조면
아. 기본수준면

나. 태양의 적위
아. 월조간격

12. 다음 중 선위측정 목표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 입표

나. 등표

사. 등대

아. 등부표

13. 선박이 나침로 270°로 항해하고 있다. 이
때 Dev.이 3°W이고, 이 해역의 Var.이 2°E
일 경우에 이 선박이 실제 항해하고 있는
True Co.는 몇 도인가?
가. 268°

나. 269°

사. 270°

아. 273°

14. 다음은 조류가 강한 협수로를 항행할 때
침로의 선정 및 항행상의 주의사항이다. 옳
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항법(통항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실행가능하면 수로의 우측을 통항한다.
역조의 초기에 통항을 시작한다.
선수방향에 현저한 항진목표를 선정한다.

15. 어떤 선박이 경도 130°10'E의 지점에서 동
쪽으로 변경 5°30'으로 항주하였다. 도착지
의 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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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몰방위각법은 위도와 고도를 알고 출몰방
위각을 구하는 방법이다.
나. 시진방위각법은 위도, 적위 및 자오선각을
알고 방위각을 구하는 방법이다.
사. 고도방위각법은 고도, 적위 및 자오선각을
알고 방위각을 구하는 방법이다.
아. 북극성방위각법은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를
알고 북극성의 방위각을 구하는 방법이다.
18. 자오선 고도위도법으로 위도 계산시 L = Z
+ d인 경우는?
단, L은 위도, Z는 정거, d는 적위이다.
가.
나.
사.
아.

L,
L,
L,
L,

d가
d가
d가
d가

동명이고, L>d인 경우
동명이고, L<d<90˚ - L인 경우
동명이고, L<d 및 90˚ - L<d인 경우
이명인 경우

19. 3월 25일 세계시(GMT) 19시 30분을 경도
131° 30‘E에서의 지방평시(LMT)로 나타내면?
가. 3월 25일 04시 16분
나. 3월 2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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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월 26일 04시 16분

으로 한다. 다음 중 주국의 8번째와 9번째
펄스사이의 간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 3월 26일 10시 16분
20. 레이더 화면상에서 간접반사로 인한 거짓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 거리범위를 바꾼다.
사. 변속한다.

나. 변침한다.
아. 플로팅한다.

21. 레이더의 최대탐지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500 ㎲
사. 1,500 ㎲

가. 안테나를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 설치한다.
나. 이득 (GAIN)이 높은 안테나를 사용한다.
사. 최대탐지거리를 배로 하기 위해서는 송신전
력을 2배로 하면 된다.
아. 수신기의 감도를 높인다.
22. 레이더에서 거리 선택 스위치(RANGE
SELECTOR)를 근거리 범위로 바꾸면 펄스
반복주파수가 증가하고 펄스폭이 짧아진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송신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2차 소인반사를 피하기 위해
최소탐지거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방위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3. 상대운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에
서 화면상에 정지해 있는 물표는 실제 어
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가.
나.
사.
아.

본선과
본선과
본선과
본선과

동일한
동일한
동일한
속력은

침로를 가지고 있다.
속력을 가지고 있다.
속력, 침로를 가지고 있다.
같고 침로는 반대이다.

24. Loran-C의 주국신호와 종국신호를 구별하기
위하여 주국의 8번째와 9번째 펄스 사이의
간격은 나머지 8개의 펄스간격과 다른 간격

나. 1,000 ㎲
아. 2,000 ㎲

25. 다음은 연안 항해계획 수립에서 항로 선정
시의 고려사항이다.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가. 선박의 성능
사. 당직자의 항해능력

[ 운

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용

나. 항정의 장단
아. 지방자기의 대소

]

1. 일반화물선의 선체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외판은 종강력 구성재이다.
Floor는 횡강력 구성재이다.
Keel은 종강력 구성재이다.
Girder는 횡강력 구성재이다.

2. 선박형상의 주요 용어 중 "Tumble home"
이란?
가. 선체의 횡방향으로 선체의 중앙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나온 것을 말한다.
나. 상갑판에서 선체의 선수미 방향의 위쪽으로
휘어진 것을 말한다.
사. 선체의 하계만재흘수선 위에서부터 선체의
내부로 만곡(彎曲)되어진 부분을 말한다.
아. 선저외판의 가로 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3. 형흘수(Moulded draft)란 무엇을 말하는가?
가.
나.
사.
아.

수중에 잠겨 있는 선체의 깊이
용골의 상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
용골의 최하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보 상면까지의
수직거리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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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선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서 전진 투묘법은 (
)시에, 후진
투묘법은 (
)시에 많이 사용한다.
(
) 에 알맞은 것은?
가. 쌍묘박, 단묘박
나. 단묘박, 쌍묘박
사. 선수미 묘박, 쌍묘박 아. 쌍묘박, 선수미 묘박
5. 묘쇄공에서 묘쇄의 파주부가 시작되는 지점
까지의 길이를 (
)라고하며, 이 길이
는 전체 인출 길이에서 (
)의 길이를
뺀 길이이다. (
)에 알맞은 것은?
가. 수선부 - 현수부
사. 묘쇄부 - 보조부

나. 현수부 - 파주부
아. 파단부 - 흘수부

6. 부두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장력을 가장 크
게 받는 계류삭은 어느 것인가?
가. Bow line
사. Breast line

나. Stern line
아. Spring

7. 북반구에서 태풍의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
뀌면 본선이 태풍 중심의 (A)에 놓이게 됨으
로써 바람을 (B)선수에서 받으면서 항행하면
중심에서 멀어진다. A,B에 적당한 말은?
가.
나.
사.
아.

A
A
A
A

-우측,
-우측,
-좌측,
-좌측,

B
B
B
B

-

우현
좌현
우현
좌현

나. GMcosθ
아. GG'cosθ

9. 선폭이 10m 인 선박의 자유 횡요주기가 8
초였을 때 GM (Metacenter 높이)은 약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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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87m
사. 1.00m

나. 0.95m
아. 1.25m

10. 배수량이 5,000톤이고 GM(Metacenter 높
이)이 1.60m인 선박에서 Lower hold에 있
는 화물 20톤을 5m 위에 있는 Tween deck
로 옮길 경우 GM 은 약 얼마가 되는가?
가. 1.52m
사. 1.56m

나. 1.54m
아. 1.58m

11. 항해 중 당직사관이 선장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예정된 물표를 탐지했을 경우
시정이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타 장치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
예상하지 않은 측심의 변화가 생긴 경우

12. 주묘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적당하게 Anchor Cable을 더 내어준다.
제 2 Anchor를 투하한다.
최악의 경우는 Engine을 사용한다.
즉시 사묘한다.

13. 다음 중 돌풍(Gust)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8. 선박의 중심위치가 가상 중심 G의 위치보다
GG'만큼 정횡으로 편중되었을 때, 실제 복
원정(G'Z')는 각 경사각(θ)에 대하여 가상
복원정(GZ)에서 얼마만큼 뺀 값과 같은가?
가. GZcosθ
사. GG'sinθ

마인가?

가.
나.
사.
아.

북서계절풍이 강할 때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저기압 중심부근에 강한 수렴이 있을 때
뇌우의 상승류 내에서

14. 부산-캐롤라인제도-오스트레일리아의 동안
에 이르는 대양 항로에서 만나는 해류 명
칭이 순서대로 옳게 기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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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쿠로시오 해류→북적도 해류→적도 반류→
남적도 해류→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나. 쿠로시오 해류→캐롤라인 해류→북적도 해
류→남적도 해류→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사. 쿠로시오 해류→북적도 해류→캐롤라인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아. 쿠로시오 해류→북적도 해류→적도 반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15. 태풍의 진로 예상에 가장 유효하게 이용되
는 상층 천기도는?
가. 300hPa 천기도
사. 700hPa 천기도

나. 500hPa 천기도
아. 850hPa 천기도

16. 기관의 소요 마력은 일반적으로 속력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가. 1제곱
사. 3제곱

나. 2제곱
아. 4제곱

17. 유압장치의 기초가 되는 이론은?
가.
나.
사.
아.

케플러(Kepler)의 법칙
파스칼(Pascal)의 원리
보일(Boyle)·샤를(Charle)의 법칙
그레이엄(Graham)의 법칙

18. 좌초시 자력으로 이초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사 3급

나. 주간의 경우 발연부신호, 야간의 경우 자기
점화등을 구명부환이나 부유물과 함께 익수
자에게 던져 준다.
사. 선내 경보를 발하고, 비상 단정 승무원은
즉각 단정 진수준비를 한다.
아. 익수자가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즉시 물에 빠진 쪽으로 대각도 전타한다.
20. 다음 손상 중 자상(刺像)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처는?
가.
나.
사.
아.

칼로 베인 상처
송곳이나 바늘과 같은 예리한 물체로 찔린 상처
못에 찔린 상처
가시에 찔린 상처

21. 외과적 질환 중 동상이란?
가. 몸에 한기를 느끼면 동상은 반드시 발생한다.
나. 동상은 발이나 손가락에만 생긴다.
사. 피부나 조직세포가 저온으로 인한 손상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아. 동상은 물에 장시간 담그고 있으면 생기기 쉽다.
22. IAMSAR 편람에서 추천하고 있는 수색 방
식이 아닌 것은?
가. 확대사각 수색형
사. 부채꼴 수색형

나. 마름모꼴 수색형
아. 평행선 수색형

23. 윌리암슨 선회법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저조시에 앵커체인을 고정시킨다.
기관의 회전수를 천천히 높이면서 이초한다.
반출한 앵커 및 앵커체인을 감아들인다.
만조때를 이용한다.

19. 항해중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왕래가 심한 해역에서는 P기를 게
양해야 한다.

가.
나.
사.
아.

사람이 물에 빠진 시각을 모를 때 적합하다.
추락자에 대한 접근 시간이 단축된다.
추락자의 추락시각을 알 때 적합하다.
추락자를 감시하며 조선할 수 있다.

24. 선내 구성원 간 대화의 요령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짤막하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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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 활발하고 흥미있게 한다.
아. 상대편의 설득은 본인의 믿음을 중심으로
한다.

가.
나.
사.
아.

25. 선박관리자가 선내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순서가 옳은 것은?

5. 선박안전법상 선령이라 함은 다음 어느 날
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하는가?

가.
나.
사.
아.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 법

탐색,
식별,
식별,
식별,

규

식별,
결정,
탐색,
탐색,

결정,
탐색,
시행,
결정,

시행,
시행,
결정,
시행,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1. 다음 중 개항질서법상 선박의 정박이 가능
한 곳은?
가. 방파제 외측
사. 협소한 수로

나. 선거 부근의 수역
아. 선류장 입구

2. 다음 중 선원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내 질서 유지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
해상에서의 인명, 재화 및 해양환경의 안전확보
선원의 자질향상 도모

3. 선박직원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가.
나.
사.
아.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해기사 면허의 교부와 갱신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선장의 권한

4. 다음 중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라 만재흘수선
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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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익선
길이 12m 미만의 여객선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국제 항해 종사선이 아닌 길이 24m 미만
의 해양사고 구조선

가. 계약체결일
사. 진수한 날

나. 용골거치일
아. 최초의 정기검사 완료일

6. 해양사고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제1심 관할
권은 원칙적으로 어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에 속하는가?
가. 해양사고에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
전 심판원
사. 해양사고에 관한 선박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아. 최초로 심판의 청구를 받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7.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분
리 평형수 또는 맑은 평형수의 배출 방법
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평형수 표면에서 기름이 관찰되지 아니한
때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한다.
사. 반드시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을 이
용하여 수용시설에 배출한다.
아.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경우는 중력에
의한 배출방법으로 한다.
8.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에서 행하는 작업
으로서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을 열거하였다.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항
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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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항행중 화물유의 선박안에서의 이송
클린 밸러스트 탱크에 밸러스트의 적재
슬롭탱크로부터 세정수의 배출
분리 밸러스트 탱크에서 밸러스트의 배출

9. 상법상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 1년

나. 2년

사. 3년

아. 5년

10.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선박의 톤수
나. 운송물의 종류, 중량
사. 선하증권의 작성매수
아. 등기사항
11.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의 항행규정을
잘못 기술한 것은?
가. 범선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
게 되는 경우,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서로 시계 내의
항법 중 선박 사이의 책무조항에 의거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하
지 않아도 되는 상대 선박은?
가. 조종불능선
사. 흘수제약선

항해사 3급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능력이 제한
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게
표현한 것은?
가. 이용가능한 수심과 자선 흘수와의 관계로
안전한 여유 수역이 없는 선박
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
선박
사. 작업의 성질상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진
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트롤망 어로에 종
사중인 선박의 추가 신호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가. 어망을 투입하고 있을 때 : 수직선상에 백색의
등화 2개
나. 어망을 건져 올리고 있을 때 : 수직선상에 홍
색의 등화 1개, 그의 상부에 백색의 등화 1개
사. 어망이 장애물에 걸려 있을 때 : 수직선상에
홍색의 등화 2개
아. 저층 예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신
호를 게양할 수 없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두 척의 (
)
이 교차상태에 있고 (
)이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을 자선의 (
)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말로 구성된 것은?
가.
나.
사.
아.

동력선, 충돌의 위험성, 우현
선박, 충돌의 위험성, 좌현
동력선, 충돌의 위험성, 좌현
선박, 충돌의 위험성, 우현

나. 조종제한선
아. 범선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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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마주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가.
나.
사.
아.

각기 타선의 양현등을 볼 때
한 선박만이 상대선의 양현등을 볼 때
선박이 자선의 좌현선수에 타선의 홍등을 볼 때
선박이 자선의 우현선수에 타선의 홍등을 볼 때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시계가 제한된 상
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항법에 대하여 잘
못 기술한 것은?
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 두어야 한다.
사. 작동 중인 레이더로 자선의 좌현 쪽에서 접근하
는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을 때에는 자선이 유지
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정횡의 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가능한 한
변침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요구되는 2개의 전주
등 중에서 하부의 등화는, 현등의 상부로부
터 이들 2개의 수직등화 간격의 몇 배 이
상되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가. 1.5배

나. 2배

사. 2.5배

아. 3배

가. 범선으로 간주된다.
나. 동력선으로 간주된다.
사. 바람을 좌현에 받고 항행할 때만 범선으로
간주된다.
아. 좁은 수로에서는 범선, 대양에서는 동력선
으로 간주된다.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트롤 어로에 종사
하고 있는 길이 100미터의 동력선이 대수
속력이 없을 때 표시하여야 할 등화는?
가. 수직선상 상하로 홍등, 백등의 전주등, 홍
등 후부 상단에 마스트등
나. 수직선상 상하로 녹등, 백등의 전주등, 녹
등 후부 상단에 마스트등
사. 전부 마스트등 대신에 녹등, 후부 마스트등
대신에 백등
아. 수직선상 상하로 녹등, 백등의 전주등, 현
등, 선미등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수직선상에 전 주위를 비
추는 3개의 홍등을 표시할 수 있는 선박은?
가. 조종성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예인선
나. 트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동력선
사. 예인선열 200m이상을 예인중인 길이 50m
이상인 예인선
아. 흘수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 선박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50미터 이상
의 동력선이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타선을 끌고 있는 경우 마스트등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120미터의
동력선이 정박시 표시해야 할 등화는?

가.
나.
사.
아.

가. 전부에 백색 전주등, 선미에 전부등 보다 낮
은 백색 전주등, 갑판 조명등
나. 전부에 백색 전주등, 선미에 같은 높이의 백
색 전주등
사. 전부에 백색 전주등, 갑판 조명등
아. 선체의 가장 잘보이는 곳에 백색 전주등 2개

마스트등 2개
마스트등 3개
앞쪽 마스트등 2개 및 뒤쪽 마스트등 1개
앞쪽 마스트등 3개 및 뒤쪽 마스트등 1개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의하면 기관과 돛
을 함께 사용하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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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정박하고 있는 길
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간에 표시하여
야 하는 형상물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3. When the ship has settled down to her
anchorage, is not dragging the anchor
and has a steady strain on the cable,
she is said to be:

가.
나.
사.
아.

가. brought up.
사. singled up.

마스트에 다이아몬드형 형상물 1개
마스트에 다이아몬드형 형상물 2개
앞쪽에 구형의 형상물 1개
앞쪽에 구형의 형상물 2개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침로를 오른쪽으
로 변경하고 있는 동력선의 발광신호에 해
당하는 것은?
가. 섬광 1회
사. 섬광 3회

[ 영

어

나. 섬광 2회
아. 섬광 4회

]

1. Select the best one which has correct
explanation for the underlined part.
VTS Center : "You are required to
comply with traffic regulations. Fairway
speed is 6kts."
가.
나.
사.
아.

항로
항로
항로
항로

내의
내의
내의
내의

경제속력
제한최대속력
최저속력
평균속력

나. hove up.
아. picked up.

4. Select a sentence which has the same
meaning with the following expression.
"The vessel does not have steerage
way."
가.
나.
사.
아.

The
The
The
The

vessel
vessel
vessel
vessel

is running safely.
does not answer the wheel.
turns very quickly.
is moving backward.

5.

Which is the correct
in SMCP for the following?

expression

"묘쇄를 얼마나 더 감아들여야 하는가?"
가.
나.
사.
아.

How
How
How
How

many
many
much
much

cables in the water?
shackles are to come in?
shackles are to go?
cables under the water?

6.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Korean.
"I am at anchor."

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All wheel orders given should be () by the
helmsman and the officer of the watch
should ensure that they are carried out

가.
나.
사.
아.

본선은
본선은
본선은
본선은

투묘하려고 한다.
투묘하였다.
투묘상태로 정박 중이다.
투묘하고 있는 중이다.

correctly and immediately.
가. repeated
사. answered

나. questioned
아. requested

7. Select a correct translation in accordance
with SMCP.
"귀선 우현 5마일 지점에 있는 선박은 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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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ive miles starboard of you is a fishing
boat.
나. The vessel in the starboard, a fishing
boat is 5 miles.
사. The starboard five miles from you is a
fishing boat.
아. The vessel five miles to starboard of
you is a fishing boat.
8. Choose the correct translation for the
following.
"Stop the engine until the pilot boat is clear."
가. 도선사 보트가 완전히 현측에 닿을 때까지
기관을 정지하라.
나. 도선사 보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관을
정지하라.
사. 도선사 보트가 출발할 때까지 기관을 정지
하라.
아. 도선사 보트가 본선에서 충분히 떨어질 때
까지 기관을 정지하라.
9. Select a suitable word for the blank
commonly.
Capt. : Is it safe to (
) anchor in
this area?
Pilot : No. It is not allowed to (
)
anchor. Because the cable is laid in the
area.
가. dredge 나. drag 사. shift 아. heave up
10. Select one which is not fit for the
blank.
A : What part of your vessel is aground ?
B : Aground (
).
가. forward
사. f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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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midships
아. poop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You are not to hand the watch over to
your (
) unless you are certain
that he ha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situation, and is able to
handle it."
가. colleague
사. bridge

나. relief
아. master

12. When using a buoy as an aid to
navigation, which of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가. The buoy should be considered to
always be in the charted location.
나. If the light is flashing, the buoy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 the charted
location.
사. The buoy may not be in the charted
position.
아. The buoy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 the charted position if it has been
freshly painted.
13. File the blank.
When in sight of land, a ship's position
may be found by taking () bearings of land
marks such as towers, buildings and hill
tops or sea marks.
가. visual 나. audible 사. close 아. indicated
14.Choose the suitable one.
Found something wrong on
compass and steered by (
compass.
가. hand
사. magnetic

나. portable
아. manual

gyro
)

2013년도 문제지

15. Choose a proper word to fill the blank.
Damage from sweat is not supposed to
be a responsibility of the shipowner,
unless it can be shown that ship failed
to properly (
).
가. deviate
사. equip

나. ventilate
아. man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officer should make himself
thoroughly (
) with the emergency
steering gear.
가. familiar
사. gotten

나. good
아. immature

17.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Crew engaged in (
) rusty parts of
davits, skylights, ventilators,
funnel and engine room casing."
가. chipping
사. oiling

나. taping
아. caulking

18.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objectives
of the Company's Safety Management?
가.

Continuous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kills of personnel ashore
and aboard ships
나. To increase the incomes of the
Company
사. To establish safeguards against all
identified risks
아. Providing safe practices in ship
operation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19. Choose a proper one to fill the blank.
"The consignee is the person (

)."

가.
나.
사.
아.

항해사 3급

to whom the goods are delivered
who signed the contract
who is the owner of the ship
who wants the goods to be sent to a
person

20. Fill in the blank with the most suitable
one.
"It is obvious that the accident was
solely due to the fault on the
part of the stevedores, and (
) on
board admitted the responsibility for it."
가.
나.
사.
아.

the
the
the
the

chief checker
chief stevedore
shipper
consignee

21. Choose the correct one.
"(
) is weight loaded to make the
ship seaworthy when she
has to proceed to sea without cargo."
가. Fuel bilge
사. Ballast

나. Sea water
아. Cargo

22. Choose the correct one.
Merchant shipping, consider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types of service
provided, may be placed in two major
categories : Liner service and (
).
가.
나.
사.
아.

tramper shipping
tanker service
industrial carrier
multimodal transport

2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Please accept this as notice that the
M/T Saxon is now berthed at your dock
and is in all respects ready to load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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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as per the terms of the charter
party dated on March 10th, 1995 at
New York." The above is the typical
form of (
).
가.
나.
사.
아.

Notice
Notice
Notice
Notice

of
of
of
of

Readiness
Arrival
Demurrage
Claim

24.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Ex-second officer, Kim, was (
) by
Lee, new second officer.
가. relieved
사. appointed

나. joined
아. promoted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cknowledgement of (a) of this letter
and future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to the (b) of Mr. F. Killen at the
above address.
가.
나.
사.
아.

a-receipt,
a-receipt,
a-understanding,
a-understanding,

b-address
b-attention
b-attention
b-address

[상 선 전 문 ]
1. 적화시 탱크 내부의 공기 배출, 양하시 공기
의 흡입, 탱크 내의 압력 조정 등을 목적으
로 설치된 Line은?
가. Group line
사. Heating line

나. Vent line
아. Ring line

2. 선박이 비중 ρ1인 해상에서 비중ρ2 인 해
상으로 이동했을 때의 흘수 변화량 d(cm)
를 구하는 공식은?
(단 : Tcm : 매 cm 배수톤, W : 배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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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d
d
d
d

=
=
=
=

(W/Tcm)
(W/Tcm)
(W/Tcm)
(Tcm/W)

(ρ2 /ρ1 -1)
(1.025/ρ2 - 1.025/ρ1 )
(1.025/ρ1 - 1.025/ρ2 )
(1.025/ρ2 - 1.025/ρ1 )

3. 선수흘수 5.50m, 선미흘수 6.50m의 선박에
서 A.P.T.의 청수 100톤을 F.P.T.로 이동하
였다면, 선수흘수는 대략 어떻게 되겠는가?
(단, 부면심은 선체 중앙에 있고, 상기 탱
크사이의 거리는50m, Mcm는 50m- ton,
배의 수선간장은 80m임)
가. 4.95m 나. 5.65m 사. 6.00m 아. 6.50m
4. 전단력 곡선을 적분하여 얻는 종강도 곡선은?
가. Load curve
나. Shear curve
사. Bending moment curve
아. Buoyancy curve
5. 다음 중 흘수감정 순서에서 가장 나중에 하
는 수정은?
가. 선수미 흘수 수정
사. 물의 비중 수정

나. Hog/Sag 수정
아. 트림 수정

6. 선창 용적이 480,000ft³선박에 12,000Long
ton의 화물이 만재되었을 때 평균 적화 계
수는?
가. 30

나. 40

사. 50

아. 60

7. 원유를 노즐을 통하여 고속분사시킨 경우,
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속분사이므로 어느 쪽도 대전하지 않는다.
나. 분사된 원유와 노즐이 모두 대전한다.
사. 노즐은 대전하고 분사된 원유는 대전하지
않는다.
아. 분사된 원유는 대전하고 노즐은 대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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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선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부적합한 내용은?

12.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시기
는 언제인가?

가. 선박법은 등기, 등록된 기선과 범선 그리고
부선 등에 적용된다.
나. 선박법은 선박이 등기, 등록된 경우 항해선
이나 내수선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사. 선박의 등기, 등록 및 안전을 위한 법이므
로 한국 선박이나 외국 선박 등에 적용된다.
아. 한국 선박일지라도 해군에 소속된 함정이라
면 적용되지 않는다.

가.
나.
사.
아.

13. 국제톤수증서와 관련한 아래 예문의 괄호에
알맞은 단어로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국제톤수증서는 (
)의 신청에 의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길이 (
)이상의
한국선박에 대해 국제총톤수 및 (
)을/
를 기재하여 발급받는 증명서이다."

9. 선박법에 의한 한국 선박의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등기와 등록의 의무 나. 선박상의 표시 의무
사. 국기게양 의무
아. 선박검사 의무
10. 선박의 국적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가. 선박이 국적을 갖지 않는 경우는 국제법상
평시라도 각 나라의 항구를 드나들 수 없다.
나. 항구에 입항 시 선박의 국적 표시는 의무사
항이며 선박의 후미에 국적기를 게양함으로
써 이를 나타낸다.
사. 선박의 국적은 국적국가에서 톤세 등 과세
기준으로서 필요하므로 타국항에서는 국적
증서만 선내에 비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아.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의 결정시 선박의 국적은 기국(旗國)의
의미를 갖는다.
11. 다음 중 신조선의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가. 선박국적증서의 교부
사. 선박원부에 등록

나. 선박의 등기
아. 총톤수의 측정

선박을 등록했을 때
선박을 등기했을 때
선박의 크기를 결정받았을 때
선박검사에 합격했을 때

가.
나.
사.
아.

선장 - 12m - 재화중량톤수
선박소유자 - 12m - 순톤수
선장 - 24m - 재화중량톤수
선박소유자 - 24m - 순톤수

14. 다음 국제 해사 협약 중에서 국제 연합에
서 채택한 해상 물품 운송 규칙을 의미하
는 것은?
가. 1924년 헤이그 규칙 (Hague rule)
나. 1968년 비스비 규칙 (Visby rule)
사. 1974년 요크엔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
아. 1978년 함부르그 규칙(Hamburg rule)
15. 항해용선 계약서상 정박기간(Laydays) 산
출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 F. I. O
사. W. W. D.

나. C. Q. D.
아. SHEX U. U.

16. 항해 용선계약과 거리가 먼 것은?
가. 항해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나. 항해에 대한 대가는 운임이며, 선적량 또는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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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량에 따른다.
사. 선주는 선비만을 부담한다.
아. 선박의 점유 지배는 선주에게 있다.
17. 양륙항에서 수화인이 B/L의 도착 전에 화
물을 인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가.
나.
사.
아.

Outturn report
Letter of guarantee
Hatch list
Condition report

나. 화물 인수시
아. 목적항 도착시

19. 다음 중 해상보험 실무상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
은 것은?
가. 실질적인 멸실
나. 회복 전망이 없는 소유권 박탈
사.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협정보험가액
을 초과할 때
아. 선박의 행방불명
20. STCW 협약상 항해 당직사관이 선장에게
보고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시계가 제한되거나 또는 제한될 것이 예상될 때
나. 선박통항상태 또는 타선의 동향이 불안할 때
사. 기관, 조타장치 또는 중요한 항해장치가 고장났
을때
아. 기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21. SOLAS 협약에 의한 증서의 유효기간이
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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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여객선
화물선
화물선

안전구조증서 - 5년
안전증서 - 2년
안전설비증서 - 5년
안전무선증서 - 5년

22. SOLAS 협약에서 주조타기의 성능은 최대
항해 흘수에서 최대 항해 속력으로 전진중
에 한쪽 타각 35도에서 반대쪽 타각 30도
까지 몇 초 이내에 전타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있는가?
가. 25초

18. 해상운송인으로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실행 시기는?
가. 운송계약 체결시
사. 발항 당시

가.
나.
사.
아.

나. 28초

사. 30초

아. 35초

23. 진수하는 구명정과 본선과의 마찰 및 선체
동요로 인한 구명정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는?
가. Boat skate
사. Painter

나. Floating block
아. Cradle

24. 본선에서 기름배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중 MARPOL 73/78 협약상 일차적인
보고 의무자는?
가. 선장
사. 용선자

나. 선주
아. 선박의 대리인

25. IAMSAR Manual상 본선에서 조난선박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선명
사. 본선의 위치

나. 선장명
아. 현장 ETA

[어 선 전 문 ]
1. 어획물의 냉동 처리에서 동결이 끝난 어패
류의 표면을 보호하고, 수분의 증발과 산패
를 억제할 목적으로 얼음옷(빙의)을 입히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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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reezing
사. Cooling

나. Glazing
아. Chilling

2. 다랑어 주낙 어업에서 다랑어가 선상에 올
라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어획물 처리
절차는?
가.
나.
사.
아.

즉살시킨다.
글레이징 처리한다.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한다.
즉시 냉동시킨다.

3. 다음 중 우리나라 원양 다랑어 주낙 어선에
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온 저장 방법은?
가. 빙장법
사. 냉장법

나. 수빙법
아. 동결저장법

4. 자가 소화에 의한 분해 속도는 여러가지 조
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가. 적색육 어류가 백색육 어류에 비해 빨리 일
어난다.
나. pH가 알칼리성일 때보다는 산성일 때 덜 진
행된다.
사. 같은 어종에 있어서도 부위에 따라 다르며
특히 소화기 계통의 장기에서 빨리 일어난다.
아. 기온이 높으면 자가 소화가 빨리 진행된다.
5. 고기칸(Fish pond)의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나.
사.
아.

될 수 있는대로 깊게 만든다.
내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배의 동요로 인한 어체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종격벽이 1개 있는 어선의 Tank에 유동수가
있을 때는 종격벽이 없을 때 보다 GM 은
얼마나 감소되는가?

가.
나.
사.
아.

1/2
1/3
1/4
1/9

비율로
비율로
비율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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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다.
감소된다.
감소된다.
감소된다.

7. 어선의 중심으로부터 10m 뒤쪽에 있는
No.3 어창의 어획물 25ton을 중심으로부터
15m 앞쪽에 있는 No.1 어창으로 이동하였
을 때의 trim의 변화량은 약 얼마인가?
단, 매 cm 트림 모멘트는 24(m-t)이다.
가. 12.5 cm
사. 26.0 cm

나. 24.0 cm
아. 30.0 cm

8. 배수량 350ton톤의 어선이 해상에서 평균
흘수 3.4m인데 수심이 얕은 항구에 입항하
기 위하여 평균 흘수를 3.0m로 하고자 한
다. 몇 톤의 어획물을 하역해야 하는가?
단, 매 cm 배수톤은 0.5톤이다.
가. 0.20 ton
사. 20 ton

나. 0.205 ton
아. 20.5 ton

9. Married fall 의장법에서 Guy에 가해지는 장
력과 그 결박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Derrick boom은 Heel 간격이 넓으면
Boom의 Out reach가 길어서 하역 능률이
높아지나, Working guy에 걸리는 장력이
커진다.
나. Derrick boom이 선수미선과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즉, Boom을 밖으로 많이 낼수록
Guy에 걸리는 장력은 커진다.
사. Boom과 Guy가 이루는 각이 직각에 가까울
수록 Guy의 장력은 최저값에 가까워진다.
아. Guy에 매는 Pad eye의 위치는 Guy와
Boom이 이루는 각을 크게 하기 위하여 가
능하면 뒤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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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선의 톤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사. Man rope

가. 선박안전기술공단
사. 선박감정협회

15. 어로 장비가 윈치드럼, 줄 롤러, 선미롤러,
선미데릭, 포스트, 와이어 바퀴, 끌 멍에
등으로 구성된 어법은?

나. 수협중앙회
아. 선박보험협회

아. Warp

11. 어선법에서 사용하는 "선령"의 뜻으로 맞는 것은?
가.
나.
사.
아.

어선이 용골을 거치한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
어선이 취항한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
어선이 진수한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
어선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

12.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중간 검사에 대
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가. 권현망
사. 연승

나. 통발
아. 기선 저인망

16.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조업금지구역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어업은?
가. 대형 트롤 어업
사. 근해 형망 어업

나. 근해 자망 어업
아. 기선 권현망 어업

17. 안강망 어장으로 가장 적합한 해저의 저질은?
가.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있다.
나. 제1종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
사기준일 전후 5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사. 제2종 중간 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
을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의 5개월 기간 이
내에 받아야 한다.
아.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제2종 중간검사 때에
검사한다.
13. 매듭 그물감에 비하여 매듭 없는 그물감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재료가 많이 든다.
수선하기가 힘들다.
물의 저항이 크다.
1개의 발이 끊어지면 그 이웃에 있는 매듭
이 잘 안 풀린다.

14.저인망 어구에서 예망중에 망형을 유지시키
고 망지가 받는 중량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자루 그물의 네모서리에 붙이는 줄은?
가. Net p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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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round rope

가. 모래

나. 자갈

사. 바위

아. 펄

18. 고등어의 생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
은 것은?
가.
나.
사.
아.

주광성이 강하다.
냉수성 어족이다.
식물성 먹이를 먹으며, 수직이동이 불가능하다.
서해안에서 주로 산란한다.

19. 어초가 어류의 생태에 기여하는 역할이 아
닌 것은?
가. 집 또는 집합소
사. 먹이 생물의 생산장

나. 산란장
아. 조경의 조성

20. 77/93 토레몰리노스 협약에서 모든 선박이
비치해야 하는 승인된 형식의 구명동의의
수는 얼마인가?
가. 최대 승선 인원과 같은 수
나. 최대 승선 인원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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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대 승선 인원 초과의 수
아. 최대 승선 인원의 150%

25. MARPOL 73/78 협약에서 규정한 기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1. 비상배치표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작성
되어야 한다. 비상배치표를 작성하는 사람
은 누구인가?

가. 정제유 나. 석유 가스 사. 원유 아. 슬러지

가. 선박소유자
사. 선장

나. 기관장
아. 항해사

22. 다음 중에서 ‘82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접속
수역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나. 이 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
도 타국의 선박을 단속할 수 없다.
사.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제한적인 국가 관
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아. 연안국이 자국 영해 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
지른 모 타국 선박을 단속할 수 있다.
23. MARPOL 73/78 협약에 의거하여 총톤수
400톤 이상 어선에서 기름을 배출할 수 있
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이 특별 해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나. 선박이 항행중일 것
사. 유출액 중의 유분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15ppm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아. 배출 전에 기름 배출 감시 제어 장치를 작
동시킬 것
24.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에서 유성
혼합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
나.
사.
아.

유분 농도가 15ppm 이하인 혼합물
유분 농도가 15ppm 이상인 혼합물
유분 농도가 100ppm 이상인 혼합물
유분을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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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
하였으며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며
활용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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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제집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복제된 문제지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
용을 불허합니다. 비영리 목적 사용의 경우에도 출처 명시 및 출판권 설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문제집은 직접 시험응시를 준비하는 선원들을 위하여 발간한 것으로 제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판매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문제집의 내용은 과년도 기출문제를 수록한 것으로 법령의 변화, 기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문제의 정답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문
제집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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