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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문제집은 해기사시험 관련 전문서적과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을 위
해 2014년 정기시험 4회에 준해 출제된 문제를 편집·정리 한 것으로 시험을 준
비함에 있어서 개인의 수준을 확인하고, 시험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지
침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 됨
을 양지하시고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 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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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606-806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 팀 시험문제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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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기사 시험 관련 Q&A

1. 필기시험에서

정기 / 상시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 정기 필기시험 (PBT)
정기시험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시행하며 문제지를 종이 (Paper Based Test)로 인쇄하
여 나눠드리고 OMR답안지에 답안을 컴퓨터용 필기구를 이용하여 마킹하는 지면시험입니
다.
◎ 상시 필기시험 (CBT)
승선 및 어로활동 등으로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분들의 응시편의를 위한 시험으로 분기별 시행 공
고를 하며 시험 회차별 장소 및 직종을 달리합니다.
- 시험방법 : 지정된 시험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
- 채점방법 : 컴퓨터로 통제되어 자동 채점되며,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
※ 시험장소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행정관 2층 CBT 시험장
인천 : 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 3층 전산실습실

상시 필기시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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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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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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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 직종‧등급의 시험은 1과목당 25분이 주어지며, 소형선박조종사 법규 20문항의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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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펜 필수 지참)
3. 계산기 : 단순 사칙연산만 계산되는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사용 불가)

4.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까?

시험접수 후 응시표상의 시험정보(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시간)를 확인하셨다면 시험당일
응시표는 반드시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득이 응시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였다면, 시험
당일 시험관리팀 또는 지역시험 집행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합

분
격

과목합격

합 격 기 준
과목 당 100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단, 항해사의 법규과목은 필히 60점 이상 득점 )
불합격자 중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 단, 유효기간은 2년 )

6. 과목합격이란 무엇입니까

과목합격이란 시험에는 불합격하였으나, 응시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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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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해기사 시험 접수
1.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 인터넷 접수
1.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lems.seaman.or.kr/) 에서 본인인증 후(본인명의 휴대
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시험 응시자 본인 증명사진 이미지 JPG 파일 100kbyte 이하이며 크기가 가로
126픽셀 × 세로 165픽셀인 jpg 파일을 등록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3. 빨간 * 표시된 필수기재항목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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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선택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회차)를 확인
2. 직종 및 등급 선택
3. 응시지역 선택 (접수완료 후 지역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4. 면제요건 선택

원서접수
②

- 면제요건이 있는 경우(본인에 맞는 사항에 체크)
- 면제요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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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별 접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직종 및 등급

수 수 료

1, 2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

15,000원

3, 4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

14,000원

5, 6급 항해사 ․ 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3. 결제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접수방법
결제방법

방문
∘ 현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우편
∘ 현금 결제

∘
∘
∘
∘

인터넷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가상계좌)
핸드폰 결제

상시필기시험의 경우

☞ 수수료 결제 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결제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접수 승인됩니다
☞ 우편, 방문 접수로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접수시간(정기시험)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 공휴일 제외 )
※ 접수시간(상시필기 시험)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6:00
4. 방문 및 우편접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 기재부분 작성, 서명완료 된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 부착
2.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접수담당자 앞으로 송부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정기 시험 /상시면접시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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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험 문제
1.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수는 각 과목당 25문항씩이고, 시
험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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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문
제, OX형 진위형 (항해, 운용, 법규, 기관) 25문제입니다. 단, 소형선박조종사 과목면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경우 법규 20문제로 선택 가능합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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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합격 후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 구비한 다음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발급이 가능합
니다.
• 면허발급신청서 1부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
• 선원건강진단서 1부(유효기간 : 일반검사 1년, 특수검사 2년)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 교육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승무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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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면허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필기시험합격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비 고

1·2급 합격

4년

-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 면접시험합격 유효기간 ]
구

분

1‧2급 합격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유효기간

비

고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3년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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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발표 후 근처 해양수산청으로 방문하여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선원
건강진단서 1부,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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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기사시험 및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연간일정
▣ 해기사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행지역
(필기시험만 해당)

회

접수기간
(월~목)

시험일
(토)

이의신청
(토~월)

발표일
(목)

접수기간
(월~목)

1

3.02-3.05

3.14.

3.14-3.16

3.19.

3.02-3.05

3.21.

3.23.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목포 ․ 포항 ․ 제주 ․ 울산 ․ 평택

2

6.01-6.04

6.13.

6.13-6.15

6.18.

6.01-6.04

6.20.

6.22.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목포 ․ 포항 ․ 제주 ․ 대산

3

8.24-8.27

9.05.

9.05-9.07

9.10.

8.24-8.27

9.12.

9.14.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목포 ․ 포항 ․ 제주 ․ 울산 ․ 평택

시험일 발표일
(토)
(월)

4 11.09-11.12 11.21. 11.21-11.23 11.26. 11.09-11.12 11.28. 11.30.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목포 ․ 포항 ․ 제주 ․ 대산

<시행지역별 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 ‧ 기관사 1~6급, 운항사 1~4급, 소형선박조종사

전 직종 및 전 등급

인천

항해 ‧ 기관사 1~6급, 운항사 1~4급,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 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대산

항해 ‧ 기관사 1~6급, 운항사 1~4급, 소형선박조종사

없음

▶ 시행지역과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회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방법 간소화 안내>
◈ 시험 접수 시 응시원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필기시험 전부면제(면접응시) 또는 일부과목을 면제 받기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는 면허발급신
청 시 지방해양항만청에 한번만 제출 (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시험에 합격해도 면제요건이 불비한 경우 면허교부가 거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증빙서류 제출로 인터넷접수를 하지 못했던 면접 및 과목면제 응시자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
니다. 인터넷접수 : http://lems.seaman.or.kr > 인 터 넷 접 수
▶ 인터넷 접수시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후 접수 가능(개인정보보호법 개정_2014. 8. 7)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 시험 입실시간은 해기사시험과 같이 13:30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

접수기간(월-목)

필기시험(토)

합격자발표(목)

1

3.02 - 3.05

3. 14.

3. 19.

부산 ․ 인천 ․ 동해 ․ 목포 ․ 제주

2

6.01 - 6.04

6. 13.

6. 18.

부산 ․ 인천 ․ 동해 ․ 목포 ․ 제주

3

8.24 - 8.27

9. 05.

9. 10.

부산 ․ 인천 ․ 동해 ․ 목포 ․ 제주

4

11.09 - 11.12

11. 21.

11. 26.

부산 ․ 인천 ․ 동해 ․ 목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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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2015년도 해기사 상시시험 연간 일정
◉ 면접시험
○ 정기 4회와 별도로 상시면접을 신설하여 CBT시험 후 빠른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
였습니다.
○ 시행지역 및 대상 :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전 직종 및 등급
회별

접수기간
(수-금)

면접시험일
(토)

합격자발표
(월)

회

접수기간
(수-금)

면접시험일
(토)

합격자발표
(월)

1

1 .2 1 - 2 3

1. 31

2. 2

5

8 .1 2 - 1 4

8. 22

8. 24

2

4 .0 8 - 1 0

4. 18

4. 20

6

1 0 .1 4 - 1 6

10. 24

10. 26

3

5 .2 0 - 2 2

5. 30

6. 1

7

1 2 .0 9 - 1 1

12. 19

12. 21

4

7 .0 8 - 1 0

7. 18

7. 20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 승선 및 어로활동 등으로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분들의 응시편의를 위한 시험
○ 시험방식 : CBT(Computer Based Test)
- 지정된 시험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
- 컴퓨터로 통제되어 자동 채점되며,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
○ 시행대상 : 회별 직종 등급 지정 (항해사(상선, 어선, 교류포함),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회당 수용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기간 중 선착순 마감(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시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후 접수가능
월
1

2
3

4

5
6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발표

시행지역

1 .0 5 - 0 6

1.08(목)

1 .1 2 - 1 3

1.15(목)

부산, 목포

1 .1 9 - 2 0

1.23(금)

부산, 인천

2 .0 9 - 1 0

2.12(목)

부산, 목포

2 .2 3 - 2 4

2.26(목)

부산, 인천

3 .2 3 - 2 4

3.26(목)

월

부산, 인천

부산, 목포
부산, 인천
부산, 목포

3 .3 0 - 3 .3 1

4.03(금)

당일

4 .0 6 - 0 7

4.09(목)

(17:00)

4 .2 0 - 2 1

4.23(목)

부산, 인천

4 .2 7 - 2 8

4.30(목)

부산, 목포

5 .1 1 - 1 2

5.14(목)

부산, 인천

5 .1 8 - 1 9

5.21(목)

부산, 목포

6 .2 2 - 2 3

6.25(목)

부산, 인천

7

8
9

10
11
12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발표

시행지역

6 .2 9 - 6 .3 0

7.03(금)

7 .0 6 - 0 7

7.09(목)

부산, 인천

7 .2 0 - 2 1

7.23(목)

부산, 목포

7 .2 7 - 2 8

7.30(목)

부산, 인천

8 .0 3 - 0 4

8.06(목)

부산, 목포

8 .1 7 - 1 8

8.20(목)

부산, 목포

부산, 인천
부산, 목포
부산, 인천

9 .1 4 - 1 5

9.17(목)

당일

9 .2 1 - 2 2

9.24(목)

(17:00)

1 0 .0 5 - 0 6

10.08(목)

부산, 목포

1 0 .1 2 - 1 3

10.15(목)

부산, 인천

1 0 .2 6 - 2 7

10.29(목)

부산, 목포

1 1 .0 2 - 0 3

11.05(목)

부산, 인천

1 2 .0 1 - 0 2

12.04(금)

부산, 인천

1 2 .1 4 - 1 5

12.17(목)

부산, 목포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기별 상시시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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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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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회
[ 항

해

]

1. 자기컴퍼스의 가속도 오차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1급

4. 전자 로그에서 자체 결함으로 인한 지시오
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
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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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서침로에서 남북침로로 변침중일 때 가장
크다.
나. 남북침로에서 변속할 때 가장 크다.
사. 남북침로에서 동서침로로 변침중일 때 가장
크다.
아. 동서침로에서 등속으로 항해할 때 가장 크
다.

5. 대양에서는 다소의 요잉(yawing)이 있어도
연료의 소비가 적도록 제어하고 연안에 접
근 항해할 때는 정확한 보침이 되도록 제어
하는 조타 제어 이론은 무엇인가?

2. 자이로컴퍼스의 위도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좌현선수 30도로 10마일 떨어져서 등대를
관측하였다. 개략적인 예상 정횡거리는 얼
마나 되겠는가?

가. 제진토크와 북탐토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
사제진식 제품에만 있는 오차이다.
나. 적도 지방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 북위도 지방에서는 편서오차, 남위도 지방
에서는 편동오차가 된다.
아. 제진오차라고도 하며, 완전 자동식 수정장
치(적분기)로 수정된다.
3. 자이로컴퍼스의 북탐(지북) 토크를 얻는 방
법에서 액체 중력제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Sperry회사 제품이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
가 있다.
나. 로터의 회전 방향이 지구자전의 반대방향이
다.
사. 로터축의 지반경사로 인한 액체의 자연 유
통에 의한 방식이다.
아. Bottom heavy방식과 흡사하다.

가. 비례제어
사. 적분제어

가. 1.8 마일
사. 4.0 마일

나. 미분제어
아. 적응제어

나. 2.5 마일
아. 5.0 마일

7. 천체를 이용한 동시관측시의 일반적 주의사
항으로 옳은 것은?
가. 동시관측을 위해서는 시수평이 뚜렷한 일출
몰시가 천측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나. 천문기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저고도의
천체를 선택한다.
사. 위치선의 곡률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고고도의 천체를 관측한다.
아. 천측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달이나 행성의 관측은 피하는 것이 좋다.
8. 출발지와 도착지의 경위도를 알고 출발 침
로와 항정을 계산할 수 없는 항법은?
가. 평면 항법

나. 대권 항법

제1회

17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1급

사. 중분위도항법

아. 점장위도 항법

9. 아래 그림과 같은 3물표를 순서대로 측정하
여 교차방위법에 의해 선위를 구할 경우 육
지에 가장 가까운 위치가 나오는 경우는?

12. 선박용 레이더에서 펄스 반복주기가 2000
μsec이고 펄스 폭이 0.4μsec이면 충격계
수(duty cycle)는 얼마인가?
가. 0.0005
사. 0.003

나. 0.0002
아. 0.002

13. 본선이 진침로 000˚, 속력 20노트로 항행
중, 레이더로 타선을 12시 00분에 진방위
020˚, 거리 10마일에, 12시 06분에 진방위
020˚, 거리 7마일로 각각 관측하였을 때
타선과의 DCPA는 얼마인가?
가. 0마일
사. 2마일
가. 1→2→3
사. 2→1→3

나. 2→3→1
아. 3→1→2

10. 본선 선수를 기준으로 1시 방향의 천체와
3시 방향의 천체 및 5시 방향의 천체를 관
측한 결과 오차삼각형이 발생하였다.
이 오차의 원인이 육분의에 의해 발생하였
다면 실제 선위는 오차삼각형의 어디에 존
재하겠는가?
가. 오차삼각형 내부의 중심위치
나. 오차삼각형의 외부이며, 1시 방향 천체에
의한 위치선이 이루는 삼각형의 바깥 부분
사. 오차삼각형의 외부이며, 3시 방향 천체에
의한 위치선이 이루는 삼각형의 바깥 부분
아. 오차삼각형의 외부이며, 5시 방향 천체에
의한 위치선이 이루는 삼각형의 바깥 부분
11.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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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성이 좋다.
지향성이 강하다.
혼신 방해가 적다.
내부 잡음이 적다.

나. 1마일
아. 3마일

14. 레이더에 의한 선위 측정시의 오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신기의 감도를 낮추면 수평 빔 폭에 의한
영상의 확대 효과를 감소시켜 방위오차를
줄일 수 있다.
나. 안테나의 지향성 패턴에서 주엽축의 방향과
화면상의 소인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방위오차가 발생한다.
사. 둘 이상의 물표가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면
서 방위 분해능 한계 내에 있으면, 수신기
감도를 높인다.
아. 화면의 중심에 가까운 물표는 중심차를 줄
이기 위해 영상이 화면의 외반원에 오도록
거리범위를 바꾸어 측정한다.
15. 레이더의 수평 빔 폭을 수정하지 않고 한
개의 섬 양단의 방위를 측정하여 본선의
위치를 구하면, 진위치보다 어느 쪽으로
편향되는가?
가.
나.
사.
아.

섬쪽으로 편향
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편향
진위치와 같은 지점
본선의 진행방향으로 편향

2014년도 문제지

16. ARPA에서 진벡터 표시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 풍압차가 클 때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대수 안정 Mode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 타선의 대지 진항적을 나타내므로
나. 타선의 시각적 단면(Visual aspect)을 나타
내므로
사. 육지의 반사파가 풍압차에 관계없이 정지상
태로 나타나므로
아. 풍압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
므로
17. Loran-C 자동식수신기가 시간차 측정을
하기 위해 수신파형의 위상을 비교하는
표본점은 몇 cycle째인가?
가. 제 1 cycle
사. 제 3 cycle

나. 제 2 cycle
아. 제 4 cycle

18. GPS위성의 송신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위상편이변조(PSK)에 따라 스펙트럼 확산
된 신호이다.
나. 전리층의 굴절에 기인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1,575.42㎒와 1,227.6㎒ 두개의 반송
파를 이용한다.
사. 의사잡음부호(PRN code)로 되어있는 C/A
code나 P code를 반송파에 실어 사용자에
게 전송한다.
아. C/A code는 반송파로 1,575.42㎒ 와
1,227.6㎒를 이용한다.

항해사 1급

나. 육상에 레이콘을 설치하면 근방의 육지의
반사파 속에 묻혀서 잘 식별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사. 레이콘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고 육
지가 평평하여 레이더에 의한 위치 결정이
어려운 강의 입구 등에 설치한다.
아. 레이콘 장치에는 세로로 긴 혼(horn) 리플
렉터 안테나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수평
빔 폭은 좁고 수직 빔 폭은 넓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20. 연안 항해계획 수립시에 신침로거리의 영
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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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어느 선박의 Slip ratio(%)가 2.5이다. 이
때의 Pitch(P)가 6 미터, RPM(n)이 100
이라면, 실속력은 약 몇 노트인가?
(단, Pitch에 의한 속력 Vp ≒ P ⅹ n /
30.87이다.)
가. 18.0 노트
사. 20.0 노트

나. 19.0 노트
아. 21.0 노트

22. 다음은 속력과 연료 소비량간의 관계를 나
타낸 것이다. (
)에 적합한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연료는 속
력의 (
) 제곱에 비례하고, 또 일정한
거리를 항주하는데 소비하는 연료는 속력
의(
)제곱에 비례한다."

19. 소인 주파수 레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2, 2
사. 3, 2

가. 레이콘은 부근에 다수의 선박이 있을 때 각
선박에 응답하므로 다른 선박에의 응답이
거짓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점이 있다.

23.

나. 2, 3
아. 3, 3

일반 고속선박의 경우 Busan항에서
Singapore항까지의 개략적인 통과지점
및 통과해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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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usan - Bashi Channel - Macclesfield
Bank - Prince Consort Bank - Pulau
Aur - Singapore
나. Busan - Taiwan Strait - Pratas Reef Macclesfield Bank - Pulau - Pulau
Anambas - Singapore
사. Busan
Balintang
Channel
Macclesfield
Bank
Prince
Consort Bank - Pulau Aur - Singapore
아. Busan - Taiwan Strait - Hongkong Macclesfield Bank - Pulau - Pulau
Anambas - Singapore
24. 상선이 일반적으로 미국 북서안에서 한국
까지 알류산열도의 남방항로를 택하는 것
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북태평양 해류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유니막 수로 등의 좁은 수로를 통항할 필요
가 없다.
사. 기상변동시 언제라도 침로변경을 통해 남하
가 가능하다.
아. 동계에 기온이 특히 낮은 장소를 통과할 일
이 없다.
25. 대양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Benguela해류는 Africa의 동안을 따라 남
하하는 해류로 적도 부근까지 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나. 북태평양해류는 쿠로시오가 북태평양의 북
위 약 40도 부근에서 방향을 바꾸어 동류
하여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류이다.
사. Canary Current는 북대서양의 스페인 근
해로부터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남류하는
해류이다.
아. 북적도해류는 적도의 북측을 태평양의 동쪽
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 운

용

]

1. 반대 침로에서 오는 같은 크기의 두 척의
선박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 좁은 수로 내를
항과하고 있다. 각 선박의 선수가 상대 선
박의 선체 중앙부에 왔을 때 선수 편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
나.
사.
아.

상대선 쪽으로 생긴다.
상대선으로부터 반발한다.
평행하게 흡인된다.
선수방향으로 진행한다.

2. 선회 용어에서 Reach는 전타점으로부터 어
느 점까지 원침로상에서 측정한 거리를 말
하는가?
가. 90° 선회점
사. 180° 선회점

나. 100° 선회점
아. 선회권 중심

3. 묘박선의 파주력은 앵커와 묘쇄 그리고 파
주계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파주계수는 주
로 어느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가. 앵커의 크기
사. 수심

나. 앵커의 무게
아. 저질의 종류

4. Stockless anchor에서 Fluke의 Open angle
은 Shank와 45°의 각도를 이룬다. 묘쇄공으
로부터 해저까지의 깊이를 h라고 하고 묘쇄
의 무게를 무시하고 Catenary를 이루지 않
는다고 가정할 때 2h의 묘쇄가 신출되면
Anchor bill은 해저면을 몇 도의 각도로 파
고 들 것인가?
가. 5°
사. 15°

나. 10°
아. 30°

5. 쌍묘박에서 Riding cable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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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장력이
장력이
조류가
조류가

걸려있는 묘쇄
없는 묘쇄
오는 방향의 해면 거리
가는 방향의 해면 거리

6. 선체운동과 관련하여 파속과 파장의 관계
는?
가.
나.
사.
아.

파속은
파속은
파속은
파속은

파장의
파장의
파장의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세제곱근에 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항해사 1급

10. 인도 계절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동계의 계절풍보다 하계의 계절풍이 강하
다.
나. 동계에는 북동풍, 하계에는 남서풍이 분다.
사. Arabia해에서 가장 강하고, Bengal만에서
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아. 하계 계절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하여
형성된다.
11. Buys - Ballot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은?

7. 자유표면을 갖는 상자형 Deep Tank(길이
12m,폭 10m)를 가진 선박이 비중 1.0의
담수에서 배수량 1,000톤으로 떠 있을 때
자유표면의 영향을 무시한 KG는 5.67m이
었다. 이 Deep Tank에 담수를 적재할 경우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KG는 얼마인가?

가.
나.
사.
아.

가. 5.17m
사. 6.67m

12. 태풍경보가 발표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은?

나. 5.67m
아. 7.17m

8. 배수량 10,300톤, KG=6.0m인 선박이 출항
하여 다음과 같이 연료와 청수를 소비하였
다. 도착시 KG는 약 얼마인가? (단, 연료는
기선상 1m에서 200톤, 청수는 기선상 5m
에서 100톤임)
가. 6.11 m
사. 6.55 m

나. 6.33 m
아. 6.66 m

9. 선박이 파랑중에서 동요를 크게 하면 GM이
감소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
GM 감소량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가.
나.
사.
아.

Tank내의 유동수의 중량
파랑중의 선속
선박의 폭
Tank의 수선면이 갖는 관성능률의 변화

고기압역내
저기압역내의 전선부근
태풍의 중심 부근
저기압이나 태풍의 역내에서 원형등압선을
이룬 곳

가. 24시간
내에
최대풍속이
풍력계급
8~9(34~47노트) 이상으로 예상
나. 24시간 내에 최대풍속이 풍력계급 10(48노
트) 이상으로 예상
사. 24시간 내에 최대풍속이 풍력계급 12(64노
트) 이상으로 예상
아. 24시간 내에 최대풍속이 풍력계급 무제한
13. 천기도에서 태풍의 위치가 근사치란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가.
나.
사.
아.

POSITION GOOD
POSITION POOR
POSITION AIR
BASED ON FIX

14. 배수량이 일정할 때 고정피치 추진기를 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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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선박의 주기관 출력은 회전수의 무
엇에 비례하는가?
가. 제곱
사. 제곱근

나. 세제곱
아. 세제곱근

15. 선박의 기관실에 독립 또는 비상 빌지관이
연결되어 있는 펌프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빌지 펌프
밸러스트 펌프
잡용수 펌프
주냉각 청수 펌프

는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화재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바람을 받으며
접근한다.
나. 구명뗏목의 경우 바람을 받으며 접근한다.
사. 일반적으로 물속의 조난자는 바람이 불어가
는 쪽으로부터 접근한다.
아. 시간이 허락하면 표류의 상대비율을 평가한
후 접근한다.
21. lAMSAR에 의거하여 수평범위 수색을 실시
할 경우 각 수색선은 (
)의 지시대로
수색속력을 통상적으로 (
)으로 한
다. (
)에 적합한 것은?

16. 임의 좌주(beaching)의 적정시기는?
가.
나.
사.
아.

만조시나 만조
간조시나 간조
만조와 간조의
간조와 만조의

후 낙조가 시작할 때
후 창조가 시작할 때
중간 시기
중간 시기

17. 수면하 선체 파공부의 침수의 유속을 구하
는 수식은? {단, "v"는 유속, "g"는 중력가
속도(9.8m/s²), "h"는 파공부로부터 수선면
까지의 높이}
가. v = 2gh
사. v = √2gh

나. v = 2 × √gh
아. v = 1/2gh

18. 문제삭제
19. lAMSAR 편람상 Single Turn 인명구조 조
종법에 관한 것이다. 익수자 현측으로 전
타(hard over)하여 약 몇 도 정도 선회하
였을 때 타를 중앙(Midship)으로 하는가?
가. 90도
사. 250도

나. 160도
아. 300도

20. 구조선이 조난선 또는 조난자에게 접근하

22

제1회

가.
나.
사.
아.

RCC,
RCC,
OSC,
OSC,

OSC의 최대속력
RCC의 권고속력
가장 속력이 늦은 선박의 최대속
가장 속력이 빠른 선박의 최대속력

22.교육훈련의 방법 중 직장 내 훈련(OJT)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가. 상·하급자간에 이해와 협조정신을 촉진시킨
다.
나. 다수의 인원에게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
다.
사. 훈련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유발을
시킨다.
아. 일을 하면서 훈련하므로 비용이 적게 든다.
23. 연공서열제도(Seniority system)의 장점으
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고용과 소득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승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나. 승무원의 애사심이 상당히 높아진다.
사. 승무원은 장래의 자기의 지위와 임금이 어
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아. 직무 및 능률에 따른 임금제도와 승진제도
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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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술한 것은?

24.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DOC의
갱신기간이 2010년 8월 15일이다. 갱신이
후 첫번째 연차심사일로서 가장 적절한 일
시는 언제인가?
가.
나.
사.
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항해사 1급

8월
8월
8월
8월

15일
15일
15일
15일

전후 3개월
전후 6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25. STCW 95 개정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내
의료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 이해 및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가. 선내 작업 안전 관리
나. 헬리콥터 소개를 포함한 부상자의 수송에
참가
사. 예방 접종
아. 봉합 기술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
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나.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
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사.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
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선박직원법상 해기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다음 날로부터 하선
한 날까지로 한다.
나. 다른 직무로 승선한 기간은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서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사. 승무경력의 증명은 선원수첩으로만 가능하
다.

[ 법 규

]

1. 개항질서법상 위험물 규정에 관하여 잘못
기술된 것은?
가. 위험물 적재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나. 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
는 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개항의 항계안으로 위험물을 반입하고자 하
는 자는 입항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아. 개항 항계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아.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
외국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은 제외된다.
4. 선박안전법상 화물선에 대한 제1종 중간검
사 시기는?
가. 매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나.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
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
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아. 전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
이내
5. 선박안전법상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및 만
재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는 선박의 검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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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1급

는?

10. 상법(해상편)에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의 한도는 얼마인가?

가.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

사. 제2종 중간검사

아. 건조검사

6.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의
관할에 전속한다.
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 소송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아.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
하여 분뇨를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 (
)해리 넘는 거리에서 최소 (
)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의
금액
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
의 금액
사.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
의 금액과 중량 1kg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
아.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
와 1kg당 2 계산단위 중 작은 금액
11. 해사안전법상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
양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야 한다. " (
)에 적합한 것은?
가. 해양경찰청장
나. 해양수산부장관
사. 지방자치단체장

가. 3, 4노트

나. 3, 7노트,

사. 12, 4노트

아. 12, 7노트

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

12. 해사안전법에서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나.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
과를 미치는 물질

가. 안내선의 사용
사. 통항시각의 변경

8.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은 어느 것인가?

나. 속력의 제한
아. 도선사 승선

사. 석유 사업법에서 정하는 유성혼합물
아.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외의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선박평형수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이 규정한 선원의 상
무(Ordinary practice of seaman)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해상법에서 공동해손의 통상적인 정산지는?
가. 상대방 선박의 상황에 관한 주의의무
가. 양륙항

나. 중간항

나. 항해설비의 정비에 관한 주의의무

사. 선적항

아. 항해의 종료항

사. 항해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
아. 선박충돌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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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을 피하기 위
한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사 1급

가. 대형선으로 흘수가 매우 큰 선박이 우측 통
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항로 앞쪽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가. 조종수역이 충분히 넓은 경우에는 침로의
변경만으로도 근접상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나.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추진기관을 역전시킴으로써 전진력을 완전
히 멈추어야 한다.
사. 다른 선박의 통항 또는 안전통항을 방해하
지 아니하도록 요구된 선박이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생긴 경우에는
충돌회피동작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아. 다른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는
동작의 효과는 다른 선박이 완전히 지나가
버릴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에서의
통항방해배제 의무와 피항관계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과 범선은 좁은
수로 또는 안전 항로대의 안쪽에서만 안전
하게 항해할 수 있는 범선의 통항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충돌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면제된다.
사. 좁은 수로를 횡단하는 선박과 수로의 안쪽
만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과의 사
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교차상태의 피항법이 적용된다.
아. 좁은 수로에서 통항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
는 선박은 횡단하는 선박에 의구심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피항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강제적 주의의무는 아니다.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측 항행을 지켜야 하나, 다
음의 경우에는 우측 통행 원칙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 수로의 왼쪽에 있는 부두에 입항하는 경우
아. 고속 항진으로 인한 측벽작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narrow
channel) 항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득이 통항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선의 선
수방향이 일반적인 교통방향에 대하여 가능
한 한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통항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가능한 한 접
근하여 항행한다.
사. 절박한 위험을 피하는 경우에도 통항분리대
내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연안통항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아. 교통분리수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로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선박 상호간의
책임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은?
가. 좁은 수로(제9조)
나. 통항분리방식(제10조)
사. 추월(제13조)
아. 교차상태(제15조)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성능으로 보
아 진로 우선권이 가장 큰 선박은?
가.
나.
사.
아.

항로표지의 부설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인 선박
범선
수상비행기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 시계 내에서
의 음향 신호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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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은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아. 자선의 크기, 확인, 단음 1회, 단음 1회, 장
음 1회

나. 조종불능선, 조종성능제한선, 흘수제약선은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 3회
즉,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야 한
다.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된 시계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 이상 선박인 경우
제일 뒤쪽 선박)에 승무원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음향신호는?

사. 도선선은 항행중인 동력선의 무중신호에 부
가하여 단음 3회를 울린다.

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아. 항해 중 정선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
은 장음 간격을 약 2초로 하여 장음 2회를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한 장
음 2회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선
의 (
)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들었을 때에는 자선의
진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
)으로 감
속하여야 한다." (
)에 적합한 것
은?

아.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단음 3회

가. 정횡전방, 최소의 속력
나. 정횡후방, 최소의 속력
사. 정횡방향, 적당한 속력
아. 정횡방향, 안전속력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된 시계 내
에서의 음향 신호"에 관한 기술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적당한 용어로 짝지어진 것
은?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선
박에 대하여 (
)와 충돌의 가능성
을 (
)하기 위하여 호종신호에 부
가하여 (
), (
) 및 (
)
의 기적을 울릴 수 있다."
가. 자선의 상태, 탐지, 장음 1회, 단음 1회, 장
음 1회

사.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단음 2회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좌초된 선박이 좌
초를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 길이의 기준은 몇
미터 미만인가?
가. 5 미터
사. 12 미터

나. 10 미터
아. 24 미터

25. 야간에 아래와 같은 등화를 보았다. 이 등
화를 표시하고 있는 선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잠수작업에 종사중인 때
나. 트롤어선의 어망이 장애물에 걸렸을 때

나. 타선의 위치, 주의, 장음 1회, 장음 1회, 단
음 1회

사. 트롤어선이 대수속력 없이 투망하고 있을
때

사. 자선의 위치, 경고, 단음 1회, 장음 1회, 단
음 1회

아. 트롤어선이 대수속력 없이 어망을 건져 올
리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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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

1.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In SMCP, (
) means a vessel
damaged or impaired in such a manner
as to be incapable of proceeding on its
voyage."
가. Disabled
사. Wrecked

나. Derelict
아. Hampered

2. Select the phrase which best completes
the following sentence. When the
information
requested
cannot
be
obtained, say ; "
."
가. Go ahead
나. Message not understood
사. No information
아. Repeat

가. "Starboard "
나. "Midships the wheel"

나. follow

사. move

아. answer

5. Select a word suitable for both blanks.
"MV ABC can not (
) the damage."
"I can not (
) which part is
aground."
가. establish

나. repair

사. require

아. improve

6.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Missile exercise will be conducted in
area (
) by following
points from 2100 hours to 2400 hours
of June, 2006. All vessels are advised
to keep well clear of the area. Point A :
..."
나. around
아. bounded

7. Select suitable words to fill the blanks.
"My anchors are fouled. There are (
) in the cables. Is shore
assistance (
)?"
가.
나.
사.
아.

twisted, useful
turns, available
twists, capable
flexibles, required

8. Select the most appropriate verb for the
blank. "Your present course is too close
to outbound vessel. Advise you (
)
course of 175 degrees."

사. "Port"
아. "Steady"
4. Select the correct one.
Pilot: Report me if she does not (
the wheel.
Quarter master: Aye Aye, sir.

가. operate

가. reached
사. operated

3. Select one that is appropriate for the
blank in the following sentence.
"The vessel is turning clockwise and her
heading is 100 degrees. In case the
vessel's course is to be changed to 090
degrees, the navigator or master should
give the helmsman the wheel order as
(
) first, and then give him the
next wheel order."

항해사 1급

)

가. make
사. diversify

나. amend
아. put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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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 제 삭 제
10. Select one which has the correct
distress message arrangements. ①
position of vessel, ② assistance
required, ③ nature of distress, ④
9-digit MMSI

13. Which of the following corrections
corrects a sighted sextant angle from
the visible horizon?
가. Index error
나. Dip
사. Refraction
아. Main body correction

가. ① - ② - ③ - ④
나. ③ - ① - ② - ④
사. ④ - ① - ③ - ②
아. ③ - ② - ④ - ①
11.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The 3-cm radar as compared to a
10-cm radar with similar specifications
will (
).
가. give better range performance in rain,
hail, etc.
나. display small targets in a mass of
dense sea clutter
사. have less sea return in choppy rough
seas
아. display a more maplike presentation for
inshore navigation
12. A power-driven vessel operating in a
narrow channel with a following current
on the Western Rivers is meeting an
upbound vessel. Which statement is
true?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Local apparent time is not suitable for
everyday use as it depends on exact (
1 ) and no two people would have the
same time unless they are on exactly
the same ( 2 )."
가. (1) latitude, (2) meridian
나. (1) longitude, (2) meridian
사. (1) latitude, (2) circle
아. (1) longitude, (2) circ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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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unless,

b : trade

나. a : unless,

b : cargo operation

사. a : if,

b : carriage

아. a : if,

b : cargo

16. 문 제 삭 제
가. The downbound vessel has the
right-of-way.
나. The downbound vessel must initiate the
required maneuvering signals.
사. The downbound vessel must propose
the manner and place of passage.
아. All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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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existing rules, (
) is
supposed to represent the cargo volume
capacity of the ship and is obtained by
deducting certain non-revenue-earning
spaces from the gros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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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nage. The (
) is expressed in
units of 100 cubic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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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tandard displacement

21. "When ship A is coming up with ship B
from a direction more than two points
abaft her beam at night, the only visual
indication to those on board ship A of
the presence of ship B will be the stern
light of the latter."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what
is the present situation?

18.

가. Ship A and B are crossing each other.

가. net registered tonnage
나. gross tonnage
사. compensated gross tonnage

Followings
are
concerned
with
definitions for turning characteristics
of ship. Choose the wrong one.

가. Turning circle is the path followed by
the pivoting point of a ship in making
a turn of 360 degrees or more at a
constant rudder angle and speed.
나. Advance is the distance gained in the
original
direction
until the vessel
steadies on her new course.
사. Transfer is the distance gained at right
angles to the original course, measured
from the line representing the original
direction of travel to the point of
completion of the turn.
아. Final diameter is a special length that
varies according to naval ship type.
19. 문 제 삭 제
20.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If the IOPP Certificate is valid and the
general
impression
and
visual
observations on board confirm a good
standard of maintenance, the PSCO
should generally (
) the
inspection to reported deficiencies, if
any.
가. expand

나. disclose

사. confine

아. evaluate

나. Ship B is overtaking ship A.
사. Ship A is followed by ship B.
아. Ship A is overtaking ship B.
22. Select the most appropriate words for
the blank commonly.
"On all ships, to ensure effective crew
performance in safety matters, a(an)
(
) shall be established and
recorded in the ship's log-book. Each
seafarer shall be required to understand
and, where appropriate, give orders and
instructions and to report back in
(
). If the (
) is
not an official one of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entitled to fly, all plans
and lists required to be posted shall
include
a
translation
into
the
(
)."
가. working manual
나. standard rules
사. working language
아. English language
23. Select the most appropriate group of
words for the blanks.
"In order to prevent fatigue, the STCW
Code stipulates that bridge team
members must take mandatory rest
periods. Rest periods of at least ( ⓐ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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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in any 24-hour period are
required. If the rest is taken in two
separate periods, one of those periods
must be at least ( ⓑ ) hours."
가. ⓐ 8,

ⓑ

사. ⓐ 12, ⓑ 6

아. Damaged Cargo Survey Report
2.

불활성가스장치(Inert Gas System)에서
Scrubber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 10, ⓑ 6

가. 탱크 압력 제어

아. ⓐ 13, ⓑ 8

나. 배기가스의 냉각
사. 화학적 이물질의 제거

24.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from the
words shown below.
"This is to confirm that we hold the M/V
KOREA and her owners harmless from
(
) for damage to cargo directly and
solely attributable to continuation of
loading operations during periods of
rain in the above named port."
가. respect

나. claim

사. shipment

아. loading

25.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Should any claim arises in respect of
the goods covering this Letter of
Indemnity, we hereby authorize you or
your agents to (
) this Letter
of Indemnity to the underwriters
concerned.
가. make

나. forward

사. deliver

아. disclose

아. 그을음과 같은 고체성분의 제거
3. 표준해수 비중을 가진 해수에 떠 있는 선박
이 60톤의 화물을 양하하였더니, 흘수가 균
일하게 5센티미터 감소하였다. 최초의 흘수
에 대한 수선면적은 약 얼마인가?
가. 220 K/T
사. 796 K/T

나. 420 K/T
아. 996 K/T

4. 배수량 24,000톤의 선박이 표준해수에서 비
중 1.015의 강하구의 항만에 입항하였을 때
흘수의 변화는 약 얼마인가? 단, 배수량의
변화는 없고 Tcm는 40톤이다.
가. 5.2cm

나. 5.6cm

사. 5.9cm

아. 6.1cm

5. 유탱커에서 화물의 인화점을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연소점보다 낮다.
나. 화물이 자연 연소할 수 있는 온도이다.

[ 상 선 전 문

]

사. 일단 연소되면 계속적인 연소가 일어나는
온도이다.

1. 적화관계 서류로 선적항에서 발급되는 것
은?

아. 화물의 인화점에 관계없이 유탱커의 구조
및 설비 규정은 같다.

가. Stowage Survey Report

6. 벌크 곡물을 선적하기 위한 선창 준비에 있
어서 통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어느 것인
가?

나. Sea Protest
사. Hatch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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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항차 화물 찌꺼기의 제거
나. 선창내 녹이나 이물질의 제거
사. 구조물에 의해 방해되는 장소의 스티밍
(steaming)
아. 선창 소독
7. 액화 가스 화물의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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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그 취지를 용선자(하주)에게 통지
한다.
사. 선박의 선장은 서면으로 N/R을 제시한다.
아. 통상 하주의 영업시간 내에 N/R을 제시한
다.
10. 문 제 삭 제
11. 용선계약시 일반적으로 안전항(Safe port)
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나. 온도와 함께 증가한다.
사. 온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
기도 한다.
8.

해운동맹에서 Contract rate system과
Deferred rebat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Contract rate system은 Deferred rebate
system에서 보는 rebate의 거치기간이 없
는 대신에 화주가 일정한 기간동안 동맹선
에만 화물을 탁송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나. Deferred rebate system에서는 계산기간
과 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화주는
운송을 계속하는 동안 동맹의 가맹회사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사. Contract rate system을 Dual rate
system이라고도 한다.
아. Deferred rebate system과 Contract rate
system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
적으로 병행해서 채용될 수 있다.
9. 항해용선에서 용선선박이 입항하여 용선자
에게 제시하는 하역준비완료통지(N/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은 기항하는 항구마다 N/R을 제시한
다.
나. 선박은 당해 항만에 도착하여 하역준비가

가. 강풍이나 높은 파도를 피해 선박하역이 가
능한 안전한 정박장소여야 한다.
나. 하역중 또는 그 전후에 안전하게 부양하여
선저가 해저에 항상 접촉하지 않는 수심이
어야 한다.
사. 연중 결빙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아. 전쟁과 같은 행위나 정치적 불안이 없어야
한다.
12. 선하증권 통일협약상 일반화물의 갑판적
운송에 대한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반적으로 화물은 창내적하여야 하므로 갑
판적은 특약에 따라 운송인의 면책조건으로
운송한다.
나. 갑판적 화물은 창내적과 마찬가지로 공동해
손의 적용을 받는다.
사. 선하증권상에 갑판적 기재는 선주측의 임의
사항이다.
아.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화물관리
의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13.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은?
가. 선박과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
나. 공선 항해시나 적하물 양륙후의 해난에 의
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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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박 및 적하물을 구하기 위한 처분으로 손
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아. 위험으로부터 선박 및 적하를 구하기 위한
선장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이 있어야
한다.
14. 선박감가상각비 계산에서 신조선가에 같은
값의 상각률을 곱하여 다음 연도의 장부가
격을 산출해나가는 상각방법은?
가. 정액법

나. 정률법

사. 항해거리비례법

아. 상각년수법

15. 탱커의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탱커운임은 World scale 기준에 따라 산정
되며 거래시의 시황에 의해 기준운임율의
±몇 %로 계약된다.
나. 탱커운임은 통상 적하지에 있어서 육상과
본선 탱크의 눈금에 따라 계측된 양에 대하
여 1 Long ton 단위로 산출된다.
사. 일반적으로 펌프에 의한 적재와 양하는 화
주의 위험과 비용으로 행한다.
아. 탱커운임의 종류는 현물운임, 연속항해운
임, 장기운송 계약운임 등이 있다.
16.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부의 통보가 없으면 분손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나. 위부의 수락이 없어도 추정전손금을 지급한
후에는 피보험 목적물의 잔여 이익을 보험
자가 회수할 수 있다.
사. 위부와 대위는 모두 전손의 경우에만 해당
된다.
아. 대위는 피보험자에 대한 이중 보상을 배제
하기 위한 제도이다.
17. 1978 STCW 협약에 대한 2010년 6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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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개정 회의의 결과로 새로 개정된 현
STCW 협약을 무엇이라 칭하는가?
가. STCW 협약 런던 개정규정
나. STCW 협약 파리 개정규정
사. STCW 협약 마닐라 개정규정
아. STCW 협약 싱가폴 개정규정
18. STCW 코드 제 8장의 제 A-Ⅷ/1조 당직임
무에 대한 적합성에 있어서 연속된 휴식시
간간의 간격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가?
가. 7시간

나. 10시간

사. 14시간

아. 17시간

19. MARPOL 73/78협약의 부속서1의 제27규
칙 비손상복원성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횡경사 0도에서 측정된 자유표면에 대하여
보정된 초기의 메타센터높이(GM)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복원정곡선 아래의 면적은 횡경사 40도까
지 또는 침수각이 40도 미만의 경우에는
침수각까지는 0.09 m.rad 이상이어야 한다.
사.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GZ)는
적어도 0.20 m이상이어야 한다.
아. 최대복원정은 30도를 초과하는 횡경사각에
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도 미만에
서 나타나서는 아니된다.
20. MARPOL 73/78 협약 제31규칙에 규정된
기름배출 감시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 장치는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탱커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출액이 해양에 배출될 때 이 장치의 작동
을 개시해야 한다.
사.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때에는 이 장치는 유성혼합물의 배출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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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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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아. 이 장치에 설치된 기록장치는 당해 기록을
적어도 2년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총톤수"라 함은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계산된 총톤수를
말한다.

21. SAR 헬리콥터와 선박간의 작업에 있어서
선박의 소화장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아.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로 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
임을 위탁받았고 이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
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등을
말한다.

가. 총합계 용량 45kg 이상의 분말 소화기 2개
이상
나. 총합계 용량 10kg 이상인 이산화탄소 소화
기
사. 작업구역의 어느 부분도 2개 이상 수분사
를 할 수 있는 갑판 수소화장치
아. 이중 용도를 가진 2개 이상의 소화호스 노
즐
22. lAMSAR편람상 항공기가 해상 이동체에서
발신한 신호를 이해하였을 경우에 보내는
신호는?

25. 국제노동기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내
선원설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가. 선원설비의 위치, 출입수단, 구조 및 배치
는 과도한 소음 또는 악취로부터 확실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나. 식당과 오락실은 선원설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내부 격벽은 해충의 침해를 받을 염려가 없
는 승인된 물질이어야 한다.
아. 침실 및 식당의 외부격벽을 적절하게 분리
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날개를 흔든다.
나. 항공기가 직선 수평으로 비행한다.
사. 스로틀을 개폐한다.

[ 어 선 전 문

]

아. 신호등으로 모스신호 RPT를 발광한다.
23. Scharnow turn은 원침로로부터 몇 도 벗어
난 후에 반대현으로 전타를 시도하여 초기
항적선으로 회항하는가?

1. 어획물 처리 과정에서 선어의 피뽑기를 함으
로써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가. 어체의 체온 상승을 억제한다.
나. 사후 경직 시작을 연장시킨다.

가. 60도

나. 180도

사. 세균 발육을 증가시킨다.

사. 240도

아. 250도

아.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한다.

2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어획물이 변질되기 쉬운 이유가 아닌 것은?
가. 세균의 부착 기회가 많은 점

가. "선원"이라 함은 협약적용 대상선박에 고
용, 종사 또는 근로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
한다.
나. "선박"이라 함은 내해를 포함한 모든 해역

나. 어획물의 체조직이 연약한 점
사. 어체의 수분 함량이 많은 점
아. 수압보다 대기압이 낮은 점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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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에서 잡은 어류들의 선도 판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가. pH 값 측정

용적
사. 선박의 총톤수에 대한 화물의 적화톤수의
비율
아. 만재톤수에 대한 경하톤수의 비율

나. 어육의 전기 저항도 측정
사. 비휘발성 염기 질소량 측정
아. 비휘발성 환원물질 측정
4. 대형어의 선상 처리 방법으로서 두부, 내장
을 포함한 원형 그대로의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드레스(Dressed)

나. 선어(Fresh fish)

사. 라운드(Round)

아. 스테이크(Steak)

8. 비중 1.023의 항에서 평균흘수 4.30m인 선
박이 비중 1.003의 하천항으로 입항하면 흘
수의 변화(cm)는 얼마인가? (단, 평균흘수
4.30m에 있어서 배수톤수는 934톤, 매 cm
배수톤은 2.0톤이다.)

5. 만재흘수가 4.9m인 봉수망 어선에서 조업
중에 측정한 평균흘수는 4.5m이었고, 수선
면적이 400m² 이었다. 해수의 비중이
1.025인 해역에서 약 몇 톤을 더 어획하면
만재가 되는가? (단, 만재흘수 상태의 수선
면적은 400m² 이다.)
가. 8톤

나. 16.4톤

사. 144톤

아. 164톤

6. 배수량 600톤의 다랑어선망 어선에서 갑판
상에 적재된 죔 줄와이어 1.8톤을 정횡 방
향으로 10m 이동하니 2˚의 경사가 일어났
다. 이 선박의 GM은 약 몇 m 인가? (단,
sin2˚ = 0.03, tan2˚ = 0.03, cos2˚ = 1로
간주한다.)
가. 0.03m

나. 1.00m

사. 1.30m

아. 0.54m

9. 각종 흘수에 대한 KB 및 BM을 도표로 표시
한 것을 (
) 이라 한다. (
) 속에
적당한 말은?
가. 정적 복원력 곡선

나. GZ 곡선

사. 복원력 곡선

아. GM 곡선

10. 다음 중 망사의 탄성 회복율(ε)을 바르게
나타낸 식은 어느 것인가? (단, ℓ1은 망사
에 하중을 가했을 때 늘어난 길이, ℓ2는
망사에 하중을 제거했을 때 늘어난 길이
임.)
가. ε = ℓ2/ℓ1 × 100

7. 적화계수(Stowage factor)란?

나. ε = ℓ1/ℓ2 × 100
사. ε = (ℓ1- ℓ2)/ℓ1 × 100

가. 선창의 용적에 대한 화물이 차지하는 용적
의 비율

아. ε = (ℓ1- ℓ2)/ℓ2 × 100

나. 중량 1톤의 화물을 싣는 데 소요되는 선창

11. 보험 사고 발생시에 피보험 목적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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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
는 책임 한도액은?

가. 초음파
사. 광파

나. 전파
아. 백색 잡음

가. 보험금액(Insured amount)
나. 보험가액(Insurable value)

17. 선박을 후진시킬 때 어군 탐지기의 기록에
해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현
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 보험금(Claim amount)
아. 보험료(Premium)
12. 저층 트롤에서 후릿줄의 진행 각도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가. 수중 음속의 변화로 인한 음파의 굴절
나. 선박 소음의 증가

가. 0 ~ 5°

나. 40 ~ 45°

사. 수중 기포의 발생과 음파의 감쇠

사. 30 ~ 35°

아. 15 ~ 20°

아. 선체의 진동과 잡음의 증가

13. 전개판의 면적 6㎡, 항력계수가 0.3인 만
곡형 전개판을 2m/sec로 예망할 때의 저
항은 대략 얼마가 되겠는가? (단, 해수밀
도는 1.025kg sec²/m⁴)

18. 어군 탐지기의 송·수파기를 어선의 선저에
설치할 때 가장 좋은 곳은?

가. 3,300 ㎏
사. 4,300 ㎏

나. 선저의 중앙부

나. 3,700 ㎏
아. 4,700 ㎏

14. 직경 360밀리미터인 뜸의 부력은 직경
240밀리미터인 뜸의 부력의 대략 몇 배인
가?
가. 2배

나. 3배

사. 4배

아. 8배

15. 권양기(Trawl winch)의 드럼에 감을 수 있
는 와이어의 최대 길이를 L, 와이어의 직
경을 d 라 할 때, L 과 d 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L은 d 에 비례한다.
나. L은 d²에 비례한다.
사. L은 d 에 반비례한다.

가. 선미에서 전장의 1/4되는 위치와 1/2되는
위치 사이
사. 선수에서 전장의 1/4되는 위치와 1/2되는
위치 사이
아. 선수에서 전장의 2/3되는 위치와 선미 사
이
19.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상 기름기록부를 비
치해야 하는 어선의 적용 범위는?
가. 총톤수 50톤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
사. 총톤수 150톤 이상
아. 총톤수 400톤 이상
20. MARPOL 73/78 협약에 의거하여, 선내 오
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설비검사에 합격
한 선박에 교부되는 검사증서는?

아. L은 d²에 반비례한다.
16. 무선식 네트 레코더(net recorder)의 발신
기(transmitter unit)는 무엇을 이용하는가?

가. IOPP 증서

나. ISPP 증서

사. IPP 증서

아. IAPP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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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길이 60미
터 이상 선박의 화재 안전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배출한 경우
사. 선박이 기구가 제정한 항로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 1조 이상의 소방원 장구 비치

아. 언제든지 어선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나. 화재 제어도의 항구적인 선내 게시
사. 선박의 양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국제육상
시설연결구 비치

25.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아. 5개 이상의 승인된 휴대식 소화기
22. 77/93 Torremolinos 협약에 의한 길이 60
미터 이상인 선박의 가스 실린더의 저장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가. 바다를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분류
하였다.
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으로 분류
되는 각종 해양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
다.

가. 규정된 식별색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사. 해양 이용의 자유를 극대화한 것이다.

나. 압축가스는 종류별로 분리 저장되어야 한
다.

아. 해양 이용상의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사. 고인화성 액화 저장소에는 개방갑판으로 직
통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 고인화성 액체의 릴리프 밸브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배기 되어서는 안된다.

제 2 회

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 관한 용어로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 구조정이란 조난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또한 생존정을 향도하기 위하여 설계된 보
트
나. 생존정이란 퇴선시로부터 조난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크래프트
사. 역반사물질이란 빛을 광원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는 물질
아. 부양이탈진수란 정원과 장비를 싣고 이탈되
어 어떠한 제지장치 없이 해상에 낙하할 수
있도록 생존정이 진수되는 방법
24. STCW-F 협약에서 항만국 통제를 행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이 충돌, 좌초 또는 좌주한 경우
나. 선박이 항해중 국제협약상 불법적인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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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컴퍼스의 가속도 오차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동서침로에서 남북침로로 변침중일 때 가장
크다.
나. 남북침로에서 변속할 때 가장 크다.
사. 남북침로에서 동서침로로 변침중일 때 가장
크다.
아. 동서침로에서 등속으로 항해할 때 가장 크다.
2.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에 있어서 구조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해
당되지 않는 것은?

2014년도 문제지

가. 속도오차는 피할 수 없다.
나. 위도오차는 피할 수 없다.
사. 주동부는 추종부에 의해 지지된다.
아. 주동부에는 마찰없는 수직축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해도상 방위가 001˚인 중시선 물표를 자이
로 리피터(repeater) 컴퍼스로 측정하니
358˚이었다. 리피터 컴퍼스의 오차가 없다
면 자이로컴퍼스의 오차는 얼마인가?
가. 1˚E

나. 1˚W

사. 3˚E

아. 3˚W

4. 도플러 로그에서 선속측정의 정확도를 기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항해사 1급

)안에 적합한 말들로 이루어진 것은?"
(
)에 대해 경과시간 동안 받은
(
),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수정하
여 얻은 실제의 위치와 가까운 (
)를
추정위치라 한다."
가. 추측위치 ― 해조류 ― 위치
나. 실측위치 ― 해조류 ― 위치
사. 추측위치 ― leeway ― 진위치
아. 실측위치 ― leeway ― 진위치
7. 격시관측에 의한 선위결정시 해류나 조류가
있다면 이 해조류가 어떤 방향일 때 선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가. 제1위치선에 수직인 방향
나. 제1위치선에 평행인 방향
사. 제2위치선에 수직인 방향

가. 전후 양방향의 대칭구조로 송수파기를 설치
하면 선체 요동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나. 음속은 송수파기 주위의 염분의 농도에 의
하여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
다.

아. 제2위치선에 평행인 방향
8. 위도가 60˚ 이하이고 거리가 600마일 이내
이면 대권거리와 항정선 거리의 차는?

사. 선체경사시 실제의 선속보다 작게 나타나지
만 경사각이 3도 미만이면 무시할 수 있다.

가. 6마일 이내
사. 18마일 이내

아. 사용 주파수는 높을수록 지향성이 좋아 빔
폭을 좁힐 수 있고 미소한 선속변동에도 선
속 검출이 용이하다.

9. 위치권(Position circle)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5. 자동조타장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상
이 생겼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가. 위치권은 천체의 고도가 같게 보이는 점의
자취이다.

가. 자동 조타만 안된다.

나. 위치권 하나만으로는 선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선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천체에 의한 위치권이 필요하다.

나. 수동 조타만 안된다.
사. 레버 조타만 안된다.
아. 자동, 수동 조타는 물론 레버 조타도 안된
다.
6. 다음은 지문항해에서 추정위치(estimated
position)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

나. 12마일 이내
아. 25마일 이내

사. 위치권 하나만으로는 선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선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천체의 진방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 고도 60도인 천체를 관측하였다면 위치권
의 반지름은 약 1,800해리이고, 고도가 낮
은 천체를 관측하는 경우 일수록 반지름은
감소한다.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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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산고도를 구하는데 가장 큰 오차로 개입
될 수 있는 것은?
가. 개인차
나. 관측오차

펙트(Aspect)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레이더 영상으로 애스펙트의 변화를 판단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나. 애스펙트가 0°인 경우는 자선에서 타선의
정선미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사. Sextant 오차
아. Chronometer시의 오차
11. 레이더에서 발진관에 필요한 약 10,000볼
트의 고압 펄스를 발생시키는 특수진공관
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마그네트론

나. 클라이스트론

사. 싸이라트론

아. 트리거 발진기

사. 애스펙트가 90°인 경우는 자선이 타선의
정횡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아. 자선에서 본 타선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자선에서 본 시선 방향과 타선의 선수미 방
향이 이루는 각을 말한다.
16. 레이더 물표의 등가 반사면적(equivalent
echo area)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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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표의 투영면적

가. 약 0.5도

나. 약 1.0도

사. 약 1.5도

아. 약 2.5도

사.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나타내는 도체로
된 구의 대권면적

13. 레이더에서 방위측정 오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Yawing

나.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나타내는 코너
리플렉터의 단면적

아.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얻을 수 있는 도
체로 된 직육면체의 표면적
17. IMO 레이더 성능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나. Scope의 중심점 편위
사. 소인전압의 비직선성

가. 거리분해능을 70m로 규정하고 있다.

아. 안테나와 편향코일의 동기불량

나. 수직 빔 폭을 5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레이더 플로팅시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사. 수평 빔 폭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방위분해능을 70m로 규정하고, 1.5 마일과
2 마일 거리 범위에서는 0.5° 이내로 정하
고 있다.

가. 플로팅은 신속하게 한다.
나. 레이더 관측시간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
사. 되도록 원거리에서부터 여유를 가지고 규칙
적으로 실시한다.
아. CPA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운동 플로팅
보다 진운동 플로팅이 더 유리하다.
15. 자선과 타선의 상대운동 변화에 대한 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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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Loran-C의 자동식수신기는 사용 전파의
지표파의 윤곽정합 및 위상비교를 통하여
쌍곡선 위치선을 구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파의 위상변조를 해독함으로써 공간파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파만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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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한다.

나. 전파의 위상변조란 매 펄스마다 위상변화의
시작을 (+)쪽 또는 (－)쪽에서 하는 것이다.

사. 순조일 경우에는 감소하고, 역조일 경우에
는 증가한다.

사. 지표파의 위상속도에 대지도전율, 대기굴절
률, 복잡한 지형에 의한 회절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아. 풍하쪽으로 변침하면 감소하고, 풍상쪽으로
변침하면 증가한다.

아. 위상변조된 모양은 주·종국이 서로 다르고,
같은 송신국이라도 펄스반복주기마다 다르
며 홀수 번째 펄스가 변화한다.

22. 5노트의 속력으로 하루에 10톤의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이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할 경우 하루 연료소비량은 대략 얼마인
가?

19. GPS위성의 송신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위상편이변조(PSK)에 따라 스펙트럼 확산
된 신호이다.
나. C/A code는 반송파로 1,575.42㎒와
1,227.6㎒를 이용한다.

가. 40톤

나. 60톤

사. 80톤

아. 100톤

23.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동군도항로
(Archipelagic Sea Lanes : ASL)에 관
한 것이다. 제1 동군도항로(ASL 1)인
서측항로 (Western Route)의 통과해역
을 기술한 것은?

사. 의사잡음부호(PRN code)로 되어있는 C/A
code나 P code를 반송파에 실어 사용자에
게 전송한다.
아. 전리층의 굴절에 기인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1,575.42㎒와 1,227.6㎒ 두개의 반송
파를 이용한다.
20. 좁은 수로에서 통항중 안정적인 선체 자세
를 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가능한 한 가항수로의 중앙을 통항한다.
나. 수로폭이 변하게 되면 선체에 미치는 작용
력에 불균형이 생긴다.
사. Bank cushion에 의한 반발력은 Bank
suction에 의한 흡인력보다 크게 나타난다.
아. 과속일 경우에는 Counter action으로서 자
세 수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21. 연안 항해계획 수립시에 신침로거리의 영
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변침각이 크면 감소하고, 작으면 증가한다.
나. 타각을 크게 하면 감소하고, 작게 하면 증

가. Celesbes Sea - Selat Makasar - Selat
Lombok - Indian Ocean
나. Singapore Strait - Selat Sunda - Selat
Lombok - Flores Sea - Arafura Sea
사. Pacific Ocean - Molucca Sea - Ceram
Sea - Banda Sea - Savu Sea - Indian
Ocean
아. South China Sea - Selat Karimata Western Java Sea - Selat Sunda Indian Ocean
24. 아라비아해에서 사이크론(Cyclone)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체로 언제인가?
가.
나.
사.
아.

4월
5월
6월
6월

~
~
~
~

6월
6월
7월
7월

및
및
및
및

9월 ~ 12월
12월 ~ 1월
1월 ~ 2월
11월 ~ 12월

25. 세계의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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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시험은?
가. 적도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나. 극류는 극 주위를 도는 해류를 말한다.

가. Turning test

나. Zigzag test

사. 적도반류는 적도해류와 반대방향으로 흐른
다.

사. Pull-out test

아. Steady test

아. 북적도해류는 쿠로시오, 북태평양해류, 캘
리포니아 해류와 순환계를 이룬다.

5. 선체의 선회운동은 선체의 (
)을 통하
는 수직축에 대한 회전운동과 (
) 중
심점을 중심으로 하는 (
)상의 궤도운
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에 적합한
것은?

[ 운

용

]

1. VLCC가 항해 전속 전진 중 최대 타각을
사용하여 360도 선회할 때 감속률은 약 몇
% 인가?

가. 기하학 중심, 선회권, 원주
나. 거리 중심, 회두, 곡선
사. 관성 중심, 선회 운동, 곡선
아. 무게 중심, 선회권, 원주

가. 20∼30%

나. 40∼50%

사. 50∼60%

아. 70∼80%

6. Cross-channel angle에 관한 옳은 설명은?

2. 선박이 선회 중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로 타
당하지 않는 것은?

가. 이 각은 횡방향 풍조압류속력의 제곱에 비
례하고 선속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가. 타의 직압력에 의한 정횡분력의 양력 증가

나. 이 각은 횡방향 풍조압류속력에 비례하고
선속에 반비례한다.

나. 선체 저항의 증가
사. 원심력의 선수미 분력에 의한 추력 감소

사. 이 각은 횡방향 풍조압류속력의 제곱에 반
비례하고 선속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 타의 직압력에 의한 선수미 분력의 항력 증
가

아. 이 각은 횡방향 풍조압류속력의 제곱과 선
속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3. 선체의 부심을 B,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거리 BG는 전타 선회시 생기는 선체 횡경
사각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횡경사
각의 크기는?

7. 횡요주기를 이용한 간이 GM측정방법에 사용
되는 공식 T = 0.802B/ √GM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BG에 비례한다.
나. BG의 2승에 비례한다.
사. BG에 반비례한다.
아. BG의 2승에 반비례한다.
4. IMO 표준 선박조종성 시험 중에서 선수요
저지성능(Yaw-checking ability) 및 보침성
능(Course-keeping ability)을 측정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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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식에 의한 GM값은 실제보다 작게 나
타나며, 그 이유는 횡요에 따른 저항이 전
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나. M(Metacenter)을 중심으로 한 선체 중량
의 회전반경은 선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만 선폭에 비례한다.
사. 회전반경을 선폭의 0.4배로 간주한 공식이
다.
아. 이 공식을 이용한 GM 측정치는 측정 당시
의 선체 주위 조건을 정적인 상태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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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한 것이다.
8. 선박의 메타센터의 반경(BM)은 선체 침하부
용적과 수선면이 종방향 중심선으로 이루어
지는 축에 대하여 갖는 관성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항해사 1급

11. 한랭전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선면의 경사는 1/150~1/200 정도이다.
나. 기온과 노점온도는 전선의 통과와 함께 하
강한다.
사.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하기도 한다.
아. 전선통과 시 적란운이 발달한다.

가. 용적에 반비례하고 관성능률에 반비례한다.
나. 용적에 비례하고 관성능률에 비례한다.

12. 등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용적에 반비례하고 관성능률에 비례한다.
아. 용적과 관성능률의 곱의 제곱근에 비례한
다.

가. 항상 폐쇄된 연속곡선을 이룬다.

9. 탱크 내의 청수나 연료유 등의 자유표면
(Free surface)이 위험한 이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도중에서 소멸되거나 절단되는 일이 없다.

가. 청수나 연료유 등에 자유표면이 있으면 선
체 동요에 따라 액체도 유동하여 선체 중심
이 경사현으로 이동한다.
나. 유동수에 의한 영향은 자유표면의 관성모멘
트에 비례하고 유동수의 양에 반비례한다.
사. 선박이 다시 직립으로 될 때에는 선체와 동
시에 이동하지 않고 선박을 경사된 채로 유
지시키려고 한다.

나. 도중에서 교차하거나 8자형이 되는 수가
있다.
아. 같은 기단내에서 상접하는 등압선은 거의
평행하다.
13. 바람에 의하여 형성되는 해류인 취송류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
북반구에서 표면의 유향이 어떻게 편향하
는가?
가. 우측으로 45°정도 편향한다.
나. 좌측으로 45°정도 편향한다.

아. 선박이 경사하여 복원력이 감소하게 된 경
우, 횡파를 받으면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사. 좌우측으로 15°범위 내에서 편향한다.

10. 서부 북태평양의 저기압의 진행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과급기와 실린더를 연결하는 급기관의 중
간에 공기 냉각기를 설치하여 급기를 냉각
하는 이유는?

가. 동지나해에서 발생하여 북동~동북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름철에 가장 많다.

아. 우측으로 90°정도 편향한다.

가. 노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 시베리아에서 오는 것은 겨울에 많고 여름
에 적다.

나. 공기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 동지나해 북방에서 동북동으로 진행하는 것
은 여름에 많고, 겨울에 적다.

아. 윤활유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아. 양쯔강 유역에서 오는 것은 겨울에서 장마
철 사이에 가장 많다.

사. 실린더내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15. 동일한 특성의 원심펌프 2대를 병렬 운전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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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출유량은 1대 운전시의 2배가 된다.
나. 송출유량은 증가하지만 양정은 감소하게 된
다.
사. 송출유량은 1대 운전시의 경우와 같으며
양정이 증가하게 된다.
아. 각 펌프의 송출유량은 1대 단독 운전시의
유량보다 적게 된다.
16. 선박 유류 화재의 소화 작업시에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높은 곳에 물을 주입할 때에는 복원력이 감
소한다.

타(hard over)하여 약 몇 도 정도 선회하
였을 때 타를 중앙(Midship)으로 하는가?
가. 90도
사. 250도

나. 160도
아. 300도

20. 구조선이 조난선 또는 조난자에게 접근하
는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화재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바람을 받으며
접근한다.
나. 구명뗏목의 경우 바람을 받으며 접근한다.

나. 각종 유류 밸브들은 가능한 한 잠근다.

사. 일반적으로 물속의 조난자는 바람이 불어가
는 쪽으로부터 접근한다.

사. 물 위에 뜬 유류는 제트 노즐을 이용하여
분사 진화한다.

아. 시간이 허락하면 표류의 상대비율을 평가한
후 접근한다.

아. Foam 소화기를 이용할 때는 화염에 직접
분사보다는 화염의 부근에 살포하여 기름표
면을 덮어 씌운다.

21. 국제 NAVTEX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선박의 수선하부 5m의 장소에서
10cm×10cm의 파공이 생겼을 때, 1시
간 동안에 침수하는 해수량을 계산하면
약 몇 톤인가? ( 단, 침수계수 c : 0.8,
해수비중 : 1.025, 중력 가속도 : 10 임)

가. 149 톤

나. 182톤

사. 295.2톤

아. 820.9톤

18.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체를 해안에 좌초시
킬 때 이상적인 해안은?

가. 항행경보, 기상경보, 기상예보 등 해사안전
정보를 송수신한다.
나.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조정된 방송
및 자동수신을 한다.
사. 518kHz 및 480kHz를 사용하여 송수신한
다.
아. 영문으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22. 선박조직에서 승무원의 조직행위모델로 가
장 옳은 것은?
가. 원인(cause)→욕구(need)→목표(goal)

가. 경사가 완만하고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곳
나. 경사가 완만하고 고운 진흙이 깔린 곳

나. 투입(input)→조직(organization)→산출
(output)

사. 경사가 완만하고 적당한 굵기의 자갈이 깔
린곳

사. 자극(stimulus)→반응(response)→지각
(perception)

아. 암석이 없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지반이 딱
딱한 곳

아. 동기(motives)→비교(comparison)→각성
(arousal)

19. lAMSAR 편람상 Single Turn 인명구조 조
종법에 관한 것이다. 익수자 현측으로 전

23.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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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삭 길이는 2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가. 동일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
된다.

아.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예항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거의 없다.
사. 조직의 힘이 강하다.
아. 개별기업을 그 존립의 기반으로 한다.

2. 선원법상 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24.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DOC의
갱신기간이 2010년 8월 15일이다. 갱신이
후 첫번째 연차심사일로서 가장 적절한 일
시는?

가. 해원이 그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징계할
수 있다.

가. 2011년 8월 15일 전후 3개월

사.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2011년 8월 15일 전후 6개월
사. 2011년 8월 15일 전 3개월
아. 2011년 8월 15일 전 6개월
25. STCW 95 개정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내
의료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 이해 및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가. 선내 작업 안전 관리
나. 헬리콥터 소개를 포함한 부상자의 수송에
참가
사. 예방 접종

나. 징계위원회는 해원수가 10명 이내인 경우
에는 4인 이상으로 선장이 정하는 자로 구
성한다.

아. 해원의 하선징계를 한 경우 선장은 지체없
이 선박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선박직원법상 해기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가. 업무정지 기간중에 승무한 경우
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사.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에
위험을 초래한 때
아. 해기사가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아. 봉합 기술
4. 선박안전법상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 법 규

]

1. 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안에서 예인선의
예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타 또는 조타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 선박명 및 선적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예인선은 2척의 피예인선까지 예인할 수
있다.
나. 부선을 선미 예인하고 있는 예인선의 경우
예인선의 선수에서 피예인선 선미까지의 길
이는 2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5.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위험물을
(
)종류로 대분류하고, 그 중 (
)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6가지로 소분류
하고 있다. (
)에 적합한 것은?

사. 선박의 입항을 보조하고 있는 예인선의 예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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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 가연성물질류

나. 9, 가연성물질류

사. 7, 화약류

아. 9, 화약류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9. 상법상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방법이
아닌 것은?
가.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의함
나. 특약이 없는 경우는 후발생 원칙
사. 특약이 없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

가.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
과를 명백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나. 해기사는 해양사고에 대한 직무상 고의 또
는 과실이 인정될 때 재결로써 징계한다.
사. 해양사고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과실인 경우
재결로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아.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
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시정 또
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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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도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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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
을 원용할 수 있다.
나. 운송인보다 낮은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사. 운송인보다 높은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아. 운송인과는 무관하게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은?

8.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에서 기름 배출에
대한 설명이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가.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는 기름의 순간배
출률이 1해리당 30리터 이하일 때 배출이
가능하다.

사. 수면비행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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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
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이동식 해상구조물
12. 해사안전법상 길이 50미터 미만의 공기부
양선이 배수량이 있는 상태로 항행 중일
때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는?
가. 황색섬광등
나. 현등, 선미등
사.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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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황색섬광등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벗어나는 예외적
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
닌 것은?
가. 충돌의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
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급박한 위험
일 경우
사. 규칙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것으로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책임)에서 책
임의 주체가 아닌 것은?
가. 도선사
사. 선장

나. 선박소유자
아. 해원

15. 선박의 안전유지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look-out) 업무와 관련하여 경계의무
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가. 선교에서 조타 중인 조타원에 의한 경계
나. 선장으로서 동시에 도선사의 업무를 행하는
경계
사. 대형선이나 고속선에서 추가 경계원에 의한
경계
아. 어선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원에 의한 경
계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안전한 속력을 결
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인 "야간에 육상
의 등화 또는 자선의 항해등의 반사광으로
부터 생기는 배경광선에의 존재여부"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해사 1급

나. 일본내해에서 히메지항, 고오베항, 오오사
까항 등의 부근 수로를 항행할 때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사. 대양상에서 대어선군에 접근할 때에도 그
정도가 심하다.
아. 안개가 축축히 끼이는 날씨에는 본선의 마
스트 등광이 미수적(美水適)에 반사되어 갑
판을 내려덮고 희미한 달빛처럼 앞을 가려
서 시야를 흐리게 한다.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에서의
통항방해배제 의무와 피항관계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길이
수로
해할
아니

20미터 미만의 선박과 범선은 좁은
또는 항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충돌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면제된다.
사. 좁은 수로를 횡단하는 선박과 수로의 안쪽
만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과의 사
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교차상태의 피항법이 적용된다.
아. 좁은 수로에서 통항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
는 선박은 횡단하는 선박에 의구심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피항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강제적 주의의무는 아니다.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서로 시계 내의
항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가. 추월(Overtaking)
나. 좁은 수로(Narrow channel)
사. 선박 상호간의 책임(Responsibilities
between vessels)
아. 교차상태(Crossing situation)

가. 야간 육상의 대도시에서 선수전방으로 부터
오는 명멸하는 광선은 시야를 대단히 어지
럽히고 후방에 있는 타선의 등화 식별을 곤
란하게 만든다.

19. "국제해사기구에서 승인 채택한 해상교통
분리제도의 목적은 해상교통의 밀도가 아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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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높은 곳에서 항로가 집중하는 구역에
있어서 (
)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인
(
)을 조성하는데 있다. " (
)에 적합한 것은?

있는 맨 뒤쪽의 선박 또는 물체의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22. 정점을 위로 향하게 한 원추형 형상물 하
나를 게양하여야 하는 선박은?

가. 충돌 및 항해의 위험, 교통행정
나. 해양사고 및 해상위험, 교통법규
사. 해상위험과 화재위험, 교통의 흐름
아. 충돌 및 좌초의 위험성, 교통의 흐름
20. 야간에 항행중인 동력선이 우현선수 30도
방향에 동력선의 녹색 현등을, 좌현선수
30도 방향에 범선의 녹색 현등을 보았으
며, 범선과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할 때 취
할 조치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수평거리 150m를 초과하는 어구를 내리고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선박
나. 기뢰제거 작업에 종사중인 선박
사. 잠수작업에 종사중인 선박
아. 끌려가고 있는 선박
23. 야간에 아래와 같은 등화를 보았다. 이 등
화를 표시하고 있는 선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양선을 피한다.
나. 단음 2회를 울리며 좌현변침하여 범선의
선미를 통과한다.
사. 단음 1회를 울리며 우현변침하여 동력선을
피한다.
아. 양 선박에 경고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철저
히 한다.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항행중인 예인선"
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
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
박이나 물체 등에 관한 표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폭이 2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앞쪽 끝과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폭이 25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앞쪽 끝과
뒤쪽 끝의 표시에 부가하여 가장 폭이 넓은
곳의 양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일정한 등화 사이의 거리가 5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백색 전주등을 부가
표시한다.
아. 예선열의 길이가 150미터인 때 끌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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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잠수작업에 종사중인 때
나. 트롤어선의 어망이 장애물에 걸렸을 때
사. 트롤어선이 대수속력 없이 투망하고 있을
때
아. 트롤어선이 대수속력 없이 어망을 건져 올
리고 있을 때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길이 12m이상
의 좌초선은 야간에 (
)에 추가하여 (
)개의 (
)을 달아야 한다. " (
)에
적합한 것은?
가. 항해등, 2, 녹등
나. 항해등, 3, 홍등
사. 정박등, 2, 홍등
아. 정박등, 3, 녹등

2014년도 문제지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에서
추월선은 (
)로써 우현측 추월, (
)
로써 좌현측 추월의 의사표시 신호를 울
린다." (
)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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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raffic and where local special
rules may apply."
가. Traffic Zone
나. Offshore Traffic Zone

가. 장음 2회 단음 1회, 장음 2회 단음 2회

사. Inshore Traffic Zone

나. 장음 2회 단음 2회, 장음 2회 단음 1회

아. Traffic Clearance

사. 단음 2회 장음 1회, 단음 2회 장음 2회
아. 단음 2회 장음 2회, 단음 2회 장음 1회

[영 어 ]
1. Choose a proper word for the blank.
"In SMCP, (
) means to have
seawater flowing into the vessel due
to hull damage, or hatches awash and
not properly closed."
가. leaking

나. inundation

사. make water

아. submersion

2. Select the expression which is not
appropriate for IMO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가. You will load 163 repeat 163 tons of
bunkers.
나. Your position is 137 degrees two
decimal four miles from the signal
station.
사. The pilot boat is bearing 215 degrees
from you.
아. The buoy is on 030 degrees from your
port bow.
3. Choose proper one to fill the blank.
"(
) is a designated area between
the landward boundary of a traffic
seperation scheme and the adjacent
coast, not normally to be used by

4.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In SMCP, (
) means to decrease
the distance to the vessel ahead
by increasing one's own speed."
가. close up
사. rendezvous

나. drop back
아. proceed

5. Select the correct one.
In ships with twin propellers, the word
"(
)" should be added to all engine
orders affecting both shafts except that
words "Stop all engines" should be used.
가. each

나. both

사. two

아.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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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eparated
아. installed

7. Select proper words for the blank.
"If you detect a fire, smell, fume or
smoke, act immediately as follows : (
A ) "Fire !" ( B ) the nearest fire
alarm. (
C
) a member of the
crew. ( D ) the navigation bridge."
가. A : Call out

B : Operate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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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Inform
나. A : Shout
C : Tell
사. A : Call out
C : Inform
아. A : Shout
C : Search

D : Go to
B : Cancel
D : Contact
B : Operate
D : Telephone
B : Break
D : Assembly

8. Select a word suitable for both blanks.
"MV ABC can not (
) the damage."
"I can not (
) which part is
aground.

protecting cargoes.
가. shoring

나. leaning

사. wedging

아. locking

12. This is the maximum distance at which
the light can be seen and is dependent
upon the intensity of the light and the
atmospheric visibility prevailing. What is
this?
가. Geographical range
나. Nominal range

가. establish

나. repair

사. Extreme range

사. require

아. improve

아. Luminous ran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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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elect the one which is not an
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nd Aid to Navigation Authorities) Buoyage
System.
가. Special marks
나. Isolated danger marks

가. leeway, same

사. Cardinal marks

나. stern way, inbound

아. Transit marks

사. forward, another
아. starboard, opposite
10. Select the correct one.
"Typhoon warning was (
) at 1700
hours in Northern Harbor. All vessels
are required to (
) immediately."
가. reported, move

14. Select proper words for the blanks.
"The voyage data recorder system,
including all sensors, shall be ( A )
to an annual performance test. The test
shall be conducted by an approved
testing or servicing facility to ( B )
the accuracy, duration and recoverability
of the recorded data."

나. issued, go
사. declared, leave

가. A: approved B: test

아. issued, shelter

나. A: inspected B: find out
사. A: subjected B: verify

11. Select one which can not be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techniqu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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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Testing main compartments by filling
them with water is not compulsory.
When testing by filling with water is
not carried out, a hose test shall be
carried out where practicable. This test
shall be carried out in the most
(
) stage of the fitting out of
the ship.
가. safe

나. advanced

사. delayed

아. early

16. 문 제 삭 제
17.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
) means an observed
situation where objective evidence
indicates the non-fulfillment of a
specified requirement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항해사 1급

19. Choose the correct one.
"(
) means the period of time agreed
between the parties during which the
owner will make and keep the ship
available for loading/discharging without
payment additional to the freight."
가. Demurrage

나. Despatch money

사. Laytime

아. Running Days

20. Select the most appropriate group of
words for the blanks.
"In order to prevent fatigue, the STCW
Code stipulates that bridge team
members must take mandatory rest
periods. Rest periods of at least ( ⓐ
) hours in any 24-hour period are
required. If the rest is taken in two
separate periods, one of those periods
must be at least ( ⓑ ) hours."
가. ⓐ 8, ⓑ 6

가. Observation

나. ⓐ 10, ⓑ 6

나. Major non-conformity

사. ⓐ 12, ⓑ 6

사. Objective evidence

아. ⓐ 13, ⓑ 8

아. Non-conformity
18. Select the mos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According to SOLAS convention, AIS
shall
provide
automatically
to
appropriately equipped shore stations,
other ships and aircraft information,
including the ship's (
),
type,
position,
course,
speed,
navigational
status
and
other
safety-related information."
가. crew

나. cargo

사. owner

아. identity

21.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Your vessel, when leaving "A" wharf at
Portland on the 5th October, (
)
damage to three of the fender piles of
the wharf."
가. caused

나. found

사. had

아. was

22. Select the most proper words in the
blank in case of translating following
Korean into English.
"손상이 확인될 때 그에 관한 상세한 보고
를 다시 하겠습니다."
"I will make another (
) report as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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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damage when (

)."
2. 일반 화물선에 있어서 Upper deck의 안전
하중을 계산하는 약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갑판면적(ft²)임)

가. trivial, revealed
나. detailed, revealed
사. detailed, ascertained
아. minute, ascertained

가. 3×A/35 [ton]

나. 3×A/50 [ton]

사. 5×A/35 [ton]

아. 5×A/50 [ton]

23. 문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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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ile

나. invite

사. run

아. pay

25. Select the most proper one for the
blank.
Remove (
) from chain
lockers. Thoroughly cleaned lockers,
sump and hawse of all mud and dirt.

3. 어떤 선박이 길이 180m, 선폭 26m, 흘수
9.8m, Cb (Block coeffiecient) 0.80,
Cw(Water surface coefficient) 0.90인 경
우, 담수 중에서의 Tcm는?
가. 약 33.7 M/T

나. 약 34.5 M/T

사. 약 37.1 M/T

아. 약 42.1 M/T

4. 대량 화물 적·양하시에 흘수를 계산할 때,
적재 전·후에 구별하여 계산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가. Center of flotation
나. Tcm(Tons per centimeter immersion)
사. Mcm(Moment to change trim 1cm)
아. Center of gravity

가. covers

나. gratings

사. fittings

아. brackets

[ 상 선 전 문

5. 흡습성 화물을 온난지로부터 한냉지로 운송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계속적인 통풍이 필요하다.

1. Chemical tanker의 각종 Pump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외기의 노점은 항해의 경과에 따라 점차 낮
아진다.

가. 밸러스트용 펌프는 원심력 펌프이다.

사. 상갑판이나 외판의 안쪽 등에는 다량의 스
웨트(Sweat)가 생기게 된다.

나. 일반적으로 Cargo pump는 유압구동식 펌
프이다.

아. 화물창내의 노점이 낮아도 한냉한 공기가
유입되면 스웨트(Sweat) 생성이 방지된다.

사. 기관실과 화물구역 사이의 갑판상에 펌프룸
이 위치한다.
아. 용제성이나 부식성이 높은 화물 취급시는
특수 재질로 된 펌프를 사용한다.

50

제2회

6. 액화가스(LPG) 탱커에서 "Tank Change"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
는 것은?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1급

나. At the end of voyage
가. Drain 생성을 막기 위하여

사. Before the beginning of the voyage

나. 탱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사. Cargo Pump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 Cargo Conta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7. 케미컬 탱커에서 반응성 화물의 취급시 주
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반응억제제를 사용한다.
나. 탱크 내부에 남아있는 화물찌꺼기를 분해한
다.
사.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아. 상호 반응하는 화물은 빈 공간을 사이에 두
고 선적한다.
8.

해운동맹에서 Contract rate system과
Deferred rebat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Contract rate system은 Deferred rebate
system에서 보는 rebate의 거치기간이 없
는 대신에 화주가 일정한 기간동안 동맹선
에만 화물을 탁송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나. Deferred rebate system에서는 계산기간
과 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화주는
운송을 계속하는 동안 동맹의 가맹회사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사. Contract rate system을 Dual rate
system이라고도 한다.
아. Deferred rebate system과 Contract rate
system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
적으로 병행해서 채용될 수 있다.

10. 국제 복합운송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운송계약이 단일계약이어서 운송책임이 일
원화 되어 있다.
나. 화주에 대해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운송
계약서를 발행한다.
사. Door-to-door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전구간 운임을 설정한다.
아. 동일 운송 수단에 의한 연계수송으로 세계
일주항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11. 용선계약시 허용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체
선이 되었을 때 "Once on demurrage,
always on demurrage"의 효과는?
가. 일요일과 공휴일은 체선일 산정에서 제외된
다.
나. 기상 상태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날은 체선
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 본선측의 단독과실에 의한 체선은 체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 약정 체선 금액의 반을 연속적으로 지불할
의무를 가진다.
12. 선하증권 통일협약상 일반화물의 갑판적
운송에 대한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반적으로 화물은 창내적하여야 하므로 갑
판적은 특약에 따라 운송인의 면책조건으로
운송한다.

9. 1924년 선하증권 통일협약상 선박이 감항능
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을 옳게 나타낸 것
은?

나. 갑판적 화물은 창내적과 마찬가지로 공동해
손의 적용을 받는다.

가. On the voyage

아.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화물관리
의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사. 선하증권상에 갑판적 기재는 선주측의 임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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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탱커 운송계약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7. 다음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내용이다. Code내 위험물 목록(Dangerous
Goods List)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가. 운임률이 특별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다.
나. 하역은 원칙적으로 선적은 송화인, 양하는
본선의 부담이다.
사. 용선자는 특별히 고온의 경우가 아니고는
화물 가열 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
아. 선적전 본선의 탱크, 배관 및 펌프의 소제
비용은 선주의 부담이다.
14. 타사선을 정기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 운
항채산이 양(+)이 되는 판정기준은 무엇인
가?
가. H/B >C/B

나. C/B >H/B

사. 용선료 >H/B

아. C/B >용선료

15.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가. 위부는 공동해손, 대위는 단독해손에 적용
된다.
나. 위부는 분손, 대위는 전손의 경우에 적용된
다.
사. 위부와 대위는 모두 전손의 경우에 적용된
다.
아. 위부는 전손, 대위는 전손 및 분손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16.

선박회사가 내항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가. 내항성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가. UN No. 순으로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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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OLAS규정에 따라서 총톤수 1,500톤 길
이 80m의 화물선이 기관구역과 보일러실
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구역에 비치해야 할
소화호스의 최소 숫자는?
가. 4개

나. 5개

사. 8개

아. 12개

19. 선박 운항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MARPOL 73/78 부속서 Ⅵ에서 규제되
는 물질이 아닌 것은?
가. 황산화물(SOx)
나. 질소산화물(NOx)
사. 액화석유가스(LPG)
아. 할론가스(Halon)와 염화불화탄소(CFCs)
20.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OSC의 책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내항성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했더
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가. 수색 구조 작업을 조정하는 RCC나 RSC로
부터 지시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사. 출항 후 항해 중에 해난에 의해 내항성을
상실한 경우

나. 수색 구조 작업을 조정하는 RCC나 RSC에
게 주기적인 보고

아. 충분한 승무원을 배승시키지 않은 경우

사. 구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구조 종
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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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색 구조대와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기타
선박 및 항공기가 현장에 도착하고 떠난 시
각 등의 기록유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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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행 중일 것
나. 배출량이 탱크 용적의 100분의 1 이하일
것
사. 최대배출률 미만으로 흘수선 하에서 배출할
것
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
진 수심 25m 이상의 해역에서 배출할 것
22. ILO의 MLC(통합해사노동협약)상 휴식시간
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최소 휴식시간은 일체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최소 휴식시간은 일체의 7일의 기간 중 77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사. 휴식시간은 수회로 분할 할 수 있다.
아.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한번은 최소 6시간 이
상 연속되어야 한다.
23. SAR 헬리콥터 착륙지점 또는 인양구역
(Pick-up areas)의 조종구역 (Manoeuvring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조종구역은 높이 3.0m 상방에 방해물이 없
으면서 직경이 최소한 5.0m

항해사 1급

으면서 직경이 최소한 30.0m
24. STCW협약 부속서 제5장에서 탱커의 선장,
해기사 및 부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강
제적 최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안전운항실무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한 최소한 3월의 승무경력
나. STCW Code 제A-V/1조에서 제시한 탱커
친숙과정의 이수
사. 탱커가 총톤수 3,000톤 이하이고 항해시간
이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월 이상의 승무경력
아. 탱커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이고 항해시간
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
의 승무경력
25. SOLAS 협약과 ISPS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안사건이라 함은 이동식 해상구조물과 고
속선을 포함하여 선박 또는 항만시설 또는
선박/항만인터페이스 또는 선박 대 선박 활
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의혹행위 또는 상황
을 말한다.
나. 보안합의서(Declaration of Security)는 각
주체가 실행하는 보안조치의 구체적 상호작
용에 관한 선박과 항만 시설 또는 다른 선
박간의 합의문을 말한다.
사. 선박항만연계활동(Ship/Port Interface)이라
함은 선박과 항만으로의 물품 또는 인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수역을 말한다.
아. 지정당국(Designated Authority)이라 함은
당사국 정부 내의 항만시설의 관점에서 항
만시설 보안과 선박/항만 인터페이스와 관
련된 협약 관련 조항의 실행확보에 대한 책
임기관으로 확인된 조직 또는 주관청을 말
한다.

나. 조종구역은 높이 3.0m 상방에 방해물이 없
으면서 직경이 최소한 30.0m
사. 조종구역은 높이 5.0m 상방에 방해물이 없
으면서 직경이 최소한 5.0m

[ 어 선 전 문

아. 조종구역은 높이 5.0m 상방에 방해물이 없

1. 어획물의 처리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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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 신속한 처리

나. 저온 보관

사. 피뽑기

아. 청결한 취급

2. 어패류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상온에 가까운 온도일 때에는 온도가 낮을
수록 부패하기 쉽다.

횡요주기가 10초라면 이때의 GM은 얼마인
가? (단, 경심(M)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
주한다.)
가. 0.72m

나. 0.64m

사. 0.84m

아. 0.92m

나. 동일 어종일 때 수분이 적을수록 부패하기
쉽다.

7. 참치 연승 어선에서 어획물을 급속 냉동할
때 동결실 각 단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대하여 다랑어의 어체를 어떤 자세가 되게
놓는가?

사. 같은 조건일 때에는 어체에 붙어 있는 세균
수가 적을수록 부패하기 쉽다.

가. 꼬리가 바람을 향하도록 평행하게 놓는다.

아. 같은 조건이면 백색육 어류보다 적색육 어
류일수록 부패하기 쉽다.

나. 배 부분이 바람을 향하도록 가로로 놓는다.
사. 두부가 바람을 향하도록 평행하게 놓는다.
아. 등 부분이 바람을 향하도록 가로로 놓는다.

3. 어획물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의 발병 원인
이 아닌 것은?
가. 콜레라균

나. 장염 비브리오균

사. 살모넬라균

아. 포도구균

4. 빙장 방법 중 어획물을 냉각 해수 침지법으
로 했을 때 장점이 되지 않는 것은?
가. 해상 수송시에 편리하다.

8. 만재흘수가 4.9m인 봉수망 어선에서 조업
중에 측정한 평균흘수는 4.5m이었고, 수선
면적이 400m² 이었다. 해수의 비중이
1.025인 해역에서 약 몇 톤을 더 어획하면
만재가 되는가? (단, 만재흘수 상태의 수선
면적은 400m² 이다.)
가. 8톤

나. 16.4톤

사. 144톤

아. 164톤

나. 다량의 어획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사. 어체의 상태에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 선체 동요시 밑에 탑재된 어체는 상처를 입
을 우려가 있다.
5. 동결 저장중인 어류 육질의 스펀지화가 가
장 잘 진행되는 온도는?
가. -5℃ ~ -10℃

나. -10℃ ~ -15℃

사. -20℃ ~ -25℃

아. -2℃ ~ -6℃

6. 선미식 트롤선이 웰링턴항을 출항할 때 GM
이 1.0m, 측정한 횡요주기는 8초였다. 약
20일 조업 후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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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랑어 선망어선의 어획물의 저온처리 과정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어획물을 해수 예냉(2℃) 어창에서 꺼내어
다른 어창에 냉장한다.
나. 어획물을 예냉어창, 급냉어창, 저장어창으
로 각각 옮겨 분리 저장한다.
사. 어획물을 급냉실에서 냉동한 후 어창에 옮
겨 냉장 보관한다.
아. 어획물은 미리 준비해 둔 예냉수에 저장하
고, 예냉을 한 후 충분한 양의 소금과 깨끗
한 해수를 혼합한 브라인액에서 냉각시킨
후 냉동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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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망 어업의 조업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물 투망 중에 윈치 맨은 와이어가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죔줄 와이어가 신출
되는 것보다 빠르게 드럼이 회전하도록 하
여야 한다.
나. 날카로운 칼은 그물 상자나 플랫폼 바로 곁
에 항상 두어야 한다.
사. 만약 어선이 위험하게 횡경사하고 고기를
풀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물을 즉시
늦추거나 절단해야 한다.
아. 침자줄과 어포부의 브레스트 줄은 그물 안
에 고기가 너무 무거운 상태에 있거나 선박
의 복원성에 위험하다면 빠르게 풀어 줄 수
있도록 선박에 붙여야 한다.

항해사 1급

길이를 L2라고 하면, 파단 신장율을 나타내
는 식은 어느 것인가?
가. (L1 - L2) / L1 × 100
나. (L2 - L1) / L1 × 100
사. (L1 - L2) / L2 × 100
아. (L2 - L1) / L2 × 100
14. 트롤 어구에서 그물의 원활한 전개 및 침
강을 위하여 전개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
한 두가지 요소는?
가. 부피와 재질

나. 면적과 강도

사. 길이와 부피

아. 면적과 중량

11. 어획물과 얼음 처리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5. 트롤 어구를 양망할 때 갓다리줄(Joining
wire)은 어느 줄과 어느 줄 사이를 연결하
는가?

가. 고기의 극조에 찔리거나 베이면 즉시 피를
뽑고 치료를 해야 한다.

가. Otter pendant 와 Hand rope

나. 고기를 통으로 박스에 담는 경우, 통은 어
떠한 경우에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옆
방향으로 차곡차곡 적재해야 한다.

사. Warp 와 Otter pendant

사. 항상 빌지 웰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
아. 우리 판자는 느슨한 낟가리에 세워서는 안
되며 일이 진행될 때 뒷쪽 판자를 하나씩
치워야 한다.
12. 손해보험인 선박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범
위와 P&I 보험의 보상범위는 차이가 있는
데, P&I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항만시설에 가한 손상으로 인한 배상금
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배상금
사. 운항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배상금
아. 타 선주 및 화주에 대한 충돌손해 배상금

나. Towing chain 과 Hand rope
아. Warp 와 Hand rope
16. 실제 예망력은 가변피치 추진기를 사용하
는 어선일 때 정격출력의 몇 % 정도인가?
가. 약 5 ~ 10%

나. 약 30 ~ 40%

사. 약 16 ~ 25%

아. 약 40 ~ 50%

17. 보통의 어선에서 추진기의 전달 마력은 제
동마력의 몇 % 정도인가?
가. 85 ∼ 90 %

나. 95 ∼ 97 %

사. 90 ∼ 93 %

아. 100 %

18. 다음 중 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3. 그물실의 원래 길이를 L1, 파단되는 순간의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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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에 잠겼을 때 부력의 감소가 클 것
나. 단단하여 부패, 변질되지 않을 것
사. 조형, 가공하기가 쉬울 것

조타실에 있어야 한다.
사. 동력조타장치의 타각지시장치는 조타장치
제어계통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아. 주 조타기는 최대 항해 속력에서 어선을 조
종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아. 공급이 풍부하고 값이 쌀 것
19. 77/93 Torremolinos 협약상 45미터 이상
의 어선에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실시
하여야 하는 주기는?
가. 4개월

나. 3개월

사. 2개월

아. 1개월

23. 95 STCW-F 협약에서 항만국 통제를 시행
함에 있어 인명, 재산 또는 환경 등에 위
험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이 아닌
것은?
가. 적절한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자가 승선한
경우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비상배치표
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나. 안전항해, 안전통신에 필수적인 장비를 운
용할 자격이 부여된 당직자의 부재

가. 선박의 출항 후 즉시 작성되어야 한다.

사. 항해가 개시될 때 첫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
을 취하지 못한 경우

나. 중요 요원의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
다.

아. 면제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선한 경우

사. 선원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아. 퇴선 명령 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 의한 선체 안
전성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가. 외부 개구는 선내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
도록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어로 작업중 개방될 수 있는 갑판 개구는
선박의 중심선 가까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사. 선미 트롤어선의 피시플랩은 동력 또는 인
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아. 피시플랩의 작동은 작동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2.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어선에 장치
되는 조타기의 성능 요건이 아닌 것은?
가. 조타장치에 어떠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보가 울려야 한다.
나. 조타기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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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ARPOL 73/78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
기록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하는 어선의
크기는?
가. 총톤수 100톤 이상
나. 총톤수 200톤 이상
사. 총톤수 300톤 이상
아. 총톤수 400톤 이상
25. MARPOL 73/78 협약상 위반 선박에 관한
규정으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위반 발생 장소의 국가 법률로만 제재를 받
는다.
나. 당해 선박 주관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
을 받는다.
사. 위반 발생 장소가 비당사국인 경우에는 처
벌 받지 않는다.
아. 위반 발생 장소 관할 국가의 제재를 받거나
당해 선박주관청의 법률로 제재를 받는다.

제 3 회
[ 항

해

]

1. 자차계수 B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은?
가. 자침로 000도를 유지하고 정횡 자석을 조
정하여 수정한다.
나. 자침로 090도를 유지하고 선수미 자석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사. 자침로 180도를 유지하고 선수미 자석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아. 자침로 270도를 유지하고 정횡 자석을 조
정하여 수정한다.

2014년도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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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가. 검출부 부근에 있는 방식용 아연판을 수시
로 점검하고 교환한다.
나. 검출부의 위치는 전심(Pivoting point)부근
을 선정한다.
사. 검출부의 위치는 배수류가 있는 곳을 피한
다.
아. 송수파기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자동조타기에서 타를 Hard over에서 반대편
Hard over까지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조타기의
Pump unit 중 어느 Valve를 조절하면 되는
가?
가. Relief valve
나. Flow control valve

2. 항해 중 자이로컴퍼스 카드가 짧은 주기로
진동하는 원인은?

사. Check valve

가. 추종계통 동작이 민감하기 때문이다.

6. Dead Reckoning Position (DRP)의 개념에
대한 아래 문장의 (
)에 적합하게 짝
지어진 것은? " 최근의 (
)를 기초로
하여 그 후 조타된 (
)와 측정의또는
기관의 회전수로 구한 (
)에 의해
(
)를 결정하는 것을 선위의 추측
(Dead Reckoning)이라 한다"

나. 전압이 높기 때문이다.
사.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 추종계통 톱니바퀴의 마모가 심하기 때문이
다.
3. 자이로컴퍼스에서 속도오차를 수정하는 방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속도오차 수정표로부터 수정량을 구하여 침
로나 방위를 개정한다.
나. 주동부에는 속도오차를 그대로 두고 카드,
리피터 등에는 오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속
도오차 수정기를 조정하여 수정한다.
사. 주동부에서부터 속도오차를 근원적으로 수
정한다.
아. 쉴러 튜닝(Schuler tuning)을 유지하여 수
정한다.
4. EM Log의 취급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아. Solenoid valve

가. 추측위치 ― 진침로 ― 항로 ― 선위
나. 추측위치 ― 자침로 ― 항정 ― 실측위치
사. 실측위치 ― 자침로 ― 항로 ― 추측위치
아. 실측위치 ― 진침로 ― 항정 ― 선위
7. 물표의 방위를 4회 관측하였을 때 각 관측의
정밀도가 같다면 그 평균치는 1회 관측한 것
보다 정밀도가 약 몇 배로 증가하는가?
가. 1배

나. 2배

사. 3배

아. 4배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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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양을 대권항법으로 항행할 계획으로 있다.
도착지의 ETA나 연료유 소모량 등을 추산하
기 위하여 대권항정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식으로 옳은 것은? (단, 대권항정을 D, 출항
지의 위도를 L1, 도착지의 위도를 L2, 변경
을 DLo로 표시한다.)
가. sin D = cos L1 cos L2 + sin L1 sin L2
sin DLo
나. sin D = sin L1 sin L2 + cos L1 cos L2
cos DLo
사. cos D = cos L1 cos L2 + sin L1 sin L2
sin DLo
아. cos D = sin L1 sin L2 + cos L1 cos L2
cos DLo
9. 전위(轉位)로 인한 위치선의 오차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상당히 큰 침로오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수미 방향에 보이는 천체를 관측하여 위
치선을 구하면 유리하다.
나. 추정침로의 오차로 인한 전위오차는 위치선
과 전위 침로가 이루는 교각이 0도 또는
180도에 가까울수록 작게 된다.

당 목표물에 닿는 펄스의 수)과 가장 관련
이 없는 것은?
가. 안테나 분당회전수

나. 수평 빔 폭

사. 전파의 파장

아. 펄스 반복

12. 레이더 수평 빔 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평 빔 폭이 좁을수록 방위 분해능이 좋
다.
나. 수평 빔 폭은 전파의 파장과 스캐너의 폭과
의 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 빔의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에서 이루는 각
을 수평 빔 폭 이라 하고, 보통 3∼5˚이다.
아. 일반적으로 X-Band 레이더가 S-Band 레
이더보다 방위 분해능이 좋다.
13. 높이가 해면에서 16m인 물표를 스캐너의
높이가 해면에서 9m인 레이더로 초인할
수 있는 거리는?
가. 약 7해리

나. 약 10해리

사. 약 15해리

아. 약 20해리

사. 추정항정의 오차로 인한 전위오차는 위치선
과 전위 침로의 교각이 90도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14. 레이더 플로팅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전위항정에 상당히 큰 오차가 예상되더라도
정횡방향에 보이는 천체를 관측하여 얻은
위치선의 경우에는 추정 항정의 오차로 인
한 전위오차가 최소로 된다.

가. 레이더 화면상에서 이동하는 목표물의 영상
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도하여 타선에 관
한 운동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10. 태양이 자오선에 정중했을 때 남쪽을 향해서
고도를 관측하여 진고도(Ho) 35°33'을 구했
다. 이 때 태양의 적위(Dec.)가 14°12'N이라
면 관측자의 위도는?
가. 40°15'N

나. 40°15'S

사. 68°39'N

아. 68°39'S

11. 레이더의 데이터 갱신율(Data rate: 1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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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이더 플로팅 시트는 레이더 화면과 같이
시트의 중심(좌표 원점)이 자선의 위치가
된다.
사. 항해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목표물을 대상
으로 시행조선을 반복 실시하여, 최단 항과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아. 레이더 플로팅 시트에 임의의 시간간격에
대한 상대 위치를 작도하면 목표물의 운동
정보를 구할 수 있다.

2014년도 문제지

15. 레이더 물표의 등가 반사면적(equivalent
echo area)이란?

항해사 1급

Loran-C 방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물표의 투영면적

가. 시분할 송신방식

나.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나타내는 코너
리플렉터의 단면적

나. 주파수분할 송신방식

사.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나타내는 도체로
된 구의 대권면적

아. 추종펄스 송신방식

아. 물표와 동일한 반사강도를 얻을 수 있는 도
체로 된 직육면체의 표면적

19. GPS의 P신호용 PN(의사잡음)신호 길이는?

16. 레이더의 방위 측정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군펄스 송신방식

가. 24시간

나. 1 주일

사. 1시간

아. 1분

가. 실제 폭이 B인 물체는 B에 수평 빔폭을 더
한 크기로 확대 되어 표시된다.

20. 일반적으로 연료 경제속력은 전속력의 얼
마쯤 되는가?

나. 스캐너와 Sweep의 동기에 오차가 있을 때
에도 방위측정에 오차가 생긴다.

가. 1/5

나. 2/5

사. 3/5

아. 4/5

사. 공중선의 취부위치가 정확히 선수미 선상이
아니더라도 시차로 인한 오차는 선수미 방
향에 있는 물표에서는 거의 없다.
아. 선박의 경사로 인한 최대 오차는 상대방위
45도, 135도 부근에서 생긴다.
17. ARPA에서 진벡터 표시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 풍압차가 클 때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대수 안정 Mode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 타선의 대지 진항적을 나타내므로
나. 타선의 시각적 단면(Visual aspect)을 나타
내므로
사. 육지의 반사파가 풍압차에 관계없이 정지상
태로 나타나므로
아. 풍압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
므로
18. 쌍곡선 항법방식은 각 송신국이 동일한 주
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송신하면 수신자가
기선 이등분선 근처에 있을 경우, 위치선
을 구하는데 근본적인 애매성을 갖는다.

21. 항해계획 수립시 피험선 설정과 관련하여
"NMT 060˚"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방위 060˚로 보고 항해하라.
나. 방위 060˚ 이상으로 보고 항해하라.
사. 방위 060˚ 이하로 보고 항해하라.
아. 침로 060˚로 항해하라.
22. 유럽으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분당 회
전수 100으로 20 노트의 속력을 내는 데
20,000 마력의 힘이 든다. 그런데 장기간
운항으로 인하여 선저가 오손되어 속력이
18 노트로 줄었을 때 1일에 손실되는 연
료는 대략 몇 톤인가? (단, 100 RPM 으로
20 노트의 속력을 내며, 20,000 마력의
힘으로 운항시 1일 연료 소모량은 중유
200톤이다.)
가. 약 36톤

나. 약 48톤

사. 약 54톤

아. 약 62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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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극동 해역 항해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상
및 해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Gale급 바람의 빈도가 가장 많은 해역은
일본 동쪽으로부터 알류샨 열도 및 알라스
카 반도의 남측해역이다.

가. 우리나라 동해 부근에서 겨울철 남동 계절
풍과 여름철 저기압이 통과할 때 기상에 주
의한다.

[ 운 용

나. 쓰가루 해협 항해시 여름철에는 농무, 겨울
에는 눈이 많이 내려 시계가 불량하므로 주
의한다.
사.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동안 항로는 그 남쪽
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좌반원에
위치하므로 주의한다.
아. 동중국해 부근에서는 여름철에 남~남서풍
이 자주 불고 풍력이 강하지 않으나 태풍이
자주 오므로 주의한다.
24. 남중국해 항로를 이용할 때 해류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남중국해의 해류의 유속은 풍력에 따라 변
화하고 거의 일정한 풍향으로 인해 흐름도
단순하다.
나. 남중국해의 해류는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바람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
다.

]

1. 해상에서 불규칙한 파랑의 영향으로 선박의
고유 주기와 파랑과의 만남주기가 동조될
경우 심한 횡경사 등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규칙파 중에서 상대주기
(Te)를 산출하는 수식은? (단, λ : 파장, a
: 파도와의 만남각, V : 선속, W : 파속)
가. Te = λ·W / v cos a
나. Te = λ·V / W cos a
사. Te = λ / (W + V cos a)
아. Te = λ/ (V + W cos a)
2.

만선상태의 선미트림인 선박의 경우
Advance가 가장 커지는 조종성 지수에
해당하는 것은? (단, T : 추종성 지수, K
: 선회성 지수)

가. T가 크고, K가 작다.

사. 남중국해의 남부에서는 여름철에 남서 계절
풍으로 인하여 북동류의 해류가 강하다.

나. T, K 모두 크다.

아. 남중국해 중앙부에 남서 계절풍이 약해졌을
때 남서류 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 T, K 모두 작다.

사. T가 작고, K가 크다.

25. 상선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북태평양 항
로의 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3. 선박 선회중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각(θ)
을 산출하는 수식은? (단, V는 선속 (m/s),
G는 중심, B는 부심, g는 중력
가속도, r은 선회반경이다.)

가. 베링해는 보통 저기압의 북측이 되는 경우
가 많아 서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는
베링해를 통과하면 순풍이 기대된다.

가. sinθ = (V²·BG)/(g·√GM·r)

나. 이 해역에는 하계에 안개가 많은 편이며 보
통 알류샨 열도의 북측이 남측보다 심하다.
사. 동계에는 베링해 항해의 경우 선체 착빙의
위험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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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anθ = (V²·BG)/(g·r·GM)
사. cosθ = (V²·BG)/(g·r·GM)
아. tanθ = (V²·r·BG)/(g·√GM)
4. 선박의 선회 각 가속도는 질량 중심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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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에 관한 선체 질량의 분포와 가장 관
련이 있는데 그 축은 어느 것인가?
가. 수직방향 축

나. 횡방향 축

사. 종방향 축

아. 사방향 축

항해사 1급

의 선체 주위 조건을 정적인 상태로 간주하
여 계산한 것이다.
8. 동적 복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5. A선이 B선을 추월할 경우의 선박간 흡인배
척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선과 B선은 동형 크기이다.)

가. 선박에서의 동적 복원력은 선체경사로 인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이다.

가. A선의 선수가 B선의 선미를 통과할 때는
B선의 선미가 진로상에서 A선 반대 방향으
로 벗어나려고 한다.

사. 동적 복원력의 해석에 의하여 외력의 크기
에 따른 경사각도를 알 수 있다.

나. A선의 선수가 B선의 중앙을 통과할 때는
A선의 선수는 B선 쪽으로 향하려고 한다.
사. A선과 B선이 나란히 되었을 때는 서로 반
발한다.
아. A선이 B선의 선수를 벗어날 때는 A선의
선미는 B선 선수로부터 반발한다.
6. 풍속 10m/s, 종방향 수풍면적 400㎡, 횡방
향 수풍면적 200㎡, 수풍각 45˚일 때의 풍
압은 대략 몇 톤인가? (단, 풍압계수×1/2×
공기밀도= 0.1 , sin 45˚= 0.7, cos45˚=
0.7)
가. 3톤

나. 6톤

사. 12톤

아. 24톤

7. 횡요주기를 이용한 간이 GM측정방법에 사용
되는 공식 T = 0.802B/ √GM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선박에서 부심의 하강은 위치 에너지의 감
소를 가져온다.

아. 동적 복원력의 해석은 선박의 안정성을 판
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9. 9,746톤의 배수량을 가진 케미칼 탱커가 비
중이 1.026인 해수중에 떠있다. 두 개의 탱
크에 비중이 0.8인 알콜을 탱크 용적의 절
반 정도 각각 적재했을 때, 자유 표면에 의
한 중심의 상승량은? 단, 각 탱크의 자유
표면의 횡방향 2차 모멘트는 각각 1,250
t-m이다.
가. 약 0.05m

나. 약 0.1m

사.약 0.15m

아. 약 0.2m

10. 태풍피항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북반구에서 풍향이 우전하면, 본선은 우반
원에 있고, 우현 선수로 바람을 받으면서
피항한다.
나. 좌반원은 우반원에 비하여 기압경도가 크므
로 피하여야 한다.

가. 이 공식에 의한 GM값은 실제보다 작게 나
타나며, 그 이유는 횡요에 따른 저항이 전
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사. 북반구에서 풍향이 좌전하면, 본선은 좌반
원에 있고, 좌현 선수로 바람을 받으면서
피항한다.

나. M(Metacenter)을 중심으로 한 선체 중량
의 회전반경은 선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만 선폭에 비례한다.

아. 중심에서 우측 200km 지점에 최강풍대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사. 회전반경을 선폭의 0.4배로 간주한 공식이
다.

11. 해면의 경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사류의
가장 큰 원인은?

아. 이 공식을 이용한 GM 측정치는 측정 당시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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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압차

나. 밀도차

사. 풍압차

아. 수온차

12. 태풍의 이동 속도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태풍은 중위도 부근에서 전향하면 가속된
다.
나. 전향하려고 할 때 이동 속도는 대단히 느리
다.
사. 저기압, 기압골, 전선을 향하여 이동할 때
는 빠르다.

본선의 앵커 수중 무게는 5톤이고 파주계
수는 4이다. 양현앵커는 이미 반출되어 정
선미 방향에 투묘되었다. 기관의 후진추력
은 25톤이다. 10톤의 여유를 갖고 좌초선
을 인출하고 싶다. 예선의 소요 마력은?
(단, 예선은 100마력당 1톤의 힘을 낸다고
본다.)
가. 2,500

나. 3,500

사. 4,000

아. 5,000

아. 이동이 빠를수록 태풍의 등압선은 원형으로
된다.

17. 외판에 파공이 생겨서 선창에 침수가 되고
있다. 정수면에서 파공이 있는 곳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침수 속도는 h의 무엇
에 비례하는가?

13. 고층일기도 중에서 "아시아 500hPa 등압
면 해석도"를 나타내는 것은?

가. 제곱

나. 제곱근

사. 3제곱

아. 3제곱근

가. FSAS50

나. AW500PN

사. AUAS50

아. ASAS500

14. 황천항해 중 추진기의 레이싱(Racing)으로
주기관이 과속도가 되면 자동정지 되도록
하는 안전 장치는?
가. Slowdown 장치
나. Emergency stop 장치
사. Overspeed trip 장치
아. Crash maneuvering 장치
15. 원심펌프의 송출량을 조절하는 데 가장 효
율이 좋고 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18. 항해중 황천으로 인해 타가 파손된 경우
설치하는 비상 가타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Contra Rudder

나. Hanging Rudder

사. Jury Rudder

아. Stream Rudder

19. SOLAS협약에서 "해상에서 선장은 선박,
항공기 또는 그들의 생존정이 조난하고 있
다는 신호를 어떤 발신원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
)로 항진하여 조난자의 구
조에 임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 뜻
을 조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에 적합한 원문은?
가. All speed

가. 송출 밸브를 죄는 방법

나. Safe speed

나. 흡입 밸브를 죄는 방법

사. Maneuvering full speed

사. 흡입, 송출 밸브를 동시에 죄는 방법

아. Critical full speed

아. 회전수를 조절하는 방법
16. 어느 선박이 해변에 좌초되었다. 손실부력
은 300톤이고 저질의 마찰계수는 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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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AMSAR 편람상 Single Turn 인명구조 조
종법에서 익수자 현측으로 전타(har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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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 몇 도 정도 선회하였을 때 타를
중앙(Midship)으로 하는가?
가. 90도

나. 160도

사. 250도

아. 300도

항해사 1급

가. 50 이하

나. 80∼120

사. 120∼180

아. 180∼240

[ 법 규

]

21. NAVTEX의 사용 범위는 해안선에서 몇 마
일 정도인가?

1. 개항질서법상 입ㆍ출항의 신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200마일

나. 400마일

사. 600마일

아. 800마일

가.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우 경
유항에서의 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 선내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흐름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교차 의사소통

나. 독립 의사소통

사. 상향식 의사소통

아. 하향식 의사소통

나. 내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없이 내항선 입항신고서를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외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항계 진입전에, 항계밖으로 출항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출항 직후에 외항선 입ㆍ출항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교육훈련 방법 중에 개인의 능력수준과 동
기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 교육방법은?

아. 입항한 선박이 출항의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출항신고서를 입항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가. 프로그램 교육(Programmed Instruction)

2. 선원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회의 및 토의 교육(Conference-Discussion)
사. 시청각 교육(Audio-Visual Method)
아. 모의 교육(Game-Simulation)
24. 선박에서의 업무가 비구조적이며, 구성원
들의 능력수준이 낮고, 선사로부터의 지원
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성과달성에 적합한
리더십의 형태는?
가. 과업중심적 리더십
나. 자유방임적 리더십
사. 관계지향적 리더십
아. 부하중심적 리더십
25.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중 혈당의 정상기준
치(mg/㎗)는?

가.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전만
을 말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 규
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사. 선원임금채권 보장보험은 퇴직금의 최종 1
년분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장한다.
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6월이상 1년미만으로
근무하였으나 선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 20일분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선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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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원이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선원이 직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유
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선원이 승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선원노동위원회가 인정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1년에 한하여 책
임을 진다.
아.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외의 원인으로 인
한 질병의 경우에 선원이 부담할 비용을 제
외한 요양비만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사. 심판변론인은 심판정에서 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아. 심판변론인은 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복사할 수는 없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총톤수 10,000톤 이상인
모든 선박에서 기관구역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가. 유성찌꺼기탱크
나. 기름여과장치
사.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4.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8.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
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충돌격벽보다 전방에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는 것은 금지된
다.

아.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은 선박안전법의 검사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ㄱ. 정기검사
ㄴ. 제1종 중간검사
ㄷ. 제2종 중간검사
ㄹ. 간이검사
여객선에 해당하는 검사를 모두 고른 것은?
가. ㄱ, ㄴ

나. ㄱ, ㄷ

사. ㄱ, ㄹ

아. ㄱ, ㄴ, ㄷ

사. 분뇨는 해역에 관계없이 계류중에 배출하여
도 된다.
아. 선박으로부터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때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
리의 해역에서 항해 중에 배출하여야 한
다.
9.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
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6.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심판
변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
다.

가. 심판변론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전에 생긴 채권이 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
다.

나. 심판변론인은 원칙적으로 중앙심판원에 심
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 운송계약 약관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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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생시간에 관계없이 두 채권이 동일하다.
10. 상법(해상편)에서 운송물의 운임에 대한 규
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하증권상에 운임선급의 약정이 있으면 선
불 지급한다.
나. 기간운임일 경우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
한 기간도 운임기간으로 산입한다.
사.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아.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
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
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항해사 1급

항선의 의무는 엄격하게 요구되며, 충돌회
피의 주요한 책임은 피항선에 있다. 따라
서, 교차상태에 있어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다면 (
)은 사실상의 (
)
을 받게 된다. (
)에 모두 적합한
것은?
가. 피항선, 과실추정

나. 유지선, 과실추정

사. 피항선, 일방과실

아. 유지선, 일방과실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특수한 구조나 목
적을 가진 선박은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의
배치와 특성에 관하여 (
)가 제정 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제해법회

나. 해당 정부

사. 국제노동기구

아. 유엔 총회

가. 안전관리체제에는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 또는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규정된 내용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
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사. 해저자원의 탐사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해
상구조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 임시인증심사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
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받는다.
12. 해사안전법상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
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찰서
장이다.
나. 내항여객선은 시정 500미터 이내일 경우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사.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은 시정 1,000미터
이내일 경우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아. 총톤수 10,000톤 이상인 일반 화물선은 태
풍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이 통제된다.
13. 2척의 동력선이 교차상태에 있을 경우 피

가. 통항분리수역에서도 어로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간에만 허용하고 있다.
나. 좁은 수로에서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
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로행위는
금지된다.
사. 좁은 수로에서는 어로행위가 가능하지만 통
항분리 수역에서는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 좁은 수로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
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뿐 어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은 아니다.
16. "길이가 50미터 이상의 동력선은 두개의
마스트정부등을 달아야 하는데 후부의 등
화는 전부의 등화보다 수직선상으로 적어
도 (
)미터가 높은 곳에 달아야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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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상의 트림상태에서 선수로부터 전
방으로 (
)미터의 거리에서 바라
볼 때 후부의 등화가 전부의 등화보다 높
게 보여야 한다." (
)에 적합한 것
은?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선박 상호간의
책임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은?
가. 좁은 수로(제9조)
나. 통항분리방식(제10조)

가. 4.5, 500

나. 4.5, 1000

사. 추월(제13조)

사. 6, 500

아. 6, 1000

아. 교차상태(제15조)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5조 횡단하는 상
태의 항법규정의 적용범위로서 타당한 것
은?

21. 제한된 시계 내에서 길이 (
)미터 이
상의 정박중인 선박은 선박의 (
)에서
종을 울리고, 선박의 (
)에서 징(동라)
을 울려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모든 선박 사이에 적용된다.
나. 동력선 사이에만 적용된다.

가. 50, 전부, 후부

나. 50, 후부, 전부

사. 동력선과 범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사. 100, 전부, 후부

아. 100, 후부, 전부

아. 동력선과 동력선 사이에, 범선과 범선 사이
에 적용된다.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원추형의 형상물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해상교통분리수역 안에서 모든 선박은 (
) 정박하여서는 아니된다. (
)에 가
장 적합한 것은?

가. 저면직경(base diameter)이 0.5미터 이상
이고, 높이가 직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가. 가능한 한

나. 저면직경(base diameter) 이 0.5미터 이상
이고, 높이가 직경의 2배이어야 한다.

나. 여하한 경우라도
사. 해양사고의 경우 이외에는
아. 제한된 시계 내에서는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범선(Sailing vessel)
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저면직경(base diameter) 이 0.6미터 이상
이고, 높이가 직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아. 저면직경(base diameter) 이 0.6미터 이상
이고, 높이가 직경의 2배이어야 한다.

가. 범선에서는 조우자세에 의하여 피항원칙이
결정된다.

23. 항행중인 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 속력
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은 항해
등으로 (
)을 표시할 수 있다. (
)
에 적합한 것은?

나. 범선의 경우 동작이 자유로운 선박이 동작
이 부자유로운 선박을 피한다.

가. 현등 1쌍, 선미등 1개

사. 범선의 경우 항상 추월선이 피추월선을 피
한다.

나. 백색전주등 1개, 현등 1쌍

아. 범선은 어로중인 선박, 운전부자유선을 피
한다.

아. 마스트등 1개

사.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24.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 조종불능선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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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야 하는 등화는?
가. 홍색 전주등 1개
나. 홍색 전주등 2개, 현등
사. 홍색 전주등 2개, 현등, 선미등
아. 홍색 전주등 2개,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25. 조종 성능에 제한을 받는 수중작업에 종사
하고 있는 선박은 장애물이 있는 현측에
전주등인 (
)를, 다른 선박이 항과
할 수 있는 안전한 현측에 (
)를
표시해야 한다. (
)에 적합한 것
은?
가. 홍등 2개, 녹등 2개
나. 홍등 3개, 녹등 3개
사. 녹등 2개, 홍등 2개

항해사 1급

3.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C/O
: "We are transferring ballast water from
No.1 to No. 4 tank. However, we are in
short of power to pump the ballast water
within designated time." Captain :
"Understood. I will ask chief engineer to
run a(an) (
) generator to
operate an additional pump.“
가. further

나. ballast pump

사. fire pump

아. bilge

4. Select a correct question to the answer
in the following communication.
Question : "(
)
"Answer : "The cable is coming tight."
가. How is the cable leading?

아. 녹등 3개, 홍등 3개

나. How is the cable growing?
사. How much cable is out?

[ 영

어

아. How many shackles are to come in?

]

1. Select the word which best completes
the following sentence. "When the
answer to a question is in the (
), you have to say "Yes" followed by the
appropriate phrase in full."

5.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Advise you keep your present course."
This shows that it is desirable for the
vessel to keep her present course, but it
is not (
) that she does so.

가. negative

나. affirmative

가. essential

나. practicable

사. confirmative

아. interrogative

사. distress

아. possible

2. The bearing of the mark or vessel
concerned, is the bearing in the ( )
degree notation from north (true north
unless otherwise stated), except in the
case of relative bearings.

6. Select the expression which is not
acceptable
for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가. Vessels are advised to keep clear of
this area.

가. 090

나. 180

나. Vessels must navigate in caution.

사. 270

아. 360

사. You are not keeping to your correct
traffic lane.

제3회

67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1급

아. You must keep your present course.
7.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 Rocket firing exercise will be (
) in
area bounded by the following points."

가. advisor to the master.
나. the one completely in charge of and
responsible for the navigation of the
vessel.
사. both A and B.
아. neither A nor B.

가. trained

나. mooring

사. conducted

아. advised

8. Select one which is not proper action in
case of man overboard.
가. Drop lifebuoy

12.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The methods of navigation used
by the ancients can be (
) from
fragmentary evidence in literature, even
though there are large gaps in our
knowledge."

나. Sound "man overboard" alarm

가. reduced

나. indicated

사. Hoist flag signal "Oscar“

사. deduced

아. described

아. Hard over in the opposite direction
9. Select one which is NOT correct in its
expression.
가. Jump onto the liferaft alongside the
vessel.
나. Do not push each other when entering
lifeboat.
사. Hold on to the ropes or to your seats
when lifeboat is launching.
아. No. 2 life raft is swung out.
10.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Captain: Report (
) telephone while
in the engine room every five minutes.
Duty officer: Aye, aye, sir.
가. for

나. on

사. with

아. to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pilot, while on board and entering
a port, is to be considered 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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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hoose one of the disadvantages of the
containerization.
가. No intermediate handling at terminal
(port) transhipment points.
나. Less packing needs for containerized
shipments.
사. The absence of intermediate handling
plus quicker transit permits less risk of
cargo damage and pilferage.
아. Containerization is a capital intensive
project and as such is beyond the
financial ability of many shipowners.
14.

Select
one
which
has correct
construction of sentence in the blank.
"The tanker hit a reef of an island at
the entrance of the port, and oil
started to leak from a hole in the
starboard side, (
)
was formed in the offing of Kingfisher
Port.“
① 200 meters ② so that ③
stretching for ④ the oil spill ⑤ wide
⑥ and ⑦ some seven kilometers

2014년도 문제지

가. ②-④-①-⑤-⑥-③-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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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under all conditions of draught,
trim and deck cargo."

나. ④-③-①-⑤-⑥-②-⑦
사. ⑥-⑦-③-①-④-⑤-②

가. horizon

나. look-out

아. ④-③-①-⑤-⑥-⑦-②

사. sea surface

아. height of eye

15. Choose the word which explains the
sentence below.
"A curved line on a weather chart
joining all places having the same
change of barometric pressure in a
standard interval (usually 3 hours),
during passage of a cyclonic or
anticyclonic wind system."

19.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for the garbage record keeping by
MARPOL Annex V.

가. bank

나. ceilometer

사. isobar

아. front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use of wood dunnage is to make
sure that (
) from sweating
will trickle into the bilges in the ship's
bottom without touching the cargo."
가. water

나. air

사. vapour

아. steam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ship was (
) the strong
wind."
가. at all hazards

나. at the mercy of

사. at the height of

아. after a fashion of

18. Select the proper word or phrase for
the blank.
"The view of (
) from the
conning position shall not be obscured
by more than two ship lengths, or 500
meters, whichever is the less, forward
of the bow to 10 degrees on either

가. The garbage record book shall be kept
on board the ship and preserved for a
period of two years after the last entry
is made on the book.
나. Every ship of 500 gross tonnage and
above shall carry a garbage management
plan.
사. The garbage management plan shall be
written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crew.
아. Each discharge operation of garbage,
or completed incineration, shall be
recorded in the garbage record book.
20. Select one which has no relation with
the provisions for carriage of dangerous
goods prescribed in Chapter VII of
SOLAS.
가. IMDG Code

나. IBC Code

사. INF Code

아. HSC Code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Under a voyage charter party the
shipowner undertakes to provide a
vessel for the carriage of specified
goods between named ports or within
certain
ranges
of
loading
and
discharging places in return for a
consideration of (
) which the
other party, the charterer, binds himself
to pay."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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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he charterage

나. the freight

사. demurrage

아. port expense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가. regards

나. prejudice

22. 문 제 삭 제

사. right

아. means

23.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using the SMCP.

[상 선 전 문 ]

가. If the geographical names on the chart
or in Sailing Directions are not be
understood, latitude and longitude
should be given.

1. Cargo pump 및 Cargo suction line의 내부
가 빈 상태에서 Cargo pump를 작동시키면
Pump가 공회전되므로 화물유에 의해 공기
를 빼내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 Distances to be expressed in nautical
miles or cables, and the unit may be
omitted in case it is understood each
other.
사. The numbers are to be spoken in
separate digits except when rudder
angles are given.
아. When the position is related to a mark,
the mark shall be expressed in degrees
and minutes(and decimals of an minute
if necessary), north or south of the
Equator and east or west of Greenwich.
24.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from the
word shown below.
"The above difference being beyond of
the vessel's usual (
), vessel is not
responsible for any dispute and
consequences
arising
from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shippers/
consignees and carriers."
가. arise

나. space

사. allowance

아. stowage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Please note that in passing the
information on to you, we do so without
(
) to our defences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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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iming

나. C.O.W.

사. Stripping

아. Line drainage

2. 비중이 1.009인 강에 정박중인 선박이
1.025의 비중을 가진 해수에서도 동일한
건현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175 M/T의 화
물을 적재해야 한다고 한다. 175 M/T의
화물을 적재했을 때의 선박의 배수량은 약
얼마인가?
가. 10,111 M/T

나. 10,211 M/T

사. 11,111 M/T

아. 11,211 M/T

3. 어떤 선박이 파나마운하의 열대담수(S.G
0.9984)에서 만재 상태에서의 Tcm가
100M/T일 때 표준해수에서는 약 얼마인
가?
가. 95.8 M/T

나. 97.4 M/T

사. 102.7 M/T

아. 105.4 M/T

4. LNG 운반선에서 Cargo Tanks의 안전확보
를 위하여 현측에서 탱크간의 일정거리를
두는 2중 선체(Double hull) 구조로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그 최소거리는?
가. 560mm

나. 760mm

2014년도 문제지

사. 960mm

아. 1,060mm

5. 모든 여객선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경하중량
산정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 간격으로
옳은 것은?
가. 2년

나. 3년

사. 4년

아. 5년

6. 케미컬 탱커의 화물탱크 내부를 Coating하
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탱크 내부의 세정을 용이하게 함
나. 탱크 내부의 가스프리 시간의 단축
사. 탱크 내부 구조물의 균열손상 발견 용이
아. 탱크 내부의 조명도 증가 효과
7. 탱커의 양하작업에 있어서 터미널 측의 승
압펌프도 같이 사용하여 양하효율을 높이기
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양하를 시작하였
고 수분 후 본선 펌프의 토출 측 압력이 급
하게 떨어졌다. 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
은?
가. 승압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
다.
나. 승압 펌프 기동을 실패하였다.

항해사 1급

친 S/C를 원한다.
9. "GENCON"에 의하여 Voyage charter가 성
립되었을 때 본선이 적화항의 정박지에서
부두 대기중 적화항의 결빙이 시작되어 선
장 임의로 출항해 버렸다. 이 때 용선 계약
상의 효과는?
가. 선주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으로 용선자에게
배상해야한다.
나. 용선자는 계약 이행불가의 책임으로 선주에
게 배상해야 한다.
사. 이 계약은 무효이다.
아. 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해를 선주와 용선자
가 반분한다.
10. 선박회사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선적지에서 선적 직전까지
나. 선적지에서 선적 개시로부터 출항시까지
사. 선적지에서 출항 직전까지
아. 선적지 출항 후 양하 완료까지
11.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 Visby Rule)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사. 승압 펌프의 라인 업이 잘못되었다.
아. 본선 펌프의 회전수가 상승하였다.

가. 항해 과실

나. 잠재 하자

사. 폭동 또는 전쟁

아. 상사 과실

8. 미국 신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Service
Contract (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자사선을 직접 운항하는 경우 운항채산이
양(+)이 되는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가. 선복량이 부족할시 선주는 S/C를 선호한다.

가. H/B >C/B

나. C/B >H/B

나. 선복량이 과잉시 화주는 S/C 이용을 기피
한다.

사. 용선료 >H/B

아. C/B >용선료

사. 운임이 상승 추세일 때 화주는 장기간에 걸
친 S/C를 원한다.

13. 정기선운항 채산산정 시 적용되는 비용의
종류 중 Capital cost의 범주에 속하는 것
은?

아. 운임이 하락 추세일 때 선주는 장기간에 걸

제3회

71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1급

가. Depreciation

나. Voyage cost

가. Navigation

사. Administration cost

아. Operating cost

나. Cargo handling and stowage
사. Maintenance and repair

14. ITC-Hulls 1983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
은?

아. Controlling the operation of the ship
and care for persons on board

가. Fire

나. Strikes

사. Explosion

아. Perils of the seas

18. "SOLAS규정상 Line Throwing Appliance
는 (
)개 이상의 projectile과 line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line은 (
)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에 모두 적합한 것은?

15. 다음의 선박보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ITC(Hulls)1/10/83,
FPA
unless
caused by sinking, stranding, burning or
collision, in excess of USD50,000 all
claims other than TL/CTL"

가. 4, 230

나. 4, 270

사. 6, 230

아. 6, 270

가. 증권에 첨부되는 약관은 83년 10월 1일 개
정된 ITC(Hulls)이다.

19. SOLAS협약상 선박에 게시하는 화재 제어
도(Fire control plans)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 침몰, 좌초, 화재 및 충돌에 기인하지 않으
면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가. 각급 구획실

사. 손해액이 USD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손
해 총액을 보상한다.

나. 각 구획과 갑판에 대한 입구

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하여서는 소손해
공제를 하지 않고 보상한다.

아. 각 소화기의 용량

16. 선박보험의 추정전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20. 73/78 MARPOL 부속서 2에 의한 유해액
물질의 해양배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추정전손도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전손으
로 처리된다.

가. 모든 선박은 X류, Y류 및 Z류 물질의 세정
수는 수면하로 배출할 것

나. 추정전손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위부의 통
지가 있어야 한다.
사. 추정전손은 법률적으로는 전손이지만 사실
적인 전손은 아니다.
아. 추정전손 성립 여부는 전적으로 선주의 판
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17. STCW 코드 제 A-Ⅱ/1조 및 제 A-Ⅱ/2조
의 선장 및 항해사의 해기능력 최저기준
명세의 기능(Function)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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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댐퍼의 위치

나. 7노트 이상 항해중에 배출할 것(비자항선
4노트 이상)
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이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할 것
아. X류 물질을 양화한 탱크는 출항 전 강제
예비세정을 할 것
21. 73/78 MARPOL 부속서 6에 의한 선내 소
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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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ARPOL 부속서 1, 2 및 3에 해당하는 화
물잔류물
나. 할로겐 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 어 선 교 류

사. MARPOL 부속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
레기

1. 고기칸(fish pond)을 필요 이상 깊게 만들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 폴리염화비페닐(polyclornated biphenyls :
PCBs)
22.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
평행 수색을 합동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수색선은 (
)의 지시대로 동일
속력을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수색속
력은 통상적으로 (
)으로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RCC, 가장 속력이 빠른 선박의 최저 속력

]

가. 고기가 직사 일광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서
나. 깔린 고기의 육질이 연화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사. 고기를 오랜 시간 방치하는데 편리하게 하
기 위해서
아. 어종과 대소 크기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2. 어선에서 어획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이 아닌 것은?

나. RCC, 각 선박의 평균 속력
사. OSC, 각 선박의 평균 속력

가. 빙장

나. 동결 저장

아. OSC, 가장 속력이 느린 선박의 최고 속력

사. 냉각저장

아. 냉풍 건조저장

2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조
난통보의 내용 중 추가정보가 아닌 것은?

3. 참치 연승 어선에서 횟감용 다랑어가 갑판
상에 올라오면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 현장 부근의 기상 및 해상
나. 강하된 구명정 수
사. 퇴선 시각
아. 요구되는 원조의 종류

가. 꼬리 절단

나. 지느러미 절단

사. 두부 절단

아. 심장동맥 절단

4. 다랑어 연승어업의 글레이징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문 제 삭 제
가. 어체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5. ISPS Code에서 선박보안책임자(SSO)에게
요구하는 직무가 아닌 것은?

나. 어체표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가. 선박에 대한 규칙적인 보안점검 수행

사. 어체표면에 3~4mm 두께의 얼음막이 적당
하다.

나. 선박보안평가 수행을 보장
사.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과 실행의 유지 및
관리
아. 선내 보안장비의 적절한 운용, 검사, 검교
정 및 유지 관리

아. 동결어를 0℃ 냉각청수에 3~4초 담그는
것이 적당하다.
5. 냉장은 방열 장치가 된 어창에 냉각관을 통
하고 공기를 0℃ 이하로 냉각하여 고기를
제3회

73

항해사 1급

2014년도 문제지

저장하는 방법이다. 냉장으로는 고기를 얼마
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가?
가. 0.5개월

나. 1개월

사. 2개월

아. 3개월

6. 20°C인 어체 4kg의 온도를 0°C로 낮추는
데 필요한 얼음의 양은 대략 얼마인가? (단,
어체의 비열은 0.8kcal/kg°C이고, 얼음의 융
해 잠열은 80kcal/kg 이다.)
가. 3.2kg

나. 1.6kg

사. 0.8kg

아. 0.4kg

7. 흘수가 선수 3.40m, 선미 4.10m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선체의 중앙에서 선미쪽
10m에 있는 어획물을 선체 중앙에서 선수
쪽 20m의 위치로 옮겨 30cm trim by the
stern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약 몇 톤의 화
물을 옮겨야 하는가? (단, Mcm는 27 m·ton
이다.)
가. 36톤

나. 44톤

사. 54톤

아. 108톤

8. 다랑어 주낙 어선의 횟감용 다랑어 저온 저
장 설계 조건으로서 열대해역의 기상 조건
을 기준하여 냉매 R-22 인 때 어창의 온도
는?
가. -15 ∼ -20℃

나. -25 ∼ -30℃

사. -35 ∼ -40℃

아. -45 ∼ -50℃

가. 안강망 어선

나. 저인망 어선

사. 트롤 어선

아. 주낙 어선

11. 다음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단조직에 들
어가지 않는 어선은?
가. 망선

나. 집어선

사. 어탐선

아. 운반선

12. 부산에서 북양으로 출어하는 선박이 어장
에 도착하는 일정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선
속을 평상시 보다 20% 증가시켰다. 항행
중 매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는 평상시 보
다 대략 얼마나 더 들게 될까?
가. 20%

나. 40%

사. 50%

아. 70%

13. 해상보험의 위부와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게 피보험목 적물을 위부하고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보험목적물이 명백히 대위되었을 때는 보
험자는 대위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각종
권한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 위부는 전손의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되고,
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
다.
아.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또는 소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다랑어 주낙 어선의 어창 온도는 동결실 온
도보다 몇 도가 더 높은가?

14.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
명이 옳은 것은?

가. 5℃

나. 10℃

사. 15℃

아. 20℃

가. 총허용어획량(TAC)은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자원량이다.

10. 다음 중 다른 선종에 비하여 폭/길이의 비
가 비교적 크고, 깊이나 흘수가 비교적 얕
은 어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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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자원관리는 수산자원의 보호 · 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이다.
사. 수산자원은 해저와 그 하부에 서식하는 수
산동식물과 광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

2014년도 문제지

에 유용한 자원이다.

사. 6개월

아.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은 수산자원 조성과
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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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2개월

15. 일반적으로 그물코의 넓이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형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20. 77/93 Torremolinos 협약의 규정상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충돌격벽은 선수 수
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는가? (단, L은 선박의 길이)

가. 31%

나. 45%

가. 0.5 m

나. 0.03L 이상 0.05L 이내

사. 61%

아. 71%

사. 1.5 m

아. 0.05L 이상 0.08L 이내

16. 기준 예망 속도를 4노트로 보고 설계 제작
한 트롤 어구를 5노트의 속도로 끌고자 한
다. 예망에 소요되는 마력은 몇 배인가?

21. 77/93 Torremolinos 협약의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가. 수산 자원의 보호와 관리

가. 1.25 배

나. 1.56 배

나.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 1.95 배

아. 2.44 배

사. 어선의 구조와 설비
아. 해난 구조의 효율화

17. 건착망 뜸줄의 길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가. 투망 속도
나. 그물의 침강 속도

22. 77/93 Torremolinos 협약상 "침몰하는 선
박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이탈되어 즉시 사
용할 수 있도록 생존정이 진수되는 방법"
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사. 고기의 유영 속도
아. 그물에 대한 어군의 행동
18. 어구 보관상 유의점 중 해당하지 않는 것
은?
가. 어구를 각 부위별로 분리하여 오물을 깨끗
이 씻어낸다.

가. 부양이탈진수

나. 자유낙하진수

사. 투하진수

아. 중력진수

23. 77/93 Torremolinos 협약상 길이 60미터
이상인 선박의 통풍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 어구는 수중에서 사용되므로 때때로 물을
뿌린다.

가. 주흡기구 및 주배기구는 통풍 장소의 외부
에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분리 적재된 대형어구는 적재시 명패 등을
부착한다.

나. 안전한 장소에서 연돌 주위의 환상부를 폐
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 쥐가 갉아 먹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사. 기관구역과 다른 구역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 어선안전협약에서 항해중인 선박에서 구명
정의 발동기와 진수 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주기는?
가. 1주일

나. 1개월

아. 고인화성 물질 창고의 통풍기에는 스파크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4. 82 UNCLOS의 EEZ에 대한 내용에서 다음
의(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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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그 EEZ 내의 생물자원의 총허용
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함에
는 ( A )와 ( B )가 기준이 된다".
가. A : MSY, B : OSY

가. 기선오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선수를 자침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사. 비교적 정확하나 복잡한 방법이다.
아. 잔존자차를 정확하게 구하고자 할 때 정확
한 편차를 알아야 한다.

나. A : MSY, B : CTH
사. A : TAC, B : SAC
아. A : OSY, B : SAC

3. 장기간 보침후 변침할 때 선체 반영구자기
의 변화로 변침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생기
는 자차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5.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
제 수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포함되는 것은?

가. Gaussin error

나. Retentive error

사. 불변차

아. Lubber error

가. 해양 환경의 보호·보전
나.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사. 해양 에너지의 경제적 이용

4. 자동조타장치에서 타각(μ)을 결정하는 다음
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생물자원의 개발·보존·관리

제 4 회
[ 항

해

]

가. θ는 설정 침로에서 벗어난 각도, 즉 편각을
말한다.
나. R은 레이트 조정을 위한 상수로 R이 커지
면 설정침로에 정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사. I는 정상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비례상수이
다.
아. 비례상수 N, R, I 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
다.

1. 자차계수 C를 수정하는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5. 자동조타장치에서 복원타란 무엇을 말하는
가?

가. 자침로 000도를 유지하고 정횡 자석을 조
정하여 수정한다.

가. 선회각속도에 비례하여 사용되는 타이다.

나. 자침로 000도를 유지하고 선수미 자석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사. 자침로 090도를 유지하고 선수미 자석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아. 자침로 090도를 유지하고 정횡 자석을 조
정하여 수정한다.
2. 방위수정법에 의해 자차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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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오차(Offset error)를 없애는 데 사용
되는 타이다.
사. 편각에 비례하여 사용되는 타이다.
아. 날씨의 변동에 따라 사용되는 타이다.
6. 어느 순간에 물표를 관측하여 얻은 위치선
을 주어진 다른 시각까지 항주한 항정만큼
침로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여 얻은 직선 또
는 곡선은?

2014년도 문제지

가. Range line

다.

나. Transit line

아. 전위선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제1관측과 제
2관측시까지의 침로와 항정은 고려하지 않
아도 좋다.

사. Advanced line of position
아. Retired line of position
7. 해도에 침로선을 기입하는 경우 보침, 자자,
편차 및 기입할 때에 50% 정규오차가 각각
0.5도씩 있었다면 해도에 기입된 침로선의
50% 정규오차는 몇 도인가?
가. 0.5도

나. 1.0도

사. 1.5도

아. 2.0도

8. 중분위도가 60도 이하, 거리(항정)가 600해
리 이내이면 중분위도항법에 의한 오차는
약 몇 %이하인가?
가. 1%

나. 2%

항해사 1급

사. 3%

아. 4%

9. 관측고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체의 동요가 심한 때에는 연속 관측하여
평균치를 취한다.
나. 파랑으로 수평선의 기복이 심한 때는 안고
를 높여 관측한다.
사. 옅은 안개가 낀 때에는 안고를 낮춘다.

11. 좁은 수로 혹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 고가 전선 등으로부터의 반사파가 항
해하는 선박에 상당한 위험을 주기도 한
다. 이러한 위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가. 거울면 반사

나. 간접 반사

사. 안테나 측엽

아. 제2차 소인

12. 레이더에 의한 원거리 탐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평균 출력을 높이고 Pulse 폭을 짧게 한다.
나. 첨두 출력을 높이고 충격 계수를 낮춘다.
사. 충격계수를 높이고 Pulse 반복주기를 짧게
한다.
아. 첨두 출력을 높이고 Pulse 반복주기를 길
게 한다.
13. 선박용 레이더의 수평 빔(Beam) 폭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Chronometer시(時)의 오차를 없앤다.

가. 빔 폭은 출력의 반전력점을 잇는 선이 이루
는 각이다.

10. 천체를 이용한 격시관측시 위치선의 오차
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나. 빔 폭은 전계강도가 주엽의 최대치의 1/√3
이 되는 점을 이어서 생기는 선이 이루는
각이다.

가. 관측시기는 천문기차의 영향을 작게하기 위
하여 일출 직후 또는 일몰직전이 가장 좋
다.

사. 최대 탐지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빔 폭
을 넓게 한다.
아. 빔 폭은 주파수나 안테나의 크기에 관계없
다.

나. 고도가 85˚이상인 태양을 관측한 경우는 위
치선보다는 직접 위치권을 작도하는 것이
좋다.

14. 레이더의 성능 중 거리 분해능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전위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긴 시간 동안 관측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좋

가. 거리 분해능은 휘점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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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펄스 폭의 반에 상당하는 거리이
다.

사. 수평편파 또는 수직편파의 어느 RADAR에
나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펄스 폭이 좁을수록 거리 분해능은 좋고 영
상도 선명하다.

아. 일반용 S-BAND RADAR에는 나타나지 않
고 특별한 수신 장치가 있어야 수신할 수
있다.

사. 거리 분해능은 같은 거리 선택 스위치 상태
하에서는 물표의 원근에 관계없다.
아. 원거리 탐지의 경우에도 거리 분해능을 좋
게 하기위해 펄스 폭을 줄이면 복사 에너지
도 커지고 탐지능력도 높일 수 있다.

18. 이상기차로 인한 아굴절(Sub-refrac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레이더 수평선의 거리가 짧아진다.

15. 레이더에 의해 파악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
한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나. 따뜻한 해면 위에 차가운 공기가 덮일 때
일어나기 쉽다.
사. 고위도 지방 해역에서 일어나기 쉽다.

가. 피항정보의 수집→정보의 해석→충돌위험의
평가와 판정→피항동작의 결정→피항조치
및 피항효과 관찰

아. 고도의 상승에 따른 기온의 하강률이 작을
때 일어난다.

나. 피항정보의 수집→정보의 해석→피항동작의
결정→피항조치 및 피항효과 관찰→충돌위
험의 평가와 판정

19. GPS의 의사거리(Pseudo rang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 정보의 해석→피항정보의 수집→충돌위험의
평가와 판정→피항동작의 결정→피항조치
및 피항효과 관찰

가. 전파의 속도

아. 정보의 해석→피항정보의 수집→피항동작의
결정→피항조치 및 피항효과 관찰→충돌위
험의 평가와 판정
16. 상대 운동 레이더 플로팅에서 충돌의 위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가. 상대 침로
나. 상대 속력
사. DCPA와 TCPA
아. 상대선의 애스펙트(Aspect)
17. 고정 주파수식 S-BAND RAC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신 주파수는 2,920MHz ~ 3,100MHz이
다.
나. 응답 주파수는 2,900MHz ~ 2,920MHz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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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의 속도
사. 위성 시계의 오차
아. 수신기 시계의 오차
20. 출ㆍ입항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석이 심한 항만은 조시를 고려한다.
나. 회사의 업무지침의 전달이나 감독시간을 고
려한다.
사. 전 항정과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항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
아. 하역작업, 검역, 도선사의 승선여부 등의
작업 또는 수속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21. 대양항해 계획시 적정한 연료보유량을 결
정할 때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항로 부근의 연료 보급항의 유무
나. 항로의 항정 및 기상, 해상 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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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선의 현재 항해 성능 및 과거의 연료소비
실적

나. 계절풍의 전환기는 풍력도 약하고 풍향도
일정하지 않다.

아. 전체 항정에 대한 총 연료소비량의 50%에
상당하는 예비연료의 적재

사.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
을 받는 북동 계절풍은 풍력이 크지 않고
날씨도 좋다.

22. 북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해류가 아닌 것은?

아. 여름철 남서 계절풍은 풍력이 그리 크지 않
고 날씨는 좋으나 강우기이므로 주의한다.

가. North Pacific Current
나. Aleutian Current
사. North Equatorial Current
아. Labrador Current

[ 운

용

]

1. 항해 중 선체에 발생하는 조파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유빙의 위험이 없는 해역은?
가. 수중 압력 분포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가. 희망봉 주변

나. 전체 저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 알래스카 주변
사. 캄차카 반도 주변

사. 공기와 물의 두 유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
는 저항이다.

아. 캐나다 뉴펀들랜드섬 주변

아. 선박의 속도증가에 따라 커진다.

24. 상선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나라에
서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까지의 직항로
항해중 만날 수 있는 해류의 순서로 옳은
것은?

2. 쌍추진기의 양현기를 반대로 사용하여 회두
를 시도할 때 생기는 회두분력은 대별하여
3가지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옳은 것
은?

가. 북태평양해류, 쿠로시오, 북적도해류, 적도
반류, 동오스트레일리아 연안류

가. 추력, 배수류 측압력, 양현기 주위의 수중
압력차

나. 쿠로시오, 북적도해류, 적도반류, 남적도해
류, 동오스트레일리아 연안류

나. 추력, 횡압력, 선수선미의 압력차

사. 북태평양해류, 북적도해류, 적도해류, 남적
도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연안류
아. 쿠로시오, 북적도해류, 남적도해류, 적도반
류, 동오스트레일리아 연안류
25. 인도양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 필요한 기
상 및 해상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사. 추력, 흡입류 측압력, 양현기 주위의 수중
압력차
아. 추력, 반류에 의한 측압력, 추진기익에 걸
리는 횡압력
3. (
)에 적합한 것은?
"타판에 발생하는 직압력은 입사류 속력의
(
)에 비례한다."
가. 제곱
나. 3제곱
사. 제곱근

가. 북인도양 아라비아해의 기상은 겨울철 북동
계절풍과 여름철 남서 계절풍이 현저하게
구별된다.

아. 4제곱

4. 강한 조류와 바람을 동시에 받으며 부두에
접근할 때 조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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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0 m

아. 8.0m

가. 바람을 생각하지 않고 조류만을 고려한다.
나. 조류를 생각하지 않고 바람만을 고려한다.
사. 바람에 의한 압류와 조류에 의한 회두를 고
려한다.
아. 바람에 의한 회두와 조류에 의한 압류를 고
려한다.
5. 항내에서 자력 조선시 평온한 기상조건하에
서 180°회두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역
은 자선 길이의 약 몇 배인가?
가. 1∼2배

나. 2∼3배

사. 3∼4배

아. 4∼5배

6. 대양에서 타선을 예인하고자 한다. 예인삭을
연결하기 위하여 피예인선의 현측으로 접근
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조선법은?
가. 피예인선의 풍하측 선수로 접근
나. 피예인선의 풍하측 선미로 접근
사. 피예인선의 풍상측 선수로 접근
아. 피예인선의 풍상측 선미로 접근
7. 비중 1.025의 해수에서 배수량이 7,200m³
인 선박에 폭 9m, 길이 20m의 이중저 탱
크가 설치되어 있다. 이 탱크에 비중 0.935
인 연료유가 적재되어 자유표면을 이루고
있을 때 자유표면의 영향으로 인한 G점의
이동거리는 약 얼마인가?
가. 0.154 m

나. 0.223 m

사. 0.323 m

아. 0.423 m

8. 배수량이 20,000ton인 선박에서 선체 중심
을 수직 방향으로 0.3m 낮추기 위해서는
1,000ton의 중량물을 연직하방향으로 몇 m
이동하여야 하는가?

9.

선박에서의 유동수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동수의 영향은 선체 전체의 복원력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 유동수에 의한 가상중심의 증감은 유동수의
양에는 관계없다.
사. 유동수에 의한 영향은 선박의 배수용적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 유동수가 들어있는 탱크 내에 n등분의 종
격벽을 설치하면 그 영향은 n²에 반비례한
다.
10. 이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찬 해면으로 이동
하여 생기는 냉각무의 일종이다.
나.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주로 발생한다.
사. 이류무는 풍력계급 1~2정도로 바람이 약할
때 발달한다.
아. 안개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도 길어 며칠
이상씩 지속된다.
11. 빙산이나 유빙의 존재 징후가 아닌 것은?
가. 안개가 잘 발생한다.
나. 풍랑이 이상적으로 거칠다.
사.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해조류의
무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 빙산이 풍상측에서 접근해 오면 기온과 수
온이 하강한다.
12. 다음의 해류 중 모두 한류인 것은?
가. Oyashio 해류와 Kuroshio 해류
나. Oyashio 해류와 Labrador 해류
사. Gulf Stream 과 Liman 해류

가.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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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 m

아. Gulf Stream 과 Oyashio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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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트기류(Jet stream)가 가장 발달하는 시
기는?
가. 겨울

나. 가을

사. 여름

항해사 1급

생겼다. 1시간동안에 침수하는 해수 침수
량은 약 얼마인가? 단, 침수계수 C는 0.8,
해수비중은 1.025, 중력가속도 g는 약 10
m/s²이다.

아. 봄

14. 디젤기관의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
이 없는 것은?

가. 약 877 톤

나. 약 927 톤

사. 약 977 톤

아. 약 1,027 톤

19. SAR항공기의 수신과 호밍(Homing)용 장비
가 아닌 것은? \

가. 압축비를 크게 한다.
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킨다.
사. 기관을 충분히 냉각시킨다.

가. NAVTEX

나. ELT

아. 연료분사 노즐을 잘 정비한다.

사. EPIRB

아. SART

15. 디젤기관에서 플라이 휠의 설치목적으로
옳은 것은?

20. IAMSAR 편람에서 제시한 낙수자의 인명구
조 조선법이 아닌 것은?

가. 기관에 부착된 부속장치를 구동한다.

가. Williamson turn

나. One turn

나. 기관의 과속을 방지한다.

사. Scharnov turn

아. Standing turn

사. 크랭크 스로우와 평형을 형성한다.
아. 크랭크축 회전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킨다.

21. GMDSS 기능이 아닌 것은?

16. 닻에 의한 좌초선의 고박에서 Anchor
shank가 해저면에서 15도 들리면 파주력
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가. 해사안전정보의 송신 및 수신
나. 수색 및 구조 조정통신의 송신 및 수신
사. 선박 대 선박 조난경보의 송신 및 수신
아. 선박 식별부호 추적정보의 송신 및 수신

가. 1/2

나. 1/3

사. 1/4

아. 1/5

17.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취하
는 일반적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2. ISM Code에서 요구하는 선장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법상의 면허 소지 여부

가. 인접 격벽에 물을 살포한다.

나. 승선 예정 선박에 적합한 승무경력 유무

나. 상대풍속이 없도록 조선한다.
사. 주수시에는 복원력에 대한 고려를 한다.

사. STCW협약 및 선원법에 적합한 교육, 훈련
이수 여부

아. 화재구역에 통풍장치를 가동, 유독가스를
제거한다.

아. 소속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숙지 여부

18. 본선이 항행 중 충돌하여 선창 수선하부
5m의 장소에 직경 20cm의 원형의 파공이

23. 직무분석(Job analysis)의 직접적인 목적으
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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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평가의 기초가 되는 직무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고 기업내의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아.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계
에 이용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인 경우 4
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치유될 때까지 지급한다. 직무 외의
부상인 경우에는 3개월을 한도로 통상임금
의 70%를 지급한다."
가. 요양보상

나. 일시보상

2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
정하고 있는 선박 승무원이 18명인 위험물
운반선에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사. 장해보상

아. 상병보상

가. 선장

나. 기관장

사. 1등항해사

아. 1등기관사

가.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다음 날로부터 하선
한 날까지로 한다.

25.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가. 6개월

나. 1년

사. 2년

아. 3년

[ 법 규

]

1. 개항의 항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할 항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동력선은 예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급유선과 급수선이 항로상에서 마주칠 경우
우측을 통항하여야 한다.

3. 선박직원법상 해기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나. 다른 직무로 승선한 기간은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서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사. 승무경력의 증명은 선원수첩으로만 가능하
다.
아.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
외국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은 제외된다.
4.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하는가?
가. 30일

나. 60일

사. 90일

아. 120

5. 선박소유자가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
월 이상 앞당겨 받은 경우의 새로운 검사기
준일은?

사. 정박중인 선박을 선수우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가. 당해 검사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아.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
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
여야 한다.

사. 당해 검사의 완료일

2. 선원법의 재해보상 중 무슨 보상을 설명한
글인가?
"선원이 요양 중인 때의 생계비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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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전의 검사기준일로부터 3월을 앞당긴 날
아. 종전의 검사기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6. 해양안전심판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사관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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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심판의 대심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행한다.
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증거조사를
위해 구속,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아. 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 화물펌프실의 선
저폐수를 배출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은?

항해사 1급

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이 있다.
10. 상법상 해양사고의 구조료와 관련하여 분
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
려하여 구조료의 분배율을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난의 정도
나.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사. 구조선의 크기와 성능
아. 구조의 효과

가. 선박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나.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중에 배출할 것
사.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
아. 영해기선으로부터 30해리 이상 떨어진 곳
에서 배출할 것
8. 해양환경관리법상 X류로 분류된 유해액체물
질의 배출이 허용되는 해역으로 옳은 것은?
가. 영해기선으로부터 6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
심 12미터 이상의 장소
사.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
심 25미터 이상의 장소
아. 영해기선으로부터 6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12미터 이상의 장소
9. 상법상 선장의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선장은 선박수선료 등 항해의 계속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선박을 담보로 제
공할 수 있다.
나. 선적항에서는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
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한만을 가진다.
사.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나. 선원의 책임과 권한과 관한 사항
사.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법상 항행중인 범선의 등화에 대
한 설명이다.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항행중인 길이 (
)미터 미만의 범선은
현등 1쌍 및 선미 등 1개를 대신하여 마스
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가. 20, 양색등

나. 20, 삼색등

사. 50, 양색등

아. 50, 삼색등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경계"에 관한 내
용이다.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선박은 주위의 (
)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
)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
)에 의하여 항상 적절
한(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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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연안 여객선

가. 사정, 경계, 기기, 주의

사.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나. 상황, 시각·청각, 수단, 경계

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사. 기상, 레이더 활용, 정보, 작도
아. 시정상태, 경계원 배치, 정보, 지휘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마스트정부등의
위치와 관련한 아래 글의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길이 (
)미터 이상의 동력선에
있어서는 마스트정부등은 선체상 (
)미터 이상의 높이에 달아야 하며, 선박의
폭이(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폭의
길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 6, 6
사. 20, 12, 12

나. 50, 6, 6
아. 50, 12, 12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 선박이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통항로 안에서는 교통흐름의 일반적인 방향
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대로 떨
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사.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항행안전을 유지하는
작업에 종사 중인 조종제한선은 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상교통 분리제도 제규정
이 적용된다.
16.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선박
이 아닌 것은?
가. 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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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해상교통분리제도
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COLREG 체약국인 연안국이 자국의 영해
내에 해상교통 분리해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연안국의
법령을 지켜야 한다.
나.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내에 해상교통분리제
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해상 항
해원칙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 해상교통분리수역은 영해상에 설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공해상에는 설정할 수
없다.
아. 국제적 해상교통로인 해상교통분리수역은
설정된 위치에 따라서 그 수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에 적
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2척의 (
)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
)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
박을 (
)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
른 선박의 (
)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
)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
른 선박의 (
)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동력선, 충돌의 개연성, 선미쪽, 선미, 동력
선, 선수
나. 선박, 충돌의 의심, 자선의 선수, 선수, 동
력선, 선미
사. 선박, 충돌의 위험성, 자선의 선수쪽, 선수,
선박, 선미
아. 동력선, 충돌의 위험성, 자선의 우현쪽, 진
로, 선박,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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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범선간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각 범선이 다른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
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항해사 1급

사. 예인선이 예인하고 있는 경우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울려야 한다.
아. 조종불능선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
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야 한
다.

나. 양 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
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
여야 한다.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Lights) 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각 범선이 다른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우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
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항행중인 범선은 양현등과 선미등을 표시하
여야 한다.

아.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
어오는 쪽에 다른 범선을 본 경우, 그 범선
이 바람을 좌현 또는 우현 어느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범선
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시계가 제한된 상
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항법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기관의 사용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가. 노도선은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사. 길이 20미터 미만의 범선은 휴대용 전등을
준비하여 두면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않
아도 된다.
아. 항행중인 범선은 상부의 것이 홍색이고, 하
부의 것이 녹색인 전주등 2개를 수직선상
에 표시할 수 있다.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마스트등, 선미등,
예인등 및 전주 등은 각 2해리, 현등은 1해
리의 최소 가시거리를 가져야 하는 선박
은?

나. 그 당시 상태에 적합한 안전속력으로 항행
한다.

가.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사. 정횡 방향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변침해서
는 아니된다.

사. 길이 12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의 선박

아. 레이더에 의해 타 선박이 자선의 좌현에 있
다고 확인된 경우,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
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시계에서의 음
향신호(Sound signals in restricted
vi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
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나. 길이 80미터인 정박선의 경우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약 5초동안 급속히 호
종을 울려야 한다.

나.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아. 길이 50미터 이상의 선박
24. 길이 50미터 이상의 예인선이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을때 정면에서 본 등화로 옳은
것은?
가. 수직선상에 보이는 백등 2개와 좌현의 홍
등 및 우현의 녹등
나. 수직선상에 보이는 백등 3개와 좌현의 녹
등 및 우현의 홍등
사. 수직선상에 보이는 백등 3개와 우현의 녹
등 및 좌현의 홍등
아. 수직선상에 보이는 백등 4개와 좌현의 홍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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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및 우현의 녹등
가. Lateral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흘수제약선(Vessels
constrained by their draught)의 등화와 형
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등화는 동력선에 대한 등화에 부가하여 수
직선상으로 홍색 전주등 3개를 표시한다.

사. Leading

나. Cardinal
아. Land

4. Which is the correct explanation for
the following?
" Heave on stern line. "

나. 형상물은 원통형 1개이다.

가. Heave in the stern line completely.

사. 흘수제약선임을 나타내는 등화 및 형상물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나. Heave in the stern line as quickly as
possible.

아. 흘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 흘수제약선
의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사. Pay out the stern line as much as
possible.

[ 영

어

]

1. Choose a correct standard wheel order
for the following. "Check the swing of
the vessel's head in a turn."
가. Steady
나. Meet her
사. Steady as she goes
아. Nothing to port / starboard
2.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of the abbreviation using in IAMSAR.

아. Heave in the stern line continuously.
5. Select a suitable word for the blank.
"Take immediate action to (
injured persons."
가. provide

나. control

사. secure

아. recover

)

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Charted depths are decreased by two
meters due (
) the state of wind. So
your (
) are changed to get alongside
tomorrow morning."
가. by – berths
사. to – orders

나. to – anchoring
아. in - E.T.A.

가. SRU - Search and Rescue Unit
나. SMC - Shipside Management Center
사. OSC - On-Scene Co-oridinator
아. SAR - Search and Rescue
3. Select a
"(
with the
marin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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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word for the blank.
) marks are used in conjunction
compass to indicate where the
may find the best navigable

7. Which is the correct explanation for the
underlined part?
"You will understand that it is very
dangerous
to
stop
the
vessel
underway in such a narrow water as this,
especially in the prevailing wind."
가. 바람이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
나. 바람을 이겨야 하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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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속풍이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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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except for speed error.

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에서
8.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of the
following sentence by SMCP.
A : "Muster damage control team and
report."
B : "Damage control team (
) and
mustered."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bearing of an object or
body measured from the east
or west point toward the north or south
point."
가. Co-latitude

나. Polar distance

사. Hour angle

아. Amplitude

가. good status
나. stand complete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brought about when the ship
is supported fore and aft by two
waves, so that the middle of the vessel
is strained in the opposite direction."

사. fully preparation
아. perfect condition
9. 문 제 삭 제
10.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Captain: We need to (
) cargo from
No. 6 hold to refloat.
Salvage: Do you require any other
assistance for refloating?
가. load

나. move

사. jettison

아. transfer

11. The spin axis of a gyroscope tends to
remain fixed in space in the direction in
which it is started. How does this
gyroscope become north seek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compass?
가. By mechanically or electrically applying
forces to precess the gyroscope.
나. By starting the compass with the spin
axis in a north/south position.
사.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perty of
gyroscopic inertia.
아. The rotation of the Earth (Earth rate)
automatically aligns the gyroscope with

가. Hammering

나. Pounding

사. Hogging

아. Sagging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effect of the wind hitting a ship
sideways depends on the area presented
to the wind fore or aft of her (
)
point."
가. turning

나. running

사. moving

아. pivoting

15. Select the correct one from following.
"A fire breaks out in No. 4 hold and
partially damages some of the cargo. In
order to extinguish the fire, the hold is
flooded thus damaging the remaining
cargo in the hold."
Which of the following is (are) correct?
A. The damage to the cargo by fire is
particular average.
B. The dammage to the cargo by water
is general average.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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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 only

나. B only

사. Neither A nor B

아. Both A and B

16. Select proper words for the blanks.
"The master is the owner's personal
representative, and ( ① ) the ultimate
responsibilities for the safe navigation of
his vessel and for the efficient loading,
( ② ) and discharge of cargo."
가. ①takes ②planning
나. ①bears ②stowage

사. relation

19. Selec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The mariner must realize that the
accuracy of any ECDIS system will vary
with sensor accuracy, chart accuracy,
user (
) and other system
variables. The prudent mariner will
frequently use other available methods,
independent of ECDIS, to determine the
vessels's position, course and speed."
가. hands

사. ①have ②shifting

사. mind

아. ①having ②stacking
17.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The segregated ballast system should
be a system which i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cargo oil and fuel
systems. Nevertheless, provisions may
be made for emergency discharge of
the segregated ballast by means of a
connection to a cargo pump through a
portable spool piece. In this case
(
) should be fitted on the
segregated ballast connections."

아. report

나. intentions
아. settings

20. Choose the correct one.
"There is a (
), when, and only
when,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intentionall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for the
common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from perils the property
involved in a common maritime
adventure.“
가. total loss
나. damage

가. by-pass valves

사. general average

나. emergency stop valves

아. particular average act

사. non-return valves
21.

아. drop lines
18. Select proper one for the blank.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each
ship and to provide a link between the
Company and those on board, every
Company,
as
appropriate,
should
designate a person ashore having direct
( )to the highest level of management."
가.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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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cess

Address commission
business is;

in

shipping

가. a brokerage payable in these days to a
shipbroker.
나. a brokerage payable in these days to a
chartering broker.
사. purely and simply a discount on the
gross freight allowed by the ship owner.
아. an equivalent percentage payable on
dead freight and/or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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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lect correct one.
"The expenses resulting from such
actions as to avert or minimize loss or
damage of ship and cargo are
recoverable from underwriters under the: "

가. made

나. restored

사. removed

아. drawn

가. Franchise clause

1. Inert gas system에서 Inert gas는 화물
Pump 최대용량의 약 몇 %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가?

나. Sue and labor clause
사. Subrogation clause

[ 상 선 전 문

]

아. Running
가. 90%
2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Our investigation into the above
captioned matter revealed that your
cargo was loaded in full at San
Fransisco and has not offloaded at any
of the vessel's (
)."
가. ports of call

나. loading

사. anchoring

아. bunkering

2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For your use and guidance, we are
enclosing
one
copy
of
our
communication plan which we request
you carefully read and follow. We
believe you will find this plan (
).“
가. to be of great help

나. 100%

사.125%

아. 140%

2. 선수 흘수 5.10m, 선미 흘수 5.30m, 길이
120m인 선박의 선체 중앙으로부터 10m 선
수방향에 500ton의 화물을 적재하면 선수
및 선미 흘수는?
(단, 매 센티미터 트림모멘트는 250 t-m,
매 센티미터 배수톤은 25ton이고 부면심의
위치는 선체 중앙이며 적재 이후에도 변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5.30m, 5.30m

나. 5.40m, 5.40m

사. 5.50m, 5.50m

아. 5.60m, 5.60m

3. 배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과 부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곡선은?
가. 부력곡선

나. 하중곡선

사. 중량곡선

아. 전단력곡선

나. to work out as planned
사. to be self-explanatory
아. without fail
25.

Select the most proper one for
replacing with the underlined part.
"This is to certify that vessel's smoke
stackmarkings have been changed to
the owner's color prior to redelivery
and Charterer's dunnages have been
removed from the vessel."

4. Trim tab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트림은 선미트림이 증가할 때 양(+), 감소
할 때 음(-)이다.
나. 표의 부호중 탱크의 거리는 선수쪽이면 양
(+), 선미쪽이면 음(-)이다.
사. 각 선창의 중심에 화물 100톤을 적재했을
경우의 트림 및 선수미흘수의 변화를 나타
낸 표이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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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 탱크에 청수, 해수, 연료유 등을 만재할
경우의 선수미 흘수 및 트림의 변화량을 계
산하여 만든 표도 있다.
5. 석탄을 벌크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의 통풍
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화환어음으로
유통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운송물의 처분
을 선하증권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가. 용선자

나. 운송인

사. 송화인

아. 화물점유자

가. 화물로부터 모든 산소는 배제되어야 하므로
통풍 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문 제 삭 제

나. 메탄 가스를 제거하고 자연연소에 의한 열
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물의 내부까지 통풍
환기가 필요하다.

11. 정기용선계약의 항행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석탄의 경우 화물 중심부의 온도가 화씨
125도를 넘을 때에만 통풍 환기가 필요하
다.

가. 선주는 항로의 위험을 우려하여 보험구역
이내라도 배선을 제외할 수 있다.

아. 석탄의 경우 내부의 통풍은 피하고 그 표면
만 통풍 환기시킨다.

나. 선주가 할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구역 이
외에도 배선할 수 있다.

6. 컨테이너의 철도수송방식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탑재한 채로 차량상에 탑재시
켜 수송하는 방식은?
가. COFC방식

나. LOLO방식

사. TOFC방식

아. Feeder방식

7.

일반적으로 LNG 운반선에서 요구되는
BOR(Boil-off rate)은?

가. 0.100% 이하

나. 0.150% 이하

사. 0.200% 이하

아. 0.250% 이하

8. 화환어음 취결에 필요한 선적서류에 해당되
지 않는 서류는?

사. 항행구역과 보험구역은 필연적인 관련이 있
으므로 일치해야 한다.
아. 용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서 선박을 보험구
역과 일치하지 않는 해역에 배선할 수 있
다.
12. 정기용선의 Off-hi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Off-hire 기간중의 연료비는 통상 선주부담
이다.
나. Off-hire는 정기용선의 경우에만 있다.
사. Off-hire의 종료시간은 본선이 원상태로 복
귀하여 다시 운항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아. 항해중 선주의 항해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로 (Deviation)를 한 기간은 Off-hire에
삽입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가. Bill of Lading
13. 감항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나. Commercial Invoice
사. Cargo Insurance Policy
아. Manifest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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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적합한 것은?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란 (
제4회

가. 내용에 따라 선박(선체)능력, 운항능력 및
화물능력으로 구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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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선의 발항당시이다.
사. 불감항으로 인한 화물손상에 대하여 선주가
면책되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Management level

아. 목적지가 여러 곳일 때, 최초의 항해 개시
단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는 연료를 적재해야 한다.

사. Support level

14.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조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가. Cancelling returns clause
나. Unknown clause
사. Latent defect clause
아. Perils of the seas
15. ITC(Hulls)-1/10/83 약관상 피보험자의 손
해방지 의무조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추정전손으로 판단하여 일단 위부통지를 한
후에는 손해방지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나. 손해방지 비용은 손상수리비 외에 별도로
보상받는 것이며,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다.
사. 면책 위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방
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보상
받는다.
아. 선박이 담보 위험에 기인하여 좌초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16.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고 책임 한도액을 뜻하는 것은?
가. Insurable value
나. Subject of insurance
사. Insured amount
아. Agreed value
17. STCW 코드 제 A편의 해기능력 기준의 책
임등급 분류가 아닌 것은?

나. Operational level
아. Maintenance level
18. 선교에서 제어할 수 있는 추진기관의 요건
중에서 SOLAS협약의 규정 내용과 다른 것
은?
가. 선교의 제어장치와는 별도로 비상정지장치
를 선교에 설치해야 한다.
나. 추진기관의 원격제어는 동시에 2개의 장소
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선교로부터의 추진기관에 대한 명령은 주기
관제어실 또는 적합한 경우 추진기관의 제
어장소에 표시되어야 한다.
아. 원격자동제어장치는 고장난 경우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9. (
)에 적합한 것은?
"SOLAS 협약에서 총톤수 (
) 이상의
선박은 각기 독립하여 작동할 수 있는 2대
의 레이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300톤

나. 500톤

사. 1,500톤

아. 3,000톤

20. MARPOL 73/78 협약 중 유해물질에 관련
된 사고의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보고한
다.
나. 보고사항은 사고 발생시각, 배출량 및 종류
등이다.
사. 사고선박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가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가장 빠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당사국
정부에 가장 먼저 보고한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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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조
난통보의 내용 중 필수정보가 아닌 것은?

아. 주관청 또는 주관청의 위임을 받은 단체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
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가. 조난의 위치
나. 현장 부근의 수온 및 수심
사. 선박의 식별
아. 요구되는 원조의 종류
22. 수색 목표의 위치가 좁은 범위 내에 있고
특히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에 사용되는
수색방식(Search pattern)은?

25.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및 코드의 구
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원의 선상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나. 선원의 신분증명 및 선내질서 유지
사.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아. 근로조건

가. Expanding Square
나. Sector

[ 어 선 전 문

]

사. Parallel track
아. Ship/Aircraft co-ordinated
23. 조난자 수색에 관련한 현장지휘관의 조치
에 관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색에 참가한 모든 선박에게 구조를 명령
해야 한다

1. 동결이 끝난 어체 표면에 빙의(Glazing)를
입히는 작업을 할 때 적절한 빙의의 양과
두께는?
가. 어체 중량의 3∼5%, 2∼7mm
나. 어체 중량의 6∼7%, 4∼5mm
사. 어체 중량의 8∼9%, 6∼7mm

나. 가장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수색선에게 구
조의 실시를 지시하여야 한다.

아. 어체 중량의 10∼11%, 8∼9mm

사. 생존자의 수 및 성명, 조난자 전원을 구조
했는지의 여부를 구조조정본부에 보고하여
야 한다.

2. 정어리, 고등어, 노랑촉수 등을 어획물 상자
또는 팬에 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 추가 원조 필요여부 및 구조대 행선지를 본
부에 통보해야 한다.

가. 등세우기
나. 배세우기
사. 반듯하게 눕히기

24. SOLAS협약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
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해 ISM
Code를 도입

아. 불규칙하게 세우기
3. 다랑어 연승선의 급속냉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상이력을 기록한 선
박이력기록부를 발행

가. 동결판의 어획물 배열은 5cm 정도 띄워 접
촉에 의한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사. ISM Code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게 안전관
리적합증서(DOC) 발급

나. 어획물을 동결실에 넣기 전 동결실의 온도
를 가능한 한 -60℃ 이하로 하강시킨다.
사. 동결실에서 몇 번이고 뒤집기를 하는 것은

92

제4회

2014년도 문제지

어획물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
한다.
아. 동결실 각 단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어획물의 미부가 오게 하여 바람이 복부에
서 입과 아가미로 나가도록 한다.
4. 동결 저장 어패류의 증기압이 표면 공기의
증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어패류에 일어나는
변질의 원인은?
가. 해동 드립 유출

나. 수분의 승화

사. 단백질의 변성

아. 지질의 변성

5. 어체를 냉각할 때 어육속에 얼음결정이 생
기기 시작하면 얼지 않고 남는 수용액이 생
긴다. 얼지 않은 수용액까지 빙결시키기 위
한 온도는 대체로 얼마인가?
가. -10℃ ~ -20℃

나. -20℃ ~ -30℃

사. -30℃ ~ -40℃

아. -50℃ ~ -60℃

항해사 1급

나. Shear curve
사. Buoyancy curve
아. Bending moment curve
9. 종강도계산에 필요한 기본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호깅모멘트는 선체의 윗면 부재에 인장응력
을 발생시킨다.
나. 종강도계산에서 파중 굽힘모멘트는 표준파
형을 사용한다.
사. 새깅모멘트에서 선체는 중앙부가 아래로 처
져 내려오는 형태로 굽게 된다.
아. 호깅모멘트는 선체중앙부에서 부력이 중력
보다 작을 때 생긴다.
10. 어선의 어로작업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블록의 시브에서 줄을 벗길 때 잘 벗기기
위하여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흘수를 계산할 때 적재 전 · 후에 구별하여
계산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나. 트롤 끌줄의 3바퀴는 항상 트롤 윈치 드럼
에 감겨 있어야 한다.

가. Center of gravity

사. 투·양망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적절한
부양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Center of floatation
사. Moment to change trim 1cm
아. Tons per centimeter immersion
7. 어떤 어선이 길이 80m, 선폭 12m, 흘수
3.2m, Block coefficient 0.80, Water
surface coefficient 0.90인 경우 담수에서
의 Tcm는 약 몇 톤인가?

아. 망대에 배치되는 경계원은 방호 난간에 두
발을 벌리고 서서 경계를 하여야 한다.
11. 수산업법상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에서 어업
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어업행위로
서 옳지 않은 것은?
가. 손줄 낚시 어업
나.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가. 6.53톤

나. 7.26톤

사. 8.64톤

아. 9.32톤

8. 전단력곡선을 적분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은?
가. Load curve

사.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유인하는 어
업
아. 통발 또는 연승 등의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
12. S-N곡선 (Stress-Number Diagram)은 어
구 재료의 어떤 성질을 이해하는데 사용되
는가?
제4회

93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1급

가. 항장력

나. 신장율

사. 피로 한계

아. 내마성

13. 기선 권현망에서 날개(오비기)의 망목은 어
느 정도 크기인가?

18.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법에서 끌줄, 후릿
줄, 그물목줄 등의 줄저항은 실용적으로
그물 저항의 몇 % 정도인가?
가. 5%

나. 10%

사. 15%

아. 20%

19. 77/93 Torremolinos 협약상 어로작업 중
개방해 두는 창구를 통하여 점진적인 침수
를 일으키는 경사각은 몇 도 이상인가?

가. 30 ~ 40센티미터
나. 1.0 ~ 2.5미터
사. 3.0 ~ 3.6미터

가. 10도

아. 4.0 ~ 5.0미터
14. 어떤 트롤 어구를 2m/sec로 끌 때, 끌줄
의 장력이 12톤으로 추산되었다. 예망 마
력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가. 320 마력

나. 330 마력

사. 340 마력

아. 350 마력

15. 선망의 설(그물 깊이)은 발줄이 도달해야
할 깊이의 몇 배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인가?
가. 1.2 배

나. 1.5 배

사. 2 배

아. 2.5 배

16.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어군 탐지기를 이용
하여 어장조사를 하려고 할 때 적합한 어
군 탐지기는?
가. 주파수가 낮은 것

나. 20도

사. 30도

아. 45도

20. 77/93 Torremolinos 협약상 격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목재 어선은 충돌 격벽을 가져야 한다.
나. 목재 이외의 어선은 주기관 구역의 경계에
수밀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사. 수밀 격벽은 작업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한
다.
아. 목재 어선에도 격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
은?
"최대 승선인원이 (
)명 이상이고, 길이
(
)미터 이상인 어선은 1개의 구역이
침수되더라도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한
다."
가. 45, 50

나. 60, 60

사. 75, 80

아. 100, 100

나. 지향각이 큰 것
사. 출력이 센 것
아. 주파수가 높은 것

22. 77/93 Torremolinos 협약상 갑판상의 불워
크 또는 가드레일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
이어야 하는가?

17. 정격 회전수가 500rpm 인 트롤선이 예망
할 때의 회전수는 400rpm이다. 이때의 부
하율은 대략 얼마인가?

가. 0.8

가. 0.48

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구명뗏목의
캐너피의 요건으로 적합한 것은?

94

제4회

나. 0.51

사. 0.64

아. 0.80

나. 1

사. 1.2

아. 1.5

2014년도 문제지

가. 모든 구명뗏목에는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설치될 것
나. 열기나 냉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3 이
상의 재질층으로 단열되어야 함
사. 2개 이상의 관망구가 설치될 것
아. 빗물을 모으는 설비를 갖출 것

항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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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77/93 Torremolinos 협약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선박이 발급받는 국제어선
안전증서의 유효 기간은?
가. 1년

나. 2년

사. 4년

아. 5년

문제의 답안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며
활용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제범위에 대한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 MARPOL 73/78협약의 부속서 1에 의한
SOPEP에 관한 기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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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모든 유탱커 및 총톤
수 300톤 이상 의 유탱커 이외의 모든 선
박은 SOPEP을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나. SOPEP은 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침서에 따
라야 한다.

항해
번호

정답

번호

정답

사. SOPEP은 선장과 사관의 통용언어로 표기
되어야 한다.

1

사

14

사

2

사

15

가

아. SOPEP에는 기름오염사고발생시 연락할 당
국 또는 사람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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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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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회
[ 항

해

]

1. 자기 컴퍼스의 수정용구 중 플린더즈 바
(Flinders bar)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아. 중간오차 조정
5. 자동조타기에서 Rate 조정(Rate adjustment,
Checking rudder adjustment)의 역할에 해
당되는 것은?
가. 제동타의 크기를 조정
나. 복원타의 크기를 조정
사. 적분타의 크기를 조정

가. 선체 영구자기의 선수미 분력

아. 합성타의 크기를 조정

나. 선체 영구자기의 정횡 분력
사. 선체 영구자기의 수직 분력
아. 선체 일시자기의 수직 분력

6. 물표의 방위를 관측하여 구한 선위의 오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추종부의 기능은 다
음과 같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측정계기의 오차는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물표를 선정하여 관측하면 대체로 없앨 수
있다.

가. 주동부의 방위 정보를 외부로 전달한다.

나. 위치선의 오차는 물표까지의 거리의 장단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나. 주동부에 마찰없는 수직축이 확보되게 한
다.
사. 주동부에 마찰없는 수평축이 확보되게 한
다.
아. 주동부의 중량을 지지한다.
3. 자이로 컴퍼스에서 자이로 축 프리세션 각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가.
나.
사.
아.

자이로 축에 가해진 토크에 반비례한다.
자이로 축에 가해진 토크와 관계가 없다.
자이로의 각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지구 자전속도에 비례한다.

사. 교차방위법의 오차는 주로 자차, 편차 등의
계통오차이다.
아. 방위에 우연오차만 있다면 오차삼각형의 내
심을 선위로 정하여도 된다.
7. 해도가 부정확할 때나 처음 항해하는 해역
에서 적어도 세 개이상의 위치선을 구하여
선위와 그 과실 유무를 동시에 확인하는데
이 때 측정한 제3의 방위를 무엇이라고 하
는가?
가. Cross bearing

나. Compass bearing

사. Check bearing

아. Sextant bearing

4. 전자식 로그에서 선박의 적화량, 기울기 등
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속에 비례하여 나타
나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정
을 해야 하는가?

8. 좁은 수로 통항 또는 입ㆍ출항 및 통항 선
박이 많은 연안 접근 항해시 위험지역에의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해 기법이나
관련 용어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감도차(感度差) 조정

가. Parallel indexing

나. 영점(零点) 조정

나. No-go area

사. 경도(傾度) 조정
제1회

103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사. Danger bearing

것은?

아. Wheel-over line
9. 점장위도항법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적도의 양편에 있어
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먼거리를 항해할 때 또는 정확한 결과를 필
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사. 남북 침로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크다.
아. 위도가 아주 높을 경우에는 위도에 작은 오
차가 있어도 변경에는 큰 오차가 생긴다.

가. 안고 0인 관측자를 기준한 상용일출몰시이
다.
나. 안고 0인 관측자를 기준한 진일출몰시이다.
사. 안고 5m(15ft)인 관측자를 기준한 상용일
출몰시를 기재 하고 있다.
아. 안고에 관계없이 진일출몰시를 기재하고 있
다.
14. 선박용 레이더에서 0.25㎲의 펄스 폭은 공
간에 있어서 얼마의 거리에 상당하는가?
가. 60m

나. 65m

10. 천측위치선의 결정법에 있어서 추측위치
대신에 가정 위치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는 무엇인가?

사. 70m

아. 75m

가. 선위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 레이더는 발사한 전파가 물표에 부딪혀 반
사파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물표까지의 거리를 알아낸다.

나. 계산의 신속을 위하여
사. 최근사위치의 결정이 용이하므로
아. 선위오차의 수정이 용이하므로
11. 고도차가 클수록 커지는 위치선의 오차는?
가. 곡률로 인한 오차
나. 계산 방위의 오차
사. 점장도 사용으로 인한 오차

15. 레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충분한 지향성과 선명한 영상을 얻으려면
낮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수록 유리하
다.
사. 빛과 같은 속도인 전파의 도달시간을 측정
하려면 시간측정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한
다.
아. 강력한 반사파를 얻기 위하여 강력한 전파
를 발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 전위오차
12. 부득이 야간에 천측을 하려고 한다. 어떤
한 주의가 필요한가?

16. 선박의 횡요에 의한 레이더의 방위오차는
물표의 상대 방위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
는가?

가. 가능한 한 높은 고도의 천체를 관측한다.

가. 0도

나. 되도록이면 안고를 낮추어 관측한다.

사. 60도

나. 45도
아. 90도

사. 되도록이면 안고를 높여서 관측한다.
아. 가급적 낮은 고도의 천체를 관측한다.
13. 천측력 일출몰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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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레이더의 Range scale에 따라 물표의 거
리가 크게 다르게 지시되는 거짓상이 생겼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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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엽효과

나. 다중반사

사. 2차 소인반사

아. 해면반사

18. IMO의 ARPA성능기준상 ARPA는 벡터 점
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인선
이 연속으로 10회전하는 동안에 최소 몇
회 이상 인지되는 목표물을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가. 3회

나. 5회

사. 8회

아. 10회

19. LORAN의 송신용으로 많이 쓰이는 모노폴
안테나의 이상적인 길이는 얼마인가?
가. 1/4파장

나. 1/2파장

사. 3/4파장

아. 1파장

항해사 2급

사용 가능한 전 연료량을 F라고 한다면 항
속거리 D를 구하는 계산식은?
가. D = 24F/V(M + Q)
나. D = 24V × M + Q/F
사. D = F/24V(M + Q)
아. D = 24V × F/(M + Q)
24. Juan de Fuca해협에서의 안개 발생 상황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7월에서 10월에 걸쳐 가장 안개가 많이 발
생하므로 항행계획시 주의해야 한다.
나. 해협의 서쪽에서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
사. 미풍이 불 때는 옅은 안개가 해협 입구에서
수 일간 지속될 때가 있다.
아. 이 안개는 록키산맥에서 넘어오는 안정된
기류에 의해 생긴 활승무이다.

20. GPS의 신호변조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가. P 신호

나. 의사 잡음

사. 비트 신호

아. C/A 신호

21. "전파의 편파면이란 무엇인가?
가. 전계의 진동면
나. 자계의 진동면
사. 전파의 진행 방향에 직교하는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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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계측으로 휘어지는 자계의 진동면
22. 변침물표로서 가장 좋은 것은?
가. 변침할 현의 정횡 입표

[ 운 용

]

1. Wire rope의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나. 변침할 반대현의 등대
사. 선수방향에 있는 섬
아. 선미방향에 있는 부표
23. 속력 V로 1일에 소비하는 주기관의 연료량
을 Q, 1일에 소비하는 잡용연료량을 M,

가. Splicing한 부분은 원래의 Wire rope보다
강도가 강해진다.
나. Kink가 생기면 그 부분의 강도가 60%정도
감소한다.
사. 비유연성 Wire rope가 유연성 Wire rope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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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도가 강하다.

력이 감소됨에 따라 흘수가 증가한다.

아. 안전사용하중은 일반적으로 파단하중의
1/6정도이다.

나. 선수부 수위가 높아져 선미가 침하되면서
흡인 배척 작용이 발생한다.

2. 키의 각부 명칭이 아닌 것은?

사. 선박의 선속이 클수록 Squat 현상이 현저
하게 나타난다.

가. Rudder post

나. Rudder arm

아. 마찰저항 및 조파저항이 증가하여 선속이
감소된다.

사. Rudder plate

아. Rudder keel

3. 입거(Dry docking)를 위한 적절한 Trim은
어느 정도인가?
가. Even keel
나. 10~20cm by the stern
사. 30~50cm by the head

7. 북반구에서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풍향
이 시계방향으로 바뀌면 본선은 태풍의 어
느 위치에 있는가?
가. 가항반원

나. 중간반원

사. 중심

아. 위험반원

8. 갑판 상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 50~100cm by the stern
4. 우선회 고정피치 단추진기선박에서 반류
(Wake current)가 선체에 미치는 가장 현
저한 현상은?

가. GM 값이 커진다.
나. 복원력이 작아서 횡요주기가 길다.
사. Top heavy 상태라 한다.

가. 전진할 때 선수우회두 작용을 돕는다.

아. 선박의 중심이 올라간다.

나. 전진할 때 선수좌회두 작용을 돕는다.
사. 후진할 때 선수우회두 작용을 돕는다.
아. 후진할 때 선수좌회두 작용을 돕는다.
5. 단묘박 중인 선박이 있다. 묘쇄공으로부터
해저까지의 깊이는 16미터, 앵커체인 1미
터의 수중무게는 0.2톤이다. 이 선박이 외
력에 의한 수평장력 8.4톤을 받을 때 앵커
체인 현수부의 길이는 약 얼마인가?
가. 40미터

나. 50미터

사. 60미터

아. 80미터

6. 일반 선박이 수심이 얕은 해역을 항행할 경
우 나타나는 천수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선저부와 해저 사이의 유속이 증가되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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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타센터 높이가 1.2m, 기선상 부심높이가
2.5m, 기선상 중심높이가 4.8m일 때, 경심
의 기선상 높이는 몇 m인가?
가. 3.0m

나. 3.7m

사. 6.0m

아. 7.3m

10. 화물의 이동에 의하여 선체중심이 출항 때
보다 5cm 만큼 편중되었다. 이 선박이 30˚
로 횡경사할 경우, 이로 인한 정적 복원력
곡선상에 수정해야 할 복원정의 감소량은
얼마인가?(단, tan30˚= 0.577, sin30˚=
0.5, cos30˚= 0.866이다.)
가. 2.885cm

나. 2.5cm

사. 4.33cm

아. 5.77cm

2014년도 문제지

11. 다음은 항해경과로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 중 복원력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요소는 어느 것인가?

항해사 2급

이용하는 방법은?
가. 침전법

나. 원심분리법

사. 진공법

아. 약품처리법

가. 배수량의 감소
나. 연료, 청수 등의 소비
사. 유동수의 발생
아. 갑판적 화물의 수분흡수
12. 태풍의 일생 중 중심 기압이 최저, 풍속이
최대에 달할 때까지의 단계로서 대칭적이
지만 그 범위는 비교적 좁다. 그리고 눈
(eye)도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기는?

17. 선박이 좌초되어 이탈이 곤란하다고 판단
이 되면 풍랑에 의한 선체 동요를 방지하
고, 후일 이초를 쉽게하기 위하여 (
)
선체의 고박작업을 한다. (
)에 적합
한 것은?
가. 청수조의 청수를 배출하고
나. 연료를 만재하고
사. 이중저에서 평형수를 배출하고

가. 발생기

나. 발달기

사. 최성기

아. 쇠약기

13. 아네로이드 기압계에 의하여 관측된 기압
을 천기도상에 표시할 때 행하는 기압치
보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해면 갱정

나. 온도 보정

사. 중력 보정

아. 기압 보정

14.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잘 일어나는 파는?
가. Swell wave

나. Tidal race

사. Pyramidal wave

아. Tsunami wave

15. 과급기와 실린더를 연결하는 급기관의 중
간에 공기냉각기를 설치하여 급기를 냉각
하는데 그 이유는?

아. 이중저에 평형수를 싣고
18. 선박 충돌시의 조선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
는 것은?
가. 가능한 한 선체의 타력을 줄인다.
나. 충돌 즉시 자선 및 상대선의 선수방향 및
선위를 확인한다.
사. 충돌 직후 양 선박이 서로 박혀있는 상태에
서 즉시 후진 기관을 사용한다.
아. 침수가 많을 때에는 침수된 구획을 제한하
도록 Watertight door 등을 신속히 밀폐한
다.
19. 선박의 화재발생시 조치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나.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선교에 제공한다.

가. 공기밀도 증가를 위하여

사. 경보가 울리면 즉시 선교에 집합한다.

나. 노킹 방지를 위하여

아. 위급한 경우 선교의 허가 없이도 조치를 취
한다.

사. 윤활유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아. 실린더 내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16. 선박에서 윤활유를 청정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많이

20. 수색목표의 위치 이동 원인이 되는 바람,
해류 및 조류를 추정하여 정한 위치를 무
엇이라 하는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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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난점(Accident point)

사. ②,③,④

아. ①,②,③,④

나. 표류(Drift)
사. 도착점(Arrival area)
아. 추정기점(Datum)

[ 법

21. 익수자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히 조치하여
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안의 항로 밖 수
역을 항행중인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계내
에서 마주치는 상태에 있을 경우 항법에 대
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자기발연부신호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
명부환을 즉시 투하한다.
나. 기관의 긴급정지 및 익수자의 반대쪽으로
전타한다.
사. 선내경보를 울리고 구명정을 준비한다.
아. "O" 기를 올린다.
22.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노사관계 방
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생산성 향상

나. 노동 조건의 개선

사. 인간성의 발휘

아. 최대수익의 보장

23. 인간관계 관리의 기법에 속하지 않는 것
은?
가. 제안제도

나. 인사상담

사. 사기 및 태도조사

아. 적성검사

24. 혈관손상시 분출성 출혈에 해당하는 것은?
가. 동맥성 출혈

나. 정맥성 출혈

사. 모세혈관 출혈

아. 피하 출혈

25.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구성된 것은?
① 급유를 위한 일시 정박
②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일시 정박
③ 입, 출항 증명서를 받기 위한 일시 정박
④ 항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가.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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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①,③,④

규

]

가. 원칙적으로 2척 모두 피항선이므로 단음 1
회를 울리며 서로 우현으로 변침하여야 한
다.
나. 2척이 각각 잡종선과 컨테이너선인 경우에
는 잡종선이 피하여야 한다.
사.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항행하여야 한다.
아. 상대적으로 큰 선박이 조종성능에 제한을
더 받으므로 작은 선박이 반드시 큰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선원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 처분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선원법의 규정은 해
양수산부장관의 직권으로 무효화할 수 있
다.
나.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 관계에 적용하는 근
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아. 선원이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선박직원법상 허가를 받아 선원의 승무기준
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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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거로 선박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사.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아. 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
박 직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4. 선박안전법상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
한 정기검사의 준비사항이 아닌 것은?

7. 해양환경관리법상 Z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
해역과 배출방법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
은?
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
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이어야 한다.
나. 동력선의 경우 7노트 이상의 속력이 있어
야 한다.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준비

사. 2007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수면하
배출 외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나. 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는 재료시험의 준비

아. 배출량이 수분의 10분의 1 이하이어야 한
다.

사. 효력시험의 준비
아.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
5.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
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
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
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보
다 더 일찍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
사.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되는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아.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의 완
료일의 다음날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된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은?

8. 해양환경관리법상 그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해역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배
타적 경제수역
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
9. 해상법상 공동해손의 성립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 선박과 적하에 대한 공동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
분이 있어야 한다.
사. 선박 또는 적하의 멸실이 있어야 한다.

가. 사건발생 후 3년을 경과한 해양사고에 대
하여는 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나.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개시한다.
사.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
에서 이를 행한다.
아. 조사관은 심판기일을 정하고 해양사고관계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아.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
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10. 해상법상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선박손해
가 아닌 것은?
가. 선박의 나포를 피하기 위한 설비의 투하
나. 선박의 예비품을 통상연료로 사용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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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좌초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무리한 기관사용
아. 선상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선박 내부시
설 파괴
11. 해사안전법상 해사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의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내항여객선은 시정이 1,000미터 이내
일 경우 출항이 통제된다.
사. 여객선의 출항통제권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이다.
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이다.

다.
나. 조종불능선이라 함은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
으로 인하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종할 수
없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
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사. 항행중이라 함은 선박이 정박하거나 육지에
계류하거나 또는 얹혀있는 것이 아닌 상태
를 말한다.
아. 선박의 길이와 폭이라 함은 그 선박의 전장
과 최대의 폭을 말한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과 그 당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해사안전법에서 공기부양선이 항행중인 동
력선이 표시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표시하
여야 하는 등화로 적합한 것은?

나.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
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가. 백색 섬광등 1개

나. 홍색 섬광등 1개

사. 녹색 섬광등 1개

아. 황색 섬광등 1개

사.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는 선박은 안전한 속
력을 결정할 때 레이더의 성능 및 한계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에 적합한 것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
)와(과) (
)에 대하여 (
)을(를) 다하여야 한다."
가. 선박, 충돌의 위험, 필요한 주의
나. 충돌 가능성, 근접 상태, 상당한 주의
사. 선박, 충돌의 위험, 필요한 조치
아. 항행의 위험, 충돌의 위험, 상당한 주의

아.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선박은 눈
으로 상대 선박을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레이더 정보가 가장 믿을만 하므로 최우선
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에 대한 규정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섬광등이라 함은 매분 120회 이상 규칙적
으로 섬광을 발하는 등화를 말한다.
나. 예선등이라 함은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등을 말한다.
사. 마스트등의 비춤 범위는 225도이다.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용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이라 함은 수상비행기 및 WIG craft를
포함하여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
용할 수 있는 수상의 모든 배를 말하고 무
배수량선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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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길이 24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현등을 선수
미 중심선상에 달고 있는 하나의 랜턴 속에
결합할 수 있다.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레이더 플로팅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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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접근하는 상대선박의 (
)와(
및 (
)을 확인하는 것이다. (
적합한 것은?

)
)에

가. 거리, 방위, 최근접점
나. 거리, 방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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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항해하고 있는 상대 선박을 눈으로 본
후 자선이 계속해서 상대 선박에 방위의 변
화 없이 접근할 때 교차상태 항법이 적용된
다.
아. 교차상태에서 피항선은 상대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가능한 한 빨리 큰 동작
을 취하여야 한다.

사. 침로, 속력, 최근접점
아. 침로, 속력, 위험성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 대한 항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항법규정에 의한
교차 상태의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가. 두 척의 동력선이 침로가 교차할 것
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박하면 아니
된다.
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로작업에 종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좁은 수로의 안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길이 20미터의 선박 및 범선은 좁은 수로
의 안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
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서로 시야 내에 있을 것
아. 모든 시정상태에서 서로 침로가 교차할 것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항해중인 동력선
이 표시해야하는 등화를 전주등 하나로 대
신할 수 있는 선박의 길이와 속력으로 옳
게 짝지어진 것은?
가. 7m 미만, 7 knots 이하
나. 7m 미만, 12 knots 이하

19. 주간에 수직선상으로 3개의 구형 형상물을
표시한 선박은?

사. 12m 미만, 7 knots 이하

가. 조종능력제한선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밀고 있는 선박과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때의 등화
표시는?

나. 흘수제약선
사. 좌초선
아. 기뢰제거 작업선(소해선)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교차상태(Crossing
situation)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서 있는 때에 적
용하는 항법이다.
나.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
선이다.
사. 우현 1시 방향, 3마일 전방에서 같은 방향

아. 12m 미만, 12 knots 이하

가.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선미에 끌고 있는 경
우의 등화 표시를 한다.
나.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뱃전에 대고 끌고 있
는 경우의 등화표시를 한다.
사. 항행중인 1척의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등
화표시를 한다.
아.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앞으로 밀고 있는 경
우의 등화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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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야간 항해중인 동
력선이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정을 강하
또는 인양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하는 등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종제한선에 해당한다.
나.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수직선상 상하로 홍
색 전주등 2개를 표시한다.
사.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미등을 표시한
다.

가. There is too slack on the cable.
나. There is much weight on the cable.
사. There is strong lead on the cable.
아. There is much pulling on the cable.
3. A fire breaks out in NO.3 cargo hold at
sea during your watch.
Select one which should not be taken.

아.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등(좌우)을 표
시한다.

가. Call the Master.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34조(조종 및 경
고신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Shut down the cargo hold ventilation.

가. 단음 2회 : 본선은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
고 있는 중 이다.
나. 장음 2회, 단음 2회 : 본선은 귀선의 왼쪽
으로 추월하고자 한다.
사. 장음 1회, 단음 1회 : 만곡부에서 보이지
않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장음 1회를 들은
것에 대한 회신 신호이다.
아. 장음 1회,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하는 신호이다.

[ 영 어

]

1. 'Moving of an anchor over the sea
bottom to control the movement of the
vessel.'
What
does
the
above-mentioned
expression mean?
가. Drifting

나. Dredging

사. Flooding

아. Dragging

2. Which is the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in SMCP?
"묘쇄의 장력이 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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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ceed to the space and inspect the
extent of the fire.
아. Sound the fire alarm signal to muster
out all hands.
4. Fill the blank from the given :
When you give your crew members a
ballast control briefing, you say : "We
are waiting for shore instructions and
there is no pumping (
) present."
가. at

나. for

사. to

아. in

5. Select one which translates following
sentence into IMO English.
"2시간 후에는 시정이 1마일까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Visibility is expected to less one mile
after two hours.
나. Visibility becomes one mile after two
hours.
사. Visibility is expected to increase to
one mile in two hours.
아. Visibility is expected to decrease to
one mile in two hours.
6. Select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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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sentence.
"본선이 1번 부표 북쪽 1.3마일 지점에 도
착할 예정시각은 14시 20분 입니다."
가. My ETA at North of number one buoy,
one point three miles off is one four
two zero hours.
나. My ETA of North of number one buoy,
from one decimal three miles is
fourteen twenty hours.
사. My ETA at one point three miles from
number one buoy will be one four
hours and two zero minutes.
아. My ETA at one decimal three miles
North of number one buoy is one four
two zero hours.
7. Choose the correct one.
When there is concern that the
helmsman is inattentive, s/he should be
questioned :
가. What is your heading?
나. What course do you advise?
사. Advise you to keep your present
course.
아. You are steering a dangerous course.
8. Select one which is proper for the blank.
"Your track is converging (
) the
reference line."
가. to

나. from

사. with

아. off

9.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You must (
) your cable to five
shackles."

항해사 2급

10. What kind of safety signals is spoken
three times, followed by the calling
letters of the station spoken three
times, to announce a storm warning,
danger to navigation, or special aid to
navigation?
가. PANPAN

나. MAYDAY

사. SECURITE

아. SAFETY

11. Select one which is proper for the
blank.
"(
) is the bearing of an object
measured from the north or south
point."
가. Amplitude

나. Azimuth angle

사. Polar distance

아. Hour angle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relationship between the
volume of displacement and a block
having the length, breadth and draft of
the vessel."
가. Block coefficient
나. Water plane coefficient
사. Prismatic coefficient
아. Midship section coefficient
13. Choose the best one.
"The phrase 'latent defects'
(
).“

implies

가. hidden defects
나. evident defects
사. perceptible defects

가. shorten

나. drag

사. slip

아. dredge

아. obvious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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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elect the correct one.
The trade wind blows:
가. From the northeast in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hemisphere.
나. From the southeast in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hemisphere.
사. From the northeast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the southeast in the
southern hemisphere.
아. From the southeast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the northeast in the
southern hemisphere.

ship or the efficiency or completeness
of its equipment, the master or owner
of the ship shall repor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o the Administration."
가. unimpaired condition

나. total

사. characteristics

아. unification

18. Select the improper one to fill the
blank.
"A vessel using a traffic separation
scheme shall comply with all of the
following, (
)."

15.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s
commonly.
"The force of buoyancy is considered
to act vertically upwards through the (
) of buoyancy, whilst the weight of
the ship is considered to act vertically
downwards through the ( ) of
gravity."

가. proceed in the appropriate traffic lane

가. area

나. axis

사. cross

아. center

19. Choose the correct one.
"A vessel not under command shall
exhibit: (
) all-round (
) lights in
a vertical line where they can best be
seen."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the cargo is loaded on board,
the chief officer signs a receipt. This is
known as (
). It is evidence that the
cargo had actually been received on
board and in accordance with any
remarks inserted by the mate therein."
가. shipper's receipt

나. mate's receipt

사. manifest

아. bill of ladin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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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 an accident to a ship or a
defect
is
discovered
which
substantially affects the integr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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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oin traffic lanes at as small an angle
as practicable
사. if anchoring is necessary, anchor in the
separation zone
아. so far as practicable, avoid crossing
traffic lanes

가. two, red

나. three, red

사. two, white

아. three, white

20. Select proper words for the blanks.
"In or near an area of restricted
visibility, a power-driven vessel making
way
( A
) the water shall
sound ( B ) intervals of not more
than 2 minutes one prolonged blast."
가. A: in

B: by

나. A: on B: with
사. A: by

B: in

2014년도 문제지

아. A: through

B: at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In the Hague-Visby Rules, (
) the
carrier (
) the ship shall be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arising
or resulting from strikes or lockouts or
stoppage or restraint of labor from
whatever cause, whether partial or
general."
가. neither, nor

나. both, and

사. as, as

아. such, as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ilst the vessel is on time charter
hire the charterers usually provide and
pay for all of the following operating
and terminal costs but (
)."
가. fuel

나. water for boiler

사. port charges

아. food provision

23. "Marine Hull Insurance (ITC)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insured caused by followings except
one." Which one is excepted?
가. 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나. 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
사. Jettison.
아. Derelict mine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24. Choose the best one:
The seven basic components of the
business letter are : Letter head, Date,
Inside Address, Salutation, Body of the
Letter, Complimentary Clause and ( ).

항해사 2급

가. Signature

나. Supplement

사. Postscript

아. Reference Number

25. Choose the suitable one.
"Mr.Kim (
) from acute appendicitis
seriously. Dropped in the nearest port,
Manila, Philippines, to (
) him
ashore."
가. suffered, hospitalize
나. had, go
사. suffered, make
아. had, hospitalize

[ 상 선 전 문

]

1. 원심력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기동시에는 토출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기
동하는 것이 좋다.
나. 운전중 토출량을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펌
프의 회전수를 낮추는 것이 좋다.
사. 정지시에는 토출밸브를 먼저 닫는 것이 좋
다.
아. 기동시에는 미리 Priming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Derrick post의 길이 8m, Topping lift의 길
이 12m, Boom의 길이 10m인 하역장치에
서 5톤의 중량을 Fall에 달아 Topping lift와
평행하게 당긴다면 Topping lift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단, Boom의 중심은 길이
의 중앙에 있고 무게는 2톤이며, Block의
저항은 무시한다. )
가. 2.5톤

나. 3.0톤

사. 3.5톤

아. 4.0톤

3. 선박에서 사용되는 Tackle(활차)의 배력에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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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태클의 배력이란 중량물의 중량과 중량물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과의 비를 말한
다.
나. 태클의 배력은 이론적으로 이동활차를 통과
하는 로프의 가닥수와 같은 값이다.
사. 실제배력은 로프와 쉬브, 쉬브와 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저항으로 인하여 이론
적 배력보다 작다.
아. 이동활차를 통하는 로프의 수가 작을수록
실용배력은 커지고 올리기 위해 당겨야 할
힘은 작아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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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65m

사. 8.72m

아. 8.85m

5. 배의 길이가 120m 이고, 부면심이 선체중
앙에서 2.0m 선수 방향에 있는 선박에서
매 cm Trim 모멘트(Mcm)가 200m-ton일
경우, 500 ton의 중량물을 선미 방향으로
20m 이동하였을 때 선수흘수는 약 얼마나
감소하겠는가?
가. 25.0 cm

나. 24.2 cm

사. 25.8 cm

아. 30.2 cm

6. 배의 길이가 200m이고, 선체중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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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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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ton

나. 25ton

사. -35ton

아. 35ton

7. 복원력 교차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중심위치를 일정하게 가정하여 일정 경사각
에 대한 각 배수량에 대한 복원정의 길이를
나타낸 곡선이다.
나. 복원력 교차곡선에서 횡축은 배수량, 종축
은 복원정을 나타낸다.
사. 복원력 교차곡선에서 일정 배수량에 대한
각 경사각에 대한 복원정 값으로 동적복원
력곡선을 구할 수 있다.
아. 일반적으로 15도의 간격으로 90도까지 6개
의 곡선으로 작성된다.
8. 어떤 선박의 grain capacity는 56,700㎥이
고, bale capacity는 54,000㎥이다. broken
space 15%, stowage factor 1.2㎥/ton인
곡물을 Bulk로 적재하고자 할 때 최대 얼마
까지 선적이 가능한가? (단, 흘수제한은 없
고 stowage factor는 broken space를 포
함하지 않는다.)
가. 38,250톤

나. 40,163톤

사. 45,000톤

아. 47,250톤

9. 종강도 곡선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가. 인장력 곡선

나. 중량 곡선

사. 부력 곡선

아. 전단력 곡선

10. 액화가스 운반선에서 압력파동(Pressure
surge)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자동 Emergency Shut Down valve가 닫
힐 경우
나. Non-return valve의 고장으로 인한 Valve
shut
사. Pump의 기동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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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Valve를 서서히 열거나 닫을 때
11. 완전냉동식 LPG선에서 운송할 수 없는 화
물은?
가. 메탄

나. 부탄

사. 프로판

아. 암모니아

12. 원유세정은 화물탱크 내부가 어떤 상태에
서 행하여야 하는가?

항해사 2급

가. Exception List

나. Tally Sheet

사. Tracer

아. Tracking List

16. 운송원비(運送原費)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운송원비는 선비와 운항비로 구성이 된다.
나. 정기용선에 있어서 용선료의 기준은 선비에
해당한다.
사. 항해용선 계약에 있어서 용선료의 기준에는
선비 이외에 운항비가 포함된다.
아. 선비는 대체로 변동하고 운항비는 고정적이
다.

가. Over rich 상태
나. Too lean 상태
사. Too little oxygen 상태

17. 공동해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 Gas free 상태
13. 곡류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적당한
양을 들어내어 재어보니 5㎏이었다. 이
Sample을 Oven에 넣어 100℃로 가열한
후,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후의 무게가 3
㎏이었다면 이 곡류의 수분함량은 약 얼
마인가?
가. 30%

나. 40%

사. 60%

아. 67%

14.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Laydays)이란 무엇
을 의미하는가?

가. York-Antwerp Rules
나. Average Bond
사. 적하물의 일부가 항해 중 매각된 경우
아. 화물의 투하
18. 해상보험에서 적용되는 담보(Warran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담보란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약속을
뜻하며, 이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나. 선박의 항해제한구역은 증권에 첨부되는 명
시담보조건이므로 절대로 항해할 수 없다.

가. 항만에 입항하여 출항할 때까지의 전 기간
을 말한다.

사. 담보조건은 중요하든 아니든 반드시 지켜져
야 한다.

나.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계약 당사
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다.

아. 선박이 선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조건이다.

사. 용선료 산정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전 기간
을 말한다.

19.

아.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항만에 추가로 정박해
있는 기간을 말한다.
15. 양하착오(Mis-landing)가 발생했을 때 조
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TC(Hulls)-1/10/83의 담보위험약관상
"Perils of the seas, rivers, lakes or
other navigable waters"로 인정될 수
없는 위험은 어느 것인가?

가. Grounding

나. Heavy weather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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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ollision

아. Piracy

20. 선박보험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는?

비치하여야 한다.
아. 선박의 양현에 본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가. 피보험선박에 의해 손상된 부두 수리비에
대한 배상금

24.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 중에 행
하는 중간검사시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 피보험선박의 과속으로 인하여 전복된 요트
에 대한 배상금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사. 피보험선박에 의해 손상된 어망에 대한 배
상금

나. 원유세정설비

아. 피보험선박에 충돌 당한 선박상의 화물손해
에 대한 배상금

아. 분리 밸러스트 탱크의 보호적 배치

21. SOLAS 협약에 의하면 각 생존정에 담당자
를 정하고 또 한 사람의 부 담당자를 지명
해야 한다. 이때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
람의 기준은?
가. 선장 또는 기관장
나. 갑판부 사관 또는 자격있는 생존정수
사. 자격있는 생존정수나 조타수
아. 갑판장이나 자격있는 생존정수
22. "SOLAS 협약상 구명정과 구조정의 모든
기관은 매주 (
)의 전진 및 후진 운
전을 하여야 한다.“(
)에 적합한 것
은?

사. 기름여과장치

25. MARPOL 73/78 협약에 규정된 유조선(Oil
tanker)의 화물구역 유성 혼합물의 배출 요
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중해 안에 항행중 15ppm 미만이면 배출
할 수 있다.
나. 특별해역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육
지로 부터 50해리를 넘는 해역에서 배출하
여야 한다.
사. 신조 유조선이 경우 배출할 수 있는 기름의
총량은 전 항차 적재하였던 화물유 총량의
30,000분의 1이하 이어야 한다.
아. 항행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 어 선 전 문 ]
가. 3분 이상

나. 5분 이상

사. 10분 이상

아. 15분 이상

23.

국제육상연결기구(International
shore
connection)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다랑어 연승어업에서 다랑어 어획물의 피뽑
기 처리를 위하여 혈관을 절단하는 부위는?
가. 가슴지느러미 뒷부분과 심장 뒷부분
나. 가슴지느러미 앞부분과 심장 앞부분
사. 가슴지느러미 앞부분과 심장 뒷부분

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최소 1개가
비치되어야 한다.
나. 플랜지의 한 쪽에는 본선의 소화전과 호스
에 맞는 커플링을 부착해 두어야 한다.
사. 6개의 볼트, 12개의 워셔와 함께 본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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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슴지느러미 뒷부분과 심장 앞부분
2. 동결된 어체에 글레이징 처리시 얼음막의
무게는 어체 중량의 어느 정도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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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가?

항해사 2급

7. 어획물의 선상 처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
린 것은?

가. 1 ∼ 2 %

나. 3 ∼ 5 %

사. 10 ∼ 20 %

아. 30 ∼ 50 %

3. 어패류의 사후변화 과정 중에서 자가 소화
의 원인은?
가. 어류 사후의 근육의 수축작용
나. 세균발육에 의한 영양분의 분해작용

가. 소형어는 종류와 크기가 비슷한 것을 선별
하여 광주리에 담는다.
나. 어창 속에 있는 어획물은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 어상자를 어창 안에 잴 때에는 선미쪽에서
선수쪽으로 쌓아간다.
아. 어창 안의 온도는 0 ~ 4℃, 습도는 60 ~
65% 정도로 유지한다.

사. 어체 조직속에 있는 효소작용
아. 어육 내의 수용액의 유출작용
4. 어획물의 사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에서 내적 요인에 속하는 것은?
가. 성분 조성 및 조직 상태
나. 온도 변화 및 세균 오염

8. 해수비중이 1.020인 항내에서 조업을 완료
하였을 때 어선의 평균 흘수는 4.30m이다.
이 상태로 하천수의 비중이 1.000인 하천
(河川)항에 입항한다고 하면 흘수의 변화는
얼마인가?( 단, 재화 중량 톤수표에서 구한
평균 흘수 4.30m에 있어서 배수량 800톤,
매 cm 배수톤은 2.0톤임)

사. 조직 상태 및 온도 변화
가. 현재의 흘수보다 7.0cm 침하한다.

아. 성분 조성 및 온도 변화

나. 현재의 흘수보다 8.0cm 침하한다.
5. 다음은 동일한 어종의 어획물로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어획물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
한 결과이다. 선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가. 어체의 머리 부근을 쥐고 세워보니 어체가
아래쪽으로 경사졌다.

사. 현재의 흘수보다 9.0cm 침하한다.
아. 현재의 흘수보다 10.0cm 침하한다.
9. 선수 어창에 적재된 화물 40ton을 동일 갑
판상의 선미쪽으로 20m 이동 적재하였을
때 트림의 변화량은 몇 cm인가? (M.T.C.는
50m·Ton이다)

나. 어체 표면이 진득 진득하고 황갈색이었다.
사. 고기의 눈이 혼탁해지고 내부로 침하하였
다.

가. 9cm
사. 19.5cm

나. 16cm
아. 25cm

아. 고기의 아가미가 선홍색이었다.
6. 가공 원료로서 어획물을 선택할 때 원료의
상태를 검사하는 항목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빛깔

나. 향기

사. 중량

아. 형상

10. 선망 어선의 GM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가?
가. 2.3m ~ 3.3m

나. 1.3m ~ 2.3m

사. 3.3m ~ 4.3m

아. 0.3m ~ 1.3m

11. 어선원 근로계약에서 선주와 선원간의 근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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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가?

가. 수산업법의 어업구조 조정규정에 의한다.

가. 20%

나. 30%

나. 동등한 위치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사. 40%

아. 50%

사. 쌍방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체결한다.
아. 선원법의 선원 근로계약 규정에 의한다.

17. 다음 그물실 중 유연성이 가장 필요한 어
구는?

12. 직접적인 어군 탐색에 속하는 것은?
가. 표면수온 분포 확인

가. 중층 트롤

나. 저인망

사. 자망

아. 건착망

나. 수직수온 분포 확인
사. 어군탐지기를 이용한 영상 판독
아.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황도 판독
13. 집어등에 의한 유집어법을 이용할 때 다음
중 가장 집어가 잘 되는 어종은 어느 것인
가?

18. 트롤 그물어구에서 4폭 그물과 6폭 그물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 6폭 그물어구의 장점
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망고가 높다.
나. 망폭이 넓다.
사. 빠르게 끌 수 있다.

가. 가다랑어

나. 고등어

사. 대구

아. 조기

14. 기관의 출력과 속력과의 관계를 옳게 설명
한 것은?
가. 마력은 속력의 3제곱에 비례한다.
나. 마력의 증가와 속력은 정비례한다.
사. 경제 속력은 기관 마력을 100% 사용하는
속력이다.
아. 속력은 기관 마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15. 저인망에서 끌줄, 후릿줄, 그물목줄 등의
저항은 그물 저항의 몇 % 정도인가?
가. 5%

나. 10%

사. 20%

아. 30%

16. 저층 트롤에서 예망중인 전개판의 간격은
후릿줄, 그물 목줄, 그물 길이를 합한 길
이의 대략 몇 %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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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뜸의 효과가 크다.
19. 77/93 Torremolinos 협약상 선박의 각 현
에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에 부양성 구명
줄을 부착하는데 그 길이는 최소 얼마인
가?
가. 20미터

나. 30미터

사. 35미터

아. 40미터

20. STCW- F 95 협약에서 모든 어선원에 대
한 기초안전훈련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의료관리

나. 기초응급처치

사. 비상절차

아. 해양오염방지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다음은 신
호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선박에는 주간 신호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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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간 신호등의 전원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용 축전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길이 45m 이상 선박에서는 국제신호서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전 수량의 국기
및 신호기가 비치되어야 한다.
아. 무선 설비가 설치되는 선박에는 국제신호서
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22.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구명동의는
담수 중에 24시간 잠긴 후에도 얼마 이상
의 부력 감소가 없어야 하는가?

항해사 2급

[ 항

해

]

1. 자기 컴퍼스 볼(Bowl)을 새 것으로 교환했
을 때 자차가 변하는 수가 있다. 그 이유
는?
가. 마찰오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 카드의 선회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 3%

나. 5%

사. 카드의 진동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 7%

아. 10%

아. 카드에 부착된 자침의 세기가 변했기 때문
이다.

23.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모든 국가에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2. 자이로 컴퍼스의 구성 부분으로 선박의 변
침에 대하여 전기적인 제어로 주동부를 추
종하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가. 선박의 항행권
나. 항공기의 상공 비행권

가. Binnacle

사. 해저 전선 부설권

나. Mercury ballistic

아. 해양 환경 보전권

사. Phantom element
아. Sensitive element

24. MARPOL 73/78 협약의 의정서 Ι에서 항
해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손상의 경우
를 통보해야 하는 선박의 크기는?

3.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주동부에 마찰 없는
수직축을 확보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길이 15미터 이상
나. 길이 24미터 이상

가. 고성능 베어링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사. 길이 45미터 이상

나. 지지액과 수은의 부력으로 주동부를 지지한
다.

아. 길이 60미터 이상
25. MARPOL 73/78 협약상 폐기물의 처분에서
특별해역이 아닌 것은?
가. 지중해

나. 발틱해

사. 홍해

아. 베링해

사. 지지액의 부력과 전자 반발력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아. 지지액의 부력과 액체 분사력으로 주동부를
지지한다.
4. 전자식 로그에서 선박의 적화량, 기울기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속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정을 해야 하는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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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오차 조정

8. 피험선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나. 영점(零点) 조정
사. 경도(傾度) 조정

가. 2 물표의 중시선에 의한 것

아. 감도차(感度差) 조정

나. 측면에 있는 물표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것
5. 선박이 회두를 하여 예정 침로에 대한 편위
각이 감소함에 따라 회두 타력에 의해 예정
침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 조타장치가
반대방향으로 타각을 취하는 것을 무엇이라
는가?
가. 적분타

나. 비례타

사. 미분타

아. 합성타

6. AC를 항정, AL과 BL을 위치선, 유정(流程)
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나타낸 아래 그림
에서 Running fix를 구할 때, 조류(潮流)의
방향과 관련하여 자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가.
나.
사.
아.

제1위치선에
제1위치선에
제1위치선에
제1위치선에

평행이고
수직이고
평행이고
수직이고

순조인
순조인
역조인
역조인

경우
경우
경우
경우

사. 선수 방향에 있는 물표의 방위선에 의한 것
아. 높이를 알고 있는 물표의 수평협각에 의한
것
9. 어느 선박이 17°30'N, 135°30'E인 지점을
출발하여 진침로 030°로 480해리 항해하였
을 경우 동서거는 얼마인가?
가. 약 233'E

나. 약 240'E

사. 약 250'E

아. 약 263'E

10. 위치선과 침로의 교각이 30도일 때 이 위
치선을 전위하는데 항정의 오차가 4마일이
었다면 전위선은 약 몇 마일 편위 되는가?
가. 2마일

나. 4마일

사. 6마일

아. 8마일

11. 어느 천체의 GHA가 220˚인 시각에 경도
120˚W인 지점에서 그 천체의 자오선 각은
얼마인가?
가. 100˚

나. 100˚E

사. 100˚W

아. 340˚

7. 방위를 측정할 때 포함된 우연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부득이 야간에 천측을 하려고 한다. 어떠
한 주의가 필요한가?

가. 계통오차를 수정하여도 남는 오차이다.

가. 되도록이면 안고를 낮추어 관측한다.

나. 오차의 원인에 따라 소거할 수 있는 오차이
다.

나. 되도록이면 안고를 높여서 관측한다.

사. 확률이론을 응용하여 취급해야 하는 오차이
다.

아. 가능한 한 높은 고도의 천체를 관측한다.

아. 계통오차를 제거한 우연오차의 절대값은 미
소하므로 오차삼각형도 작다.

13. 자오선각 30˚W, 적위 12˚N, 위도 35˚S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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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산고도 방위각표에서 구한 방위각
이 120˚였다면 진방위는?
가. 60˚

나. 120˚

사. 240˚

아. 300˚

14. 레이더의 펄스 반복 주파수가 1,000Hz일
때 이론상 최대 탐지거리는 약 얼마인가?
가. 72마일

나. 81마일

사. 90마일

아. 100마일

15. 레이더의 Long pulse 사용시 성능이 저하
되는 것은?
가. 거리분해능

항해사 2급

사. 실상과 같은 방향에 동일한 간격으로 하나
이상의 상이 나타난다.
아. 실상주위에 일직선으로 허상이 나타나 화면
이 선명하지 못하다.
18. 레이더에 의한 방위측정 오차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스캐너의 수평 빔 폭으로 인한 영상확대 현
상으로 방위 측정오차가 생긴다.
나. 섬의 끝단의 방위를 측정하면 수평 빔 폭의
1/2만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 고립된 작은 물표의 방위측정의 경우에는
영상 중앙의 방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아. 방위 수정없이 같은 섬의 양 끝단의 방위로
교차 방위법을 사용하면 선위는 진위치보다
섬에서 더 떨어져 있는 곳에 기입된다.

나. 최대탐지 거리
사. 원거리 물표탐지
아. 강우시 레이더 성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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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관

19. IMO의 ARPA 성능기준에서 추적중인 목표
물에 대하여 관측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
보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Predicted time to CPA(TCPA)
나. Present range of the target(목표물의 거
리)
사. Predicted speed of the target(목표물의
예상 속력)
아. Calculated true course of the target(목
표물의 진침로)

나. 주파수 변환기(Mixer)
사. 송수신 절환장치(Duplexer)
아. 해면반사 제어회로(STC)
17. 자선 정횡방향에 강한 반사파를 내는 대형
선이 있을 때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현
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레이더 화면 전체가 잡음으로 뒤덮힌다.
나. 육상의 구조물이 실상이외의 허상을 만들어
낸다.

20. GPS의 C/A용의 PN(의사잡음)신호는 몇
ms(천분의 1초) 마다 반복하는가?
가. 1ms

나. 2ms

사. 3ms

아. 4ms

21. Loran - C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지표파를 일차적으로 사용한다.
나. 검파된 펄스의 윤곽을 정합시켜 개략측정을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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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 폭이 좁은 펄스로 변조된 2MHz의 반송파
를 이용한다.
아. 주국 하나와 2~4개의 종국으로 하나의 체
인을 형성한다.
22. 항로결정시의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아. 발생해역은 북대서양의 적도 무풍대에 발생
하고 진로는 서 내지 서북서 방향이다.

[ 운

용

]

1. Panting 구조가 설치되는 곳은?
가. 이중저 뒤

가. 위험물에 대한 피험선을 설정해 둔다.

나. 유조선에서 중앙부의 탱크

나. 선수 또는 선미의 조타 목표를 정해 둔다.

사. 선수단 및 선미단

사. 정박선, 장애물을 풍상쪽에 두고 통과하도
록 한다.

아. 기관실의 전단

아. 외력이 강한 경우 가능한 한 선속을 많이
줄이도록 한다.

2. 만재흘수선과 경하흘수선 사이에 A/C의 상
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paint)는 어느 것인
가?

23. 속력 12노트로 하루에 기름을 40톤 소비하
는 선박이 3,168마일을 11노트로 항행할
경우 연료 소비량의 차이는 대략 얼마인
가?
가. 약 60톤

나. 약 70톤

사. 약 80톤

아. 약 90톤

24. 미국 서안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항로 선
정에서 대권 항로를 택할 경우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 거리 증가
나. 좁은 수도의 통항
사. 파랑과 해류에 역항

가. Anti-corrosive paint
나. Anti-fouling paint
사. Wash primer
아. Boot-top paint
3.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건현갑판에 설치하는
불워크 판의 두께는 최소 몇 mm이상이어야
하는가?
가. 4mm

나. 6mm

사. 8mm

아. 10mm

4. 조종성 지수인 K(선회성지수)와 T(추종성지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이동성 고기압과의 조우
25. 파나마에서 미국의 보스톤까지 가는 항로
에 영향을 주는 허리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향점은 북위 40도 부근이다.
나. 허리케인의 발생시기는 6월~10월이다.
사. 전향 후의 진로는 북북동 내지 북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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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선상태의 선미트림인 상선의 경우는 T가
크고 K도 크다.
나. 만선상태의 선수트림인 상선의 경우는 T가
크고 K도 크다.
사. 여객선이나 군함의 경우에는 T가 크고 K는
작다.
아. 만선상태의 선미트림인 상선의 경우는 T가
작고 K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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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피치 쌍추진기선박의 추진기를 외선식
으로 하는 이유는?

가. 초기 복원력은 종경사각에 비례한다.

가. 양호한 추진 효율

사. 메타센타 반경(BM)은 수선면의 종축에 대
한 관성모멘트에 비례한다.

나. 양호한 조종 능력
사. 양호한 기계 효율
아. 추진기의 보호
6. 양묘기 취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나. 소량의 화물을 이동시켰을 때 무게중심 G
의 변화는 배수량에 반비례한다.

아. 밀도에 따른 흘수의 변화는 배수량에 비례
한다.
10. 문 제 삭 제

가. 사용 전에 클러치를 분리한 후 시운전을 행
한다.

11. 정횡방향에서 파를 받을 때 선박의 자유횡
요주기가 파주기의 몇 배가 될 때 동조횡
요가 발생하는가?

나. 브레이크에 끼어 있는 먼지를 세척한 후 주
유한다.

가. 3배일 때

나. 2배일 때

사. 베어링이나 크랭크 등의 회전부에는 충분히
주유한다.

사. 1.5배일 때

아. 1배일 때

아. 기어부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흑연과 타
르를 혼합한 것을 바른다.

12. 아네로이드 기압계에 의하여 관측된 기압
을 천기도상에 표시할 때 행하는 기압치
보정은?

7. 입거(Dry docking)를 위한 적절한 Trim은
어느 정도인가?

가. 해면 갱정

나. 온도 보정

사. 중력 보정

아. 기압 보정

가. Even keel
나. 10~20cm by the stern
사. 30~50cm by the head

13. 태풍발생의 전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은?

아. 50~100cm by the stern
가. 열대 해역에서 소나기가 빈번히 내린다.
8. 정적 복원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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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나. 열대 해역에서 해륙풍이 강해진다.
사. 해륙풍이 소멸한다.
아. 기압의 일변화가 무너지고 기압이 계속 하
강한다.
14. 관측된 기상 요소를 기입하여 분석한 것으
로, 등압선을 분석하여 고ㆍ저기압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람, 기온, 천기 현상 등
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일기도는?
가. 보조선도

나. 예상 일기도

사. 지상 일기도

아. 고층 일기도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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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연기관이 외연기관에 비해 불리한 점은?

사. 침수 시의 방수법
아. 표류 시의 선체정지법

가. 진동 및 소음이 크다.
나. 보일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 IAMSAR 편람에서 "OSC" 약어의 의미는?

사. 장치가 간단하다.
아. 냉각수 계통에서 잃는 에너지가 크다.
16. 도체의 전기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연안 무선국

나. 해상 수색 조정선

사. 현장 조정관

아. 구조 조정 본부

21. 선박의 화재발생시 조치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나. 단면적과 길이에 반비례한다.

가.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사. 단면적과 길이에 비례한다.

나.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선교에 제공한다.

아.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

사. 경보가 울리면 즉시 선교에 집합한다.

17. 좌초시 본선이 취할 조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 위급한 경우 선교의 허가 없이도 조치를 취
한다.
22.

가. 선박 주위를 측심한다.
나. 빌지 및 탱크를 측심한다.
사. 선박의 흘수를 줄인다.
아. "Yankee" 신호기를 게양한다.
18. "조난자의 인명을 구조할 때 구조선은
(
)에 위치하여 (
)에 구명정을 하
강하여 조난선으로 가게 하고 (
)에 와
서 구명정을 기다린다."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된 것은?
가. 풍상측 - 풍하측 – 풍하측
나. 풍상측 - 풍하측 – 풍상측
사. 풍하측 - 풍상측 – 풍하측
아. 풍하측 - 풍상측 - 풍상측
19. 비상시 사용하는 Anchors in tandem의 용
도는 무엇인가?
가. 화재발생 시 선수정침법
나. 좌초 시의 선체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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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에 있어서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의 특징에 속하
지 않는 것은?

가. 작업시간 연구
나. 작업동작 연구
사. 인간의 감정 연구
아. 차별 성과급제
23. 선내에서 처벌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사관의 경우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규범은
부원보다도 더 엄격히 시행한다.
나. 처벌은 공포심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재발방
지의 목적이어야 한다.
사. 선내 징계위원에는 해당부서 책임자를 반드
시 포함시켜야 한다.
아. 모든 위반자에 대하여 직책에 관계없이 공
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4.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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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
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가. 일반 건강진단

나. 특수 건강진단

사. 연안선원 건강진단

아. 약식 건강진단

25. 선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관리자의
업무 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항해사 2급

명할 수 있다.
사.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 관계에 적용하는 근
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아. 선원이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선박직원법상 허가를 받아 선원의 승무기준
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사. 선내 발생환자의 약품처방 및 투여

가.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아.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나. 입거로 선박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사.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 법 규 ]
1. 개항질서법상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두를 자선의 선수좌현에 두고 항행할 때
에는 이에 접근하고 자선의 선수우현에 두
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돌아야한다.
나.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
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선박은 출항하
는 선박의 진로를 방파제 밖에서 피하여야
한다.
사. 범선이 예선에 끌리어 항행하는 것은 무방
하다.
아.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원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 처분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선원법의 규정은 해
양수산부장관의 직권으로 무효화할 수 있
다.
나.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아. 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
박 직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4.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
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
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
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보
다 더 일찍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
사.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이 되
는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
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아.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완료
일의 다음날
5. 선박안전법상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
의 적부설비에 관한 정기검사의 준비 사항
이 아닌 것은?
가. 탱크의 맨홀을 열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
를 배출할 것
나. 방수시험, 방폭시험의 준비를 할 것
사. 비파괴 검사의 준비를 할 것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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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상법(해상편)상 선박 충돌의 피해자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6.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심
판불요처분된 해양사고에 대해 이해관계인
이 심판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된 때에는 (
)(으)로써 조사
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개시하여 심판을 청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재결
사. 결정

나. 판결
아. 명령

7. 문 제 삭 제
8.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부득이하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우
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손상 등으로 인한
경우
사. 선박 오염사고에 있어 오염피해를 최소화하
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경우
아. 선박의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9. 상법(해상편)상 선박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나.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없이 신항해
를 개시할 수 있다.
사.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
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아.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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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쌍방과실
나. 도선사의 과실
사. 가해선의 일방과실
아. 원인불명, 불가항력
11. 해사안전법상 항행안전확보 조치가 요구되
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위험화물운반선
나. 흘수제약선
사. 예인선열의 길이가 180미터인 예인선
아. 거대선
12.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관리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된 해역 안의 개
항 중 항로지정방식이 지정된 곳은 인천항,
부산항 및 광양항 출입항로이다.
사.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설
치, 관리한다.
아.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이나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
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로 인한 책임
(responsibility)의 대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가.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원
나.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기사
사.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기사
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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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진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의 배치 및 특성에 대해서는 다
음 중 누가 제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가?
가. 국제해사기구(IMO)
나. 국제선급협회(IACS)
사. 선박의 기국(Flag state)
아. 국제노동기구(ILO)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을 피하기 위
한 동작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
나 기관을 정지할 수 있으나 후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나. 통항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생
긴 경우에 자선에 적용되는 항법규정을 충
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사. 다른 선박의 통항 또는 안전 통항을 방해하
지 아니하도록 요구된 선박은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생긴 경우에도
이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아.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요구된 선박은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
할 수 있는 충분하게 넓은 수역을 허용하기
위하여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한다.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 또는
항로(fairway)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
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
의 길이 기준은 몇 미터 미만인가?
가. 10미터
사. 24미터

나. 20미터
아. 30미터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추월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사 2급

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동력선을 추
월할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피
항선이다.
나. 야간에 상대선박의 선미등만을 본 상태에서
상대선박을 앞지르고 있는 선박은 피항선이
다.
사. 자선이 상대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자선이 피
항선이다.
아. 양 선박 사이에 추월관계가 형성된 후 방위
의 변화가 있으면 추월항법이 적용되지 아
니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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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 등을 보는 경우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Lights)에 대
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2개의 마스트등이 설치된 동력선의 전부
마스트등은 최상층의 전통갑판으로부터 6미
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2개의 마스트등이 설치된 경우 후부 마스
트등은 전부 마스트보다 수직선상으로 적어
도 4.5미터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2개의 마스트등 사이의 수평거리는 선박의
길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나 100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다.
아. 동력선의 현등은 전부 마스트등이 설치된
높이의 2분의 1보다 높지 아니한 곳에 설
치하여야 한다.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원통형 형상물에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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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시는?

가. 직경이 적어도 0.5미터 이상이고 또 높이가
직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가. 항행중인 1척의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등
화표시를 한다.

나. 직경이 적어도 0.5미터 이상이고 또 높이가
직경의 2배라야 한다.

나.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앞으로 밀고 있는 경
우의 등화 표시를 한다.

사. 직경이 적어도 0.6미터 이상이고 또 높이가
직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사.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선미에 끌고 있는 경
우의 등화 표시를 한다.

아. 직경이 적어도 0.6미터 이상이고 또 높이가
직경의 2배라야 한다.

아. 동력선이 다른 선박을 뱃전에 대고 끌고 있
는 경우의 등화표시를 한다.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에 관한 규정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낮에 어선이 어구
방향으로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 형상물 1
개를 표시하고 있다면, 어구의 최소 길이
는?

가. 길이 50미터 이상인 동력선의 마스트등은
최소한 6마일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광도
를 가져야 한다.
나. 항행중인 길이 50미터 이상의 동력선은 2
개의 마스트등, 양현등, 선미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사.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은 1개의 백색
전주등과 양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수면비행선박(WIG craft)은 동력선이 표시
하여야 할 등화에 추가하여 황색섬광 전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35미터인 동
력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있다. 이 때 예
인선열의 길이는 210미터이다. 이 동력선
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는?
가. 현등,
트등
나. 현등,
트등
사. 현등,
아. 현등,

선미등, 예인등, 수직선상 3개의 마스

나. 50미터 이상

사. 100미터 이상

아. 150미터 이상

25. 2노트의 속력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그
물을 끌고 있는 어선이 있다. 국제해상충
돌방지규칙상 이 어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
나. 주간에는 장고형의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한
다.
사. 야간에는 빨간색, 흰색의 전주등을 위아래
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길이 50m미만의 선박은 마스트등을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미등, 예인등, 수직선상 2개의 마스

[ 영 어 ]
선미등, 예인등, 마스트등 1개
선미등, 수직선상 2개의 마스트등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밀고 있는 선박과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때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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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Way point - Hydrographic survey

나. How much cable is running?

아. Air draught - Height

사. How much cable is out?
아. How many shackles are to come in?

2. 문 제 삭 제
7. 문 제 삭 제
3. Choose the best one.
"Distress calls have absolute priority over
all other communications. When hearing
them, (
)."
가. further communications should be made
나. a change of channel should be
requested
사. all other transmissions should cease
and listen in
아. communications should be commenced
on the chosen channel
4.

'VTS authorization for a vessel to
proceed under conditions specified'
What
does
the
abovementioned
expression mean?

가. Reporting point

나. Receiving point

사. Reference line

아. Traffic clearance

5. "An area which cannot be scanned by
the ship's radar because it is shielded
by parts of the superstructure."
What
does
the
abovementioned
expression mean?
가. Shadow area

나. Blind sector

사. Closing sector

아. Restricted area

6. Which is the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묘쇄가 얼마나 나갔는가?"

8. Fill the blank with a proper one.
"Utopia aft station. This is Utopia bridge.
Single up to aft breast line and stern
buoy line. Take tug's towing line to
capstan, then (
) on starboard
quarter."
가. let go

나. slack away

사. make fast

아. slack down

9. Fill the blank from the given :
When you do not want cargo discharging
pressure more than 7 kg/cm², you say :
"Do not (
) a pressure of 7 kg/cm²"
가. hold

나. deduct

사. propose

아. exceed

10. Select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sentence.
"1번 수로는 준설작업으로 일시적으로 폐
쇄되었음."
가. No.1 channel is prohibited by dredging.
나. No.1 channel is resumed by dragging.
사. No.1 channel is restricted by dredging.
아. No.1 channel is suspended by dredgin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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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shackles are left?

제2회

131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가. judge how deep the sea is
나. judge how high the waves are

사. CQD - Customary Quick Delivery
아. L/I - Letter of Indemnity

사. read their charts on dark nights
아. keep their ships from being wrecked
12. What is the meaning of following
description?
"Tides of increased range or tidal
currents of increased speed occurring
semimonthly as the result of the moon
being new or full."

16. "The Coast Guard seized the shipment
of contraband that had been smuggled
into the country."
What is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가. rival goods
나. edible goods
사. manufactured articles
아. goods imported or exported illegally

가. neap tide

나. flood tide

사. spring tide

아. ebb tide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means space which is lost to
cargo because of the shape of the
cargo packaging, pillars, shape of
compartment, etc."
가. Dunnage

나. Broken space

사. Double bottom

아. Stowage factor

14. Select the one which has the meaning
of it in the following sentence.
"It tells the ship designer how many
cubic meters of hold space will be
occupied by a ton of any given kind of
cargo. It determines how much cargo
can be fitted into the ship."
가. cargo value

나. cargo units

사. broken space

아. stowage factor

15.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of the word used in shipping contract.

17.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Company of the ISM Code should
establish procedures to ensure that new
personnel and personnel transferred to
new assignments related to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given
proper familiarization with their duties.
Instructions which are essential to be
provided prior to sailing should be
identified, (
) and given."
가. understood

나. trained

사. documented

아. carried

18. Select a word which is proper for the
blanks commonly.
"A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all
be issued to a ship by the (
) or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
)
which should verify that the company
and its shipboard management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SMS."
가. Author
나. Classification Society

가. B/L - Bill of Lading
나.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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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States usually grant their (
) to
vessels by means of registration and by
authorizing vessels to fly their flag."

가. only in areas near the terminations of
traffic separation schemes

가.
나.
사.
아.

아. as nearly as practicable at right angles
to the general direction of traffic flow

classification
nationality
call-sign
general arrangement

20.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ppropriate precautions shall be taken
during loading and transport of cargo
units and cargo transport units on
board
ro-ro ship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ecuring arrangements on board
such ships and on the cargo units and
cargo transport units and with regard to
the (
) of the securing points and
lashings."
가. place

나. strength

사. breadth

아. height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Dangerous goods in solid form in bulk
shall be loaded and stowed safely and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goods. Incompatible
goods shall be (
) from
one another."
가. located

나. divided

사. segregated

아. distinct

22. Select proper words for the blank
"A vessel using traffic separation
scheme shall join or leave from the side
(
)."

나. by as wide a margin as practicable
사. at as small an angle to the general
direction of traffic flow as practicable

23. If goods are received for shipment, the
condition of which cannot be described
as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shipowners usually protect
their interests by:
가. Letter of Indemnity
나. Letter of Credit
사. Cargo Boat Note
아. Manifest
24. Your vessel grounds due to an error in
navigation. Damage to the hull causes
water damage to cargo in #3 hold.
Containers
on
deck are
thrown
overboard to help refloat of the vessel.
The vessel sucessfully returns to port in
this condi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considered as general average sacrifice?
가. Cargo damage in #3 hold.
나. Loss of containers on deck.
사. Damage to the hull.
아. Loss of containers on deck and cargo
damage in #3 hold.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You will understand that it's very
dangerous to stop the vessel under way
in such a narrow water as this; This
would inevitably (
) the vessel in
extreme danger of coming into collision
with other vessels in the neighborhood."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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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ake

나. put

사. arrange

아. f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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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s shut out
나. 10 c/s over in dispute
사. 10 c/s short in dispute
아. 10 c/s short shipped
2. 액화가스 운반선에서 사용되는 수평방향의
원심력 펌프로서 승압용 펌프, 히터용 펌프
및 갑판저장 탱크용 펌프로 이용되는 펌프
는?
가. 디프월 펌프
나. 갑판상 화물펌프
사. 고정식 잠수펌프
아. 탈부착식 잠수 펌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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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65m

사. 8.72m

아. 8.85m

5. 배의 길이가 200m이고, 선체중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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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5ton

사. -35ton

아. 35ton

6. 적하완료 후 쿼터평균흘수(Quarter Mean Draft)
에 의한 흘수 감정 시 선수 흘수를 실제보다
1cm 작게 읽었다면 적하량은 얼마나 달라지겠
는가? (단, Tcm는 80ton이다.)
가. 10.0톤이 감소한다.
나. 24.0톤이 감소한다.

3. 탱커의 위험 장소에는 각종 안전 설비를 설
치해야 한다. 다음 위험 장소의 설비가 규정
에 어긋나는 것은?

사. 30.0톤이 감소한다.

가. 전등은 내압 방폭형 전등이어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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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선체중앙에 있는 F.W.T.의 청수를 선체중앙
에서 48m 선수쪽에 있는 F.P.T. 에 몇 톤
을 이동시키면 되는가? (단, Mcm는
144.0m-ton이다.)

나. Cable은 Metalic impervious sheathed
and armoured를 사용한다
사. 전기식의 계측, 감시, 제어기, 통신용 기기
는 안전형의 것이어야 한다.
아. 위험 장소의 배수는 위험 장소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즉 위험 장소의 배수를 위해
관을 안전구역 안으로 인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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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Damaged cargo survey report
8. 흘수감정에 의한 배수량 수정의 순서로 옳
은 것은?
가. Stem and stern correction →Hogging,
sagging correction →Trim correction →
Specific gravity correction
나. Stem and stern correction →Trim
correction → Hogging, sagging
correction →Specific gravity correction
사. Stem and stern correction →Trim
correction → Specific gravity correction
→Hogging, sagging correction
아. Stem and stern correction →Specific
gravity correction → Trim correction →
Hogging, sagging correction
9. 복원력 교차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일반적으로 15도의 간격으로 90도까지 6개
의 곡선으로 작성된다.
나. 복원력 교차곡선에서 횡축은 배수량, 종축
은 복원정을 나타낸다.
사. 중심위치를 일정하게 가정하여 일정 경사각
에 대한 각 배수량에 대한 복원정의 길이를
나타낸 곡선이다.

12. 과실이나 야채 등의 양온화물을 가장 양호
하게 보관관리 하는 방법은?
가. 7∼10℃ 정도의 저온으로 보관하여 호흡작
용을 억제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유지한다.
나. 상온인 20℃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면
그 호흡 활동이 활발해져서 장기저장의 효
과가 좋다.
사. 과실의 Gas 저장법은 1℃의 온도 하에서
산소 20%, 탄산가스 20%인 공기중에 보관
하는 것이 좋다.
아. 화물 자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
로 Sweat가 생길 위험이 많기 때문에 건조
공기로 통풍하여 Sweat가 생기지 않게 한
다.
13. 오일 탱커(Oil tanker)의 적화작업시 일반
적인 유념사항이 아닌 것은?
가. Ullage 측정시에는 석유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Full rate로 작은 탱크에 적재하면 과도한
압력이 걸릴 수 있다.
사. 적화작업 종료전 모든 밸러스트는 배출이
끝나도록 계획한다.

아. 복원력 교차곡선에서 일정 배수량에 대한
각 경사각에 대한 복원정 값으로 동적복원
력곡선을 구할 수 있다.

아. 초기 공선 상태에서 대형 탱커는 Sagging
상태이므로, 선수부 혹은 선미부 탱크부터
먼저 적재한다.

10. 문 제 삭 제

14. Laytime 계산에서 선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은?

11. 본선에서의 화물사고 대처 방법으로서, 황
천항해로 인한 화물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양하항 도착 즉시 marine surveyor에게 의
뢰하여 창구 폐쇄상태, 화물의 적부상태 및
항해 일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는?

가. CQD

나. Running Hours/Days

사. WWD

아. Working Days

15.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의 공통점은?

가. M/R report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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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을 계약내용으로 한다.

가. 컨테이너선 - F.A.K. Rate

나. 선박의 점유지배는 선주에게 있다.

나. 유조선 - Worldscale Rate

사. 선주는 선비와 운항비를 부담한다.

사. 곡물전용선 - Intascale Rate

아. 선주에 대한 대가는 용선료이며 용선기간에
따라 지불된다.

아. 정기선 - Tariff Rate

16. 나용선계약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 보험 위부(委付)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것은?

가. 일정한 항해를 기초로 하여 화주와 선박운
항자 간에 체결하는 것이다.

가. 선박이 침몰되어 인양이 불가능할 때

나. 선주는 선비와 선원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운항비를 부담한다.

사.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당했을 시

사.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대해 감항담
보의 책임을 진다.
아. 선박운항에 따른 수지계산은 선주가 한다.
17. 항해용선계약에서 선명을 표시할 때 "M/V
Korean Ace or SUB"라고 기재되는 경우
에 "SUB"의 의미를 설명한 아래 문항 중
틀린 것은?
가. Substitute vessel의 약자이다.

나. 선박이 손상되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아. 선박의 소유권이 박탈되어 회복 불능일 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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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orean Ace"와 비슷한 size, class 및
position을 가져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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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가. 50mm

나. 100mm

사. 150mm

아. 200mm

나. 자매선을 의미한다.
사. 대체선을 의미한다.

피보험선이 타선과 충돌하였을 때
ITC(Hulls) 제8조 충돌 책임에 관한 약관
상 보험자의 담보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은?

가. 충돌당한 선박이 해양에 유출한 기름의 오
염 제거비

23.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 4)상의 Sewage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 충돌당한 선박의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가.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배수

사. 충돌당한 선박의 불가동 손실

나. 화장실, 소변소 및 변소 배수구로 부터의
배수

아. 충돌당한 선박의 구조비
19. 운임결정 방식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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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ARPOL 73/78협약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 협약의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적용된다.
나. 비 당사국 선박에는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만이 적용된다.
사. 비 당사국의 선박일지라도 입항국 검사시
기준은 이 협약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없으나 당
사국의 권한 하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25. ISM Co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안전경영의 목표는 선박의 안전운항실무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에 있다.

항해사 2급

우기를 하여 어상자에 담는다.
3. 어체내의 세균 발육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저온이 될수록 번식과 발육이 나쁘다.
나.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20~30%때도 발육
은 잘 된다.
사. 수소이온 농도(pH) 7.0부근에서 발육이 잘
된다.
아. 세균의 영양분은 질소화합물이 주종이다.
4. 공기냉동법 중에서 다랑어 주낙 어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결장치는?
가. Air blast 동결장치
나. Flat tank 동결장치

나. ISM Code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받은 경우
회사, 선장 또는 관련 개인의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사. Sharp Freezing 동결장치

사. 회사는 주관청에 ISM Code인증을 신청하
여야 한다.

5. 대형 어체 처리방법에서 두부, 내장, 아가미
및 꼬리를 제거하고, 어체의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 장의 육편을 뜨는 것은?

아. 인정된 기관이 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아. Contact-Plate 동결장치

가. Round

나. Dressed

사. Fillet

아. Slice

[ 어 선 전 문 ]
1. 문 제 삭 제
2. 어획물을 상자에 담을 때의 유의사항 중에
서 틀린 것은?

6. Derrick 의장법 중에서 Married fall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하역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나. 중량물과 위험물 하역에는 적당하지 않다.
사. 안전상 화물의 중량은 4톤을 한계로 한다.

가. 양륙 때까지의 감량을 고려하여 담는 양을
3% 정도 많게 한다.

아. 양쪽의 Cargo fall을 결합하여 1개의
Cargo hook을 붙인다.

나. 쇠갈고리로 찍을 때는 몸통 부분과 같이 육
질이 많은 부분을 찍는다.

7. 그레인 용적 420m³, 베일 용적이 400m³ 인
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할 때, 화물틈률이
15%라면 종이상자로 포장된 어획물을 최대
한 적재할 수 있는 총용적은 약 얼마인가?
(단, 적화계수는 무시한다.)

사. 어상자 규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고기를 담거나 큰 고기를 담지 않는다.
아. 주로 생선 횟감으로 이용되는 어종은 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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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정 수준의 자본 유지

가. 340m³

나. 357m³

사. 400m³

아. 420m³

8. 보통 어창의 선미쪽 바닥에 설치되며, 어창
의 오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오수를 모아
두는 설비는 어느 것인가?
가. Bilge well

나. Side sparring

사. Bottom ceiling

아. Deep tank

9. 선폭 15m의 선박이 출항할 때 횡요주기는
14초였는데 입항시에는 16초였다면 중심의
이동량은 약 얼마인가?
(단, 경심은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1.7cm

나. 11.5cm

사. 17.2cm

아. 20.3cm

10. 일반적으로 부면심의 위치는 보통의 선형
에 있어서 선체 중앙에서 배 길이의 (
) 전ㆍ후방에 있다.
(
) 속에 적당한 것은?
가. 1/10 ~ 1/20

나. 1/10 ~ 1/80

사. 1/20 ~ 1/30

아. 1/30 ~ 1/60

11. 어군 탐지기의 주파수에 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가.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떨어진다.
나. 주파수가 높을수록 분해능이 양호하다.
사. 주파수가 높을수록 최대탐지거리가 감소한
다.

아. 적정 수준의 어획노력 유지
13. 해상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
가?
가. 보험자

나. 보험계약자

사. 피보험자

아. 선박소유자

14. 트롤에서 중량이 큰 전개판을 감아올려 지
지하기 위한 장비는?
가. 선미 마스트

나. 중앙 마스트

사. 갤로우스

아. 파워블록

15. 어구 재료로 쓰이는 다음 합성섬유 중 비
중이 가장 작은 섬유는?
가. 나일론

나. 폴리프로필렌

사. 비닐론

아. 사란

16. 건착망의 침강 속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가. 망지의 중량

나. 어구의 총침강력

사. 어구의 총부력

아. 투망 선속

17. 문 제 삭 제
18. 수산업법상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 주파수가 높을수록 항주 잡음이 커진다.

가. 어구 어법의 자동화, 생력화의 제한 또는
금지

12. 최대지속적생산(MSY)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옳은 조건은?

나.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

가. 적정 수준의 어가 유지
나. 적정 수준의 임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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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비상전원이
공급되거나 비상조명 설비를 갖추지 않아
도 되는 것은?
가. 화재탐지장치

나. 통로와 출입구

사. 어획물 처리실

아. 어로작업 갑판

20.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각종 조업
상태에서 어획물, 저장물, 연료, 어구 등의
계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은?
가. 갑판상의 젖은 어망 및 어구 등의 중량에
관한 고려
나. 조업 해역에서의 착빙에 관한 고려
사.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할 때 어종에 대한 고
려
아. 조업상태에서의 갑판상의 어획물에 대한 고
려
21. 73/78 MARPOL 협약에서 선박보고제도에
의한 보고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항해 계획(SP)
나. 화물 적재목록 보고(CL)
사. 위치 보고(PR)
아. 유해물질 보고(HS)
22. STCW-F 95 협약에서 항만국통제를 시행
함에 있어 당직기준 준수에 대한 어선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항해사 2급

설치해야 하는 작업갑판상 코밍의 높이는?
가. 600mm

나. 900mm

사. 1,200mm

아. 1,500mm

24. 82 UNCLOS에서 특수 어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가. 소하성 어족은 원칙적으로 EEZ 내에서만
허용된다.
나. 강하성 어족은 EEZ 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사. 연안국이 해양포유동물의 이용을 금지, 제
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
다.
아. 정착성 어종에는 굴, 전복이 포함된다.
25. STCW-F 협약에 대한 항만국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어선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있을 때 받는
다.
나.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의 통제를 받는다.
사. 본 협약에 따라 자격증명을 갖출 것이 요구
되는 승무중인 모든 어선원이 그러한 자격
이 있거나 적합한 면제증서를 소지하고 있
는지를 검증한다.
아. 비당사국의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에 대해
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

가. 선박이 충돌, 좌초한 경우
나. 선박이 IMO 가 채택한 안전항해 절차를 따
르지 아니한 경우
사. 선박이 항해중 국제협약상 불법물질을 배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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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보호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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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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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은?

1. 자차계수 D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은?

가. 선속이 급격히 변화하여도 감도 변화는 아
주 작다.

가. 양쪽의 수정 연철구를 같은 거리로 횡이동
시킨다.

나. 선박 동요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
는 추종기구가 있다.

나. 양쪽의 수정 연철구를 컴퍼스를 중심으로
회전시킨다.

사. 후진의 경우에도 선속 지시가 가능하다.

사. 양쪽의 수정 연철구를 위로 이동시킨다.

아. 바닷속에 돌출시키는 로드미터와 검출부에
전극이 필요 없다.

아. 양쪽의 수정 연철구를 아래로 이동시킨다.
2. 자이로 컴퍼스에서 sensitive element의 구
성 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6. 예정 침로에서 좌우로 편위된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정횡 방향의 목표

가. Gyro
사. Vertical ring

나. Gyro case
아. Horizontal ring

나. 정선수 방향의 목표
사. 선수 좌현 또는 우현 45˚ 방향의 목표
아. 선미 방향에 가까운 목표

3. "위도오차는 제진토크와 북탐토크가 동시에
일어나는( A )제품에만 있는 오차로 북위
도 지방에서는 ( B )가 되며 위도가 높을
수록 증가한다." ( A )와 ( B )에 적합
한 것은?
( A )

( B )

7. 수평협각법을 이용한 위치측정방법의 특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컴퍼스에 의한 교차방위법보다 더 정확한
선위를 구할 수 있다.
나. 교차방위법에 비해 측정 장소에 별로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가. 경사제진식,

편동오차

나. 경사제진식,

편서오차

사. 방위제진식,

편동오차

사. 선체의 동요가 심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
다.

아. 방위제진식,

편서오차

아. 1개의 물표만 있어도 측정할 수 있다.

4. 자동조타장치에서 전자석으로 작동되는
4방향 밸브로 유압실린더를 구동시키는
것은?
가. Relief valve
나. Check valve
사. Solenoid valve
아. Flow control valve
5. 전자식 로그(EM Log)에 대한 설명으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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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거등권 사이의 자오선의 호를 "변경 =
동서거 × sec L"의 비율로 늘려주는 원리
에 기초를 둔 항법은? (단, L은 위도)
가. 대권항법

나. 중분위도항법

사. 평면항법

아. 점장위도항법

9. 평면 항법에 관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단, C : 침로, ℓ: 변위, p : 동서거, D : 항
정)
가. p = ℓ sin C

나. p = D sin C

2014년도 문제지

사. p = ℓ cos C

아. p = D cos C

10. 관측자의 위도를 L, 천체의 방위각을 Z라
하면 천체의 고도 변화가 최대로 되는 경
우는?

항해사 2급

14. X-밴드 레이더에서 수평 빔 폭이 1도였다.
만약 동일한 스캐너에 S-밴드 레이더를 연
결하면 수평 빔 폭은 어떻게 되는가?
가. 약 0.5도

나. 약 2도

사. 약 3도

아. 변하지 않는다

가. L = 45°N, Z = N180°E인 경우
나. L = 0°, Z = N90°E인 경우
사. L = 30°N, Z = N90°E인 경우
아. L = 0°, Z = N180°E인 경우
11. 가정위치에 대하여 위치선의 요소를 계산
하는 것은 추측 위치에 대하여 계산한 결
과와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가. 위치선이 정확하다.
나. 계산이 복잡하다.
사. 고도차가 일반적으로 작아진다.
아. 고도차가 일반적으로 커진다.

15. 레이더에서 일정한 간격의 여러 개의 펄스
가 영상신호 증폭기를 거쳐 브라운관의 음
극이나 그리드에 가해지면 스크린에서 무
엇을 얻게 되는가?
가. 소인선

나. 선수 휘선

사. 고정거리 눈금

아. 가변거리 눈금

16. Radar에서 주 발진관에 소요되는 높은 전
압과 Pulse 폭을 결정하는 장치는?
가. Modulator

나. Local oscillator

사. Mixer

아. Magnetron

12. 점장도 사용으로 인한 천측 위치선의 오차
에 있어 방위선의 오차가 가장 작은 경우
는?

17. 상대운동 레이더 플로팅에서 속력삼각형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오선상의 천체를 관측한 경우

가. 본선의 진벡터

나. 본선의 상대벡터

나. 고도차의 값이 큰 경우

사. 상대선의 진벡터

아. 상대선의 상대벡터

사. 관측자의 위도가 높은 경우
아. 천체방위가 90도 또는 270도에 가까운 경
우

18. ARPA에 영향을 주는 오차의 원인과 관련
이 없는 것은?

13. 적도상에서는 적위 10°N인 천체의 출몰 방
위각은 출시와 몰시에 각각 어떻게 표시되
는가?

가. 레이더 설비에서 생기는 오차
나. 레이더 신호의 데이터 처리 부정확에 의한
오차
사. 표시 데이터의 해석 잘못에 의한 오차

가. E 10°S 및 W 10°S
나. E 10°N 및 W 10°N

아. 장애물에 의한 탐지 거리의 변화로 인한 오
차

사. N 80°E 및 N 80°W
아. N 80°E 및 S 80°W

19. Loran-C의 주국에서 발사하는 펄스군 중
9번째 Pulse의 역할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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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ㆍ종국 신호의 식별

도까지 올라가서 스코트라 (Suqutra)섬 남
쪽을 지나 홍해로 항해한다.

나. 정확한 주파수 차 계산
사. 발신국의 원근 식별
아. 사용하는 국의 적합성 판별
20. GPS에서 각 위성에 분배되는 P신호용
PN(의사잡음) 신호의 길이는 얼마인가?
가. 1 sec

나. 2 ㎲

사. 24 hours

아. 1 week

아. 인도양은 겨울(12~3월)에는 북동 계절풍이
불고 여름 (6~9월)에는 남서 계절풍이 부
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English
Channel 부근의 안개발생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봄에 많이 발생한다.
나. 초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21. 레이더용 항로표지 중에서 본선의 레이더
와 관계없이 계속 전파를 발사하는 것은?
가. Racon

나. Ramark

사. Radar reflector

아. Transponder

22. 어느 선박이 140회전으로 16노트의 속력
을 내는 때에는 6,000마력이 필요하다. 그
런데 선저오손으로 인하여 속력이 12노트
로 줄었을 때 1일에 손실되는 연료는 약
몇 톤인가?
(단, 이 선박은 1시간, 1마력당 200그램의
연료를 소비함)
가. 14.65톤

나. 16.65톤

사. 18.65톤

아. 20.65톤

사. 초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아.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25. 대양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Benguela 해류는 Africa의 동안을 따라 남
하하는 해류로 적도 부근까지 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나. 북태평양 해류는 쿠로시오가 북태평양의 북
위 약 40도 부근에서 방향을 바꾸어 동류
하여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류이다.
사. Canary Current는 북대서양의 스페인 근
해로부터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남류하는
해류이다.
아. 북적도 해류는 적도의 북측을 태평양의 동
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23. 계절별 인도양 항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 용
가. 편서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5월~9월)에는
스리랑카 남단에서 아덴만으로 향하는 일반
선박은 아프리카 서안(동경 52.7도)까지 북
위 08도 이하로 항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편서풍이 강하지 않은 10월부터 다음 해 4
월까지는 스리랑카 남단에서 아프리카 북동
쪽 끝단(Raas Caeseyr)의 직항로를 따라
왕복 항로로 많이 이용한다.
사. 강한 편서풍 시기(5~9월)에서도 대형 선박
은 스리랑카 남단에서 북위 10도, 동경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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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미 부분의 부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프로펠러, Rudder pintle 등과 선체 사이의
전류작용
나. 물과 공기가 상호 접촉됨에 따른 건습작용
사. 진동에 따른 응력의 변화
아. 선미부분에 부착하는 수중생물

2014년도 문제지

2. 선박설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탈출
경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항해사 2급

방향으로 접안하고자 한다. 만일 부두 위치
가 선박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고, 선체를 부
두와 평행하게 이동시켜 우현 접안을 하고
자 할 때 Engine과 Thruster의 조작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 탈출경로의 복도, 계단 등에는 스톰레일
(Stormrai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Bow thruster starboard, stb'd engine
astern, port engine ahead

사. 승정갑판이 2층이상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하는 적당한 수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
어야 한다.

나. Bow thruster starboard, stb'd engine
ahead, port engine astern

아. 여객선의 승정장소에 이르는 외부 개방계단
및 통로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
여야 한다.
3. 안료와 주정(varnish) 및 휘발성유를 혼합한
것으로 도막이 견고하고 빛깔이 좋아 선박
에서 특히 미관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도료는?
가. 유성페인트(Oil paint)

사. Bow thruster port, stb'd engine ahead,
port engine astern
아. Bow thruster port, stb'd engine astern,
port engine ahead
7. 풍랑을 선미 우현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황천항해 조선법은 어느
것인가?
가. Scudding

나. Broaching to

사. Lie to

아. Heave to

나.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사. 수성페인트(Water paint)
아. 역청질도료(Bituminous paint)

8. 선박의 횡요주기를 계산하는 공식 T =
0.802B/ √GM은 횡요축에 대한 회전반경을
선폭의 몇 %로 간주한 것인가?

4. 선박 감속조선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로테이팅 러더(Rotating rudder) 감속법

가. 30%

나. 40%

사. 50%

아. 60%

나. 러더 사이클링(Rudder cycling) 감속법
사. 크래시 스톱 어스턴(Crash stop astern)
감속법
아. 스콰팅(Squatting) 감속법
5. IMO에서 권고하는 선박조종성능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선회종거
나. 선회경
사. 초기 선회성능

아. 선회율

9.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의 복원성 기준에
서 근해구역 이상 항해 또는 국제항해 화물
선에 있어서는 최대복원정은 횡경사각 몇
도 미만에서 나타나서는 안되는가?
가. 20도

나. 25도

사. 30도

아. 45도

10. 다음의 정적 복원력 곡선에서 GM은 어느
것인가?

6. Twin engine과 Bow thruster를 장착한 선박
이 부두 전면에서 전진타력을 억제한 후 횡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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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4. 기상도에서 나타나는 날씨 기호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①

나. ②

사. ③

아. ④

가. ● － 비

나. ≡ － 안개

사. ▽ － 소나기성 강수

아. ▲ － 이슬비

15. 동일 기관에서의 열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 해수에 떠 있는 배수용적 100,000m³인 선
박의 선내에 있는 길이 12m, 폭 10m의
탱크에 자유표면을 가지고 있는 청수가 있
다. 이로 인한 GM의 감소량은 약 얼마인
가?

가. 전 부하일 때 최고이다.

가. 1cm

나. 10cm

사. 50cm

아. 100cm

16. 펌프의 특성 곡선에 표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2. 온난전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나. 1/2부하일 때 최고이다.
사. 무부하일 때 최고이다.
아. 부하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

가. 회전수
나. 양정
사. 송출 유량

가. 온난기단이 우세하여, 한냉기단 위로 올라
갈 때 두 기단 사이의 불연속선을 말한다.

아. 펌프의 흡입, 토출관의 크기

나. 접촉면의 경도는 1/50~1/100로서 비교적
급하다.

17. 선체를 고의로 좌초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 난층운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비를 동반한
다.

가. Beaching stern-on

아.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올라간다.

나. Beaching bow-on
사. Beaching even-keel

13. 태풍 진행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태풍은 육상보다 해상을 택하여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아. Beaching with heeling
18. 화재의 종류와 가장 효율적인 소화로 짝지
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나. 북태평양 고기압을 좌측으로 보면서 그 외
연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가. 일반 화재 – 탄산가스소화

사. 강한 강우역을 따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사. 전기 화재 – 포말소화

아. 전선대나 기압골을 타고 진행하는 경향이

아. 금속 화재 - 분말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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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화펌프 1대에는 노즐을 몇 개 이상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가. 1개

나. 2개

사. 3개

아. 4개

20. 조난자 또는 조난선을 수색하는 방식 중
IAMSAR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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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가로 요구되는 건강진단은?
가. 원양선원 건강진단

나. 특수 건강진단

사. 해양적응 건강진단

아. 일반 건강진단

25. 선내에서 화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
선적으로 해야 되는 응급처치는?
가. 냉각

가. 지그재그형 수색방식

나. 감염방지를 위한 드레싱

나. 부채꼴형 수색방식

사. 쇼크예방

사. 항적선 수색방식

아. 수분공급

아. 확대 사각형 수색방식
21. 선박조난시 통보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
이 아닌 것은?
가. 침로 및 속력

나. 선박의 식별정보

사. 선박의 위치

아. 조난의 상황

22.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에서 중요하
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가. 인간의 감정

나. 인간의 태도

사. 인간의 사회적 관계

아. 인간의 동작

23. 선내 포상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 잡다한 포상사항을 상벌규칙에만 의거할 것
이 아니라 즉시적인 칭찬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나. 적절한 칭찬은 개인의 자긍심을 향상시킨
다.
사. 승선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선내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아. 선원을 포상할 경우 직책에 따라 경중을 두
어야 한다.
24. 원양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에

[ 법

규

]

1. 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 안 또는 그 부근
에서 위험물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험물 운송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해야 한다.
나. 위험물 운송선박은 입항하여 정박한 후 즉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장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것은?
가. 선원이 선원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선원법상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의한 심문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다.
사. 선원이 선원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아.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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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3. 선원법상 타선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
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
나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아. 타 선박이 조난장소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선박이 보다 더 구조에 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면허의 취소

나. 업무의 정지

사. 견책

아. 정직

7.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
의 사용량이나 처리량을 기록하는 선박오
염물질기록부는?
가. 기름기록부
나. 폐기물기록부
사. 유해액체물질기록부
아.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4. 선박안전법상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8.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방제를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가.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기 위한 단 한번의 국
제항해

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소각 조치

나.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이를 수리할 장소
까지 항해 하는 경우
사.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
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아. 긴급히 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5. 선박안전법상 최대승선인원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나.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회수 조치
사. 해양오염방제 자재 또는 약제의 사용에 의
한 기름 등 폐기물의 제거 조치
아. 선박의 손상 부위의 긴급 수리, 기타 기름
등 폐기물의 계속적인 배출의 방지 조치
9.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중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나. 선박의 승선인원 산정에 도선사도 산입된
다.

가.
나.
사.
아.

사. 화물을 여객실에 적재한 경우 그 화물이 차
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10. 상법(해상편)상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규정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
로 산정한다.

가. 기명식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가. 선박의 승선인원 산정에 1세 미만인 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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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사.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 여객
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 운송
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안으로 항행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레이다 장비의 제조회사
나. 레이다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사. 필요시 2대 이상의 레이다 작동 여부
아. 당직 사관의 레이다 운영 및 숙지 여부
15. 모든 시계내에서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한 동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상대선박이 레이다 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기에 대각도로 변침한다.

가.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나. 청수나 주요 기관 부품을 보급 받아야 할
경우
사.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아. 선박을 구조하여야 할 경우
12.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의 현등 1
쌍을 양색등으로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
선박의 길이 기준은?
가. 7미터 미만

나. 12미터 미만

사. 20미터 미만

아. 25미터 미만

13. 모든 시계내에서 선박의 충돌 위험 유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본적으로 쌍안경을 통한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나. 제한시계에서는 청각적인 방법도 보조적으
로 이용한다.
사. 시각, 청각 뿐만 아니라 모든 유효한 수단
을 이용한다.
아. 레이다의 물표정보(Target information)만
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하여 이용한다.
14. 모든 시계내에서 선박이 충돌한 이후 레이
다(radar)가 설치된 선박에 대한 책임 비중
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상대선박이 레이다 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침로와 속력을 동시에 변경한다.
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변침한다.
아. 근접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소각도 변침하거
나 속력을 서서히 줄인다.
16. 모든 시계에서 협수도(narrow channel) 또
는 항로에서의 항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협수도 또는 항로 내에서 어선은 주변 통항
에 관계없이 어로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자선의 횡단이 협수도에서만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 협수도 내에서 추월이 가능할 때 추월선은
적합한 음향신호를 사용해야 한다.
아. 만곡부 또는 장애물에 의해서 타선을 볼 수
없는 선박은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다해서
항해해야 한다.
17. 상호시계내에서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운항
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면비행선박이 이수, 착수 및 수표면 부근
을 날 때는 모든 선박을 멀리하고 해당 선
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나. 수면에서 이동 중인 수면비행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
칙상 유지선으로서 항법을 준수한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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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수, 착수하는 수면비행선박은 수상항공기
와 동일한 항법을 적용받는다.
아. 수면에서 이동 중인 수면비행선박은 동력선
으로 간주된다.
18. 제한시계 내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 울
리는 음향신호는?

호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마스트등, 양현등
및 수직선상의 홍색등 3개를 표시하는 선
박은?
가. 항해중인 수중작업선
나. 흘수 때문에 조종상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

가. 장음 1회, 단음 2회
나.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사. 장음 1회, 단음 3회
아. 장음 2회

사. 길이 50미터 이상의 얹혀 있는 선박
아. 항해중인 예인선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주간 형상물 사이
의 수직거리는?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녹색 전주등 3개
를 전부마스트 정부 부근에 1개, 전부야아
드(yard)의 양단에 각각 1개씩의 작업특성
표시등으로 켜야 하는 선박은?

가. 최소한 0.5미터이어야 한다.

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나. 최소한 1.5미터이어야 한다.

나.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사. 최소한 2.5미터이어야 한다.

사.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아. 최소한 3.5미터이어야 한다.

아. 해저작업 중인 선박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12미터 미
만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의 최소
시인거리는 마스트정부등 (
)해리, 현
등 (
)해리, 예인등 (
)해리이다."
(
)에 적합한 수치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
) 이상
의 선박은 정박 중 선수와 선미에 각각 백
색 전주등 1개씩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수
정박등은 선체상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선미 정박등보다 (
)
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
)에 적합한 것은?

가. 3, 3, 2

나. 2, 2, 2

사. 2, 1, 2

아. 3, 2, 3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가. 범선임을 나타내기 위해 현등과 선미등에
부가하여 표시하는 등화

가. 20m, 6m, 4.5m

나. 50m, 6m, 4.5m

사. 20m, 4.5m, 6m

아. 50m, 4.5m, 6m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에서의 신호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형상물 표시

가. 발광신호와 기적신호는 반드시 연동하여야
한다.

사. 건착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부가
신호

나. 단음 5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경고신호는
상호 시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아. 트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부가신

사. 발광신호 시 반복되는 신호사이의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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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이상 이어야 한다.
아. 조종신호는 상호 시계 내에서만 할 수 있
다.

가. 본선은 조타기가 고장이 났다.
나. 본선은 비상조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사. 속력이 너무 낮아서 조타가 되지 않는다.

[ 영

어

아. 본선이 자력으로 조종하여 진입할 수로가
없다.

]

1. Choose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in
order.
"When the position is related to mark,
the mark shall be well-defined object on
the chart. The bearing shall be in the
(
) degree notation from (
) and
shall be that of the position (
) the
mark."
가. 180, magnetic north, to
나. 180, magnetic north, from
사. 360, true north, to
아. 360, true north, from
2. Choose a proper word to fill the blank.
"Hampered vessel means a vessel (
)
by her ability to manoeuvre by the
nature of her work."
가. excelled

나. moved

사. prohibited

아. restricted

3. Which is the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묘쇄가 꼬여 있다."
가. The cable is twinkled.
나. There are turns in the cable.
사. The cable is secured.
아. There are rounds in the cable.
4. What is the correct meaning of ‘She
does not answer the wheel’?

5. Choose the best one.
"Call the Master if any vessel passes
with a CPA of (
) 2 miles."
가. less than

나. more than

사. no less than

아. further than

6. Which is the correct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in the SMCP?
"북쪽 방파제 등대에서 245도 방향으로 2.5
마일 떨어진 위치에 투묘하시오."
가. You are advised to anchor in position
two point five miles and two fourty five
degrees from North Breakwater
Lighthouse.
나. You must anchor at two four five
degrees, two decimal five miles from
North Breakwater Lighthouse.
사. You are to drop anchor at the position
of two and half miles, two fourty five
bearing to North Breakwater ighthouse.
아. You must anchor in position two point
five mile on two four five degrees from
North Breakwater Lighthouse.
7. Select proper words to fill the blanks.
"Traffic Center: Attention all vessels.
There is an emergency situation at two
miles East of South breakwater entrance.
One large tanker ( ) into collision with
a fishing boat. All vessels are advised
to keep well (
) of this area."
가. get, listen
나. came, informed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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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came, clear

8. Select a wrong expression.
가. "You must anchor until pilot arrives.“
나. "How many tugs do you require?“
사. "How many cable is out?“
아. "You are running into danger"
9.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luence others by a
Regulation. For example :
" (
). Do not cross the fairway."
가. Warning

나. Instruction

사. Advice

아. Information

10. What is a distress communication?
가.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mmunication indicating that the
sender is threatened by grave and
imminent danger and requests
immediate assistance.
나. Communications indicating that the
calling station has a very urgent
message concerning safety.
사. Radiocommunications which, if delayed,
will adversely affect the safety of life
or property.
아. An official radiocommunications
notification of approaching navigational
or meteorological hazards.

13. What term is used
barge constructed
framing outside the
cargo tank plating
shell plating?

to describe a tank
with the structural
cargo tank and the
separated from the

가. Shell plated

나. Double hull

사. Hopper type

아. Independent tank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ith regards to the atmosphere in a
cargo hold, you ventilate to (
)."
가.
나.
사.
아.

raise the dew point in the space
lower the dew point in the space
decrease the wet bulb temperature
make the wet bulb temperature and dry
bulb temperature the same

15. 문 제 삭 제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On arriving at the port of discharge,
the consignee or holder of the B/L will
present it to the (
) in order to
obtain delivery of the cargo."
가. consignor

나. master

사. shipper

아. receiver

17. Select the proper one for the blank.
"A (
) is one that is led directly
over to the pier and is perpendicular to
the keel. Its main function is to prevent
the ship from moving away from the
pier."

11. 문 제 삭 제
12. 문 제 삭 제

가. bow and stern line

나. spring line

사. breast line

아. mooring line

18. Select suitable word for the blank.
"The condition of the ship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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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shall be maintained to
(
)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gulations."
가. meet

나. breech

사. conform

아. suitable

19. Select one which can be replaced with
the underlined part of the following
sentence. "The initial survey shall be
such as to ensure that arrangements,
material, and scantlings full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esent
Load Lines Convention."
가. beams

나. dimensions

사. qualities

아. limitations

20.

In a narrow channel, a vessel
approaching a bend where an
approaching vessel may not be seen
would:

가. sound one prolonged blast.
나. sound the danger signal.

항해사 2급

"The coustomary practice among
shipping companies is that if any
damage is incurred during the cargo
work, attention of chief officer should
be immediately called to the matter with
a view to (
)."
가. avoiding future misunderstanding
나. keeping the goods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사. preventing pilfered goods
아. completing cargo work in laydays
23. Where a charterer has failed to keep his
contract to provide a full cargo, the
shipowner has a good cause of action
against him for :
가. dead freight

나. back freight

사. lump sum freight

아. pro rata freight

2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General average, if any, shall be
adjusted in (
) with the
York-Antwerp Rules, 1950."

사. sound one short blast.
아. not sound any signal these rules.
21. Select one which has wrong explanation
of the abbreviation used in Safety
Management System.
가. ISM Code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나. DOC - Document of Compliance
사. 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아. SMC - Safety Management Compliance
22. Choose the best one to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가. complying

나. according

사. against

아. accordance

25. Select proper word for the blank.
"Sand blast to bare metal all accessible
areas of the flat keel. (
) one
coat of wash primer followed by three
coats of anticorrosive paint."
가. Put

나. Make

사. Pour

아. Apply

[상 선 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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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 내압의 변화에 의한 화물 탱크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Breather valve에 추가
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로서, 이 장치는
Breather valve의 작동 불량이나 Flame
arrester의 막힘에 의하여 탱크 내에 지나친
정압 혹은 부압이 생겼을 경우에 작동한다.
이 장치의 명칭은?

보다 1cm 작게 읽었다면 적하량은 얼마나 달
라지겠는가?(단, Tcm는 80톤이다.)
가. 10.0톤이 감소한다.
나. 24.0톤이 감소한다.
사. 30.0톤이 감소한다.
아. 40.0톤이 감소한다.

가. Recirculation valve
6. 선수흘수 5.20m, 선미흘수 6.00m의 선박에
서 A.P.T.의 청수 60ton을 F.P.T.로 이동시
켰다면 선미흘수는 대략 얼마가 되겠는가?
(단, 부면심(F)은 선체중앙에 있고, 탱크 사
이의 거리는 50m, 매 cm 트림모멘트(Mcm)
는 60m-ton, 그리고 배의 길이는 70m이
다.)

나. Deck seal unit
사. Boiler up-take valve
아. P/V breaker unit
2. 문 제 삭 제
3. 액화가스운반선에서 화물증기를 본선 탱크
에 주입하여 탱크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양하 하거나, 화물펌프와 같이 운전하여 토
출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하역설비
는?
가. 화물 압축기

나. 열교환기

사. 기화기

아. 화물 가열기

4. 중량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이 만재 흘수선까지 잠겨 있을 때의 배
수량을 만재 배수톤이라 하며 이는 중량톤
으로 보통 조선소에서 측정한다.
나. 화물, 연료, 윤활유, 평형수, 탱크 내의 청
수관 내의 물, 소모성 저장품 및 여객이나
승조원 등의 소지품 등의 중량을 제외한 선
박 자체의 중량을 경하 중량톤이라 한다.
사. 만재배수톤수에서 경하흘수에 해당하는 배
수톤수를 뺀 것을 적화 중량톤수라 한다.
아. 적화 중량톤수에서 항해에 필요한 연료, 청
수, 평형수 잔량의 중량과 불명중량을 더한
것을 순적화중량톤이라 한다.
5. 적하완료 후 쿼터평균흘수(Quarter Mean Draft)
에 의한 흘수 감정시 중앙부 좌현 흘수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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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75m

나. 5.85m

사. 6.05m

아. 6.25m

7. 배의 길이가 200m이고 3.0m의 선미트림을
가진 선박이 있다. 흘수 1m 변화에 대한
매 cm trim 모멘트(Mcm)의 변화량이
200ton이라면, Trim 제2수정에 의하여 수
정해야 할 배수량은 얼마인가?
가. 200ton

나. 250ton

사. 400ton

아. 450ton

8. 10cm의 Sagging이 생긴 선박에서 배수량
을 측정할 경우, 이 Sagging에 대한 배수
량 수정량은 약 얼마인가?
(단, Tcm는 40ton이다.)
가. 200톤

나. 300톤

사. 400톤

아. 450톤

9. Bending moment curve와 Shear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체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은 Bending
moment가 최대인 점이다.

2014년도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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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 단면에 있어서의 전단력은 그 점까지
의 Load curve를 미분하여 구한다.

13. 유조선의 원유 적재시 Loading Port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사. Shear curve는 Load curve를 이용해서 그
린다.

가. ROB Report

아. Bending moment curve는 그 점까지의
Shear curve를 적분하여 구한다.
10. 기름의 체적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Total Observed Volume(T.O.V)-관측온도
에 있어서 S &W 와 Free Water를 포함한
모든 체적
나. Gross Observed Volume(G.O.V)-T.O.V.
에서 Free water를 제외한 체적
사. Gross Standard Volume(G.S.V)-G.O.V.의
표준온도 (60°F 또는 15℃)의 체적
아. Total Calculated Volume(T.C.V)-G.S.V.
에 관측온도에서의 Free water의 체적을
감한 체적
11. Chemical Tanker에서 세정작업시 반드시
Cold Water로 세정해야 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가. 중합반응 물질
나. 동식물유 중 건성유
사. 동식물유 중 반건성유

나. Ullage Report
사. Quantity and Quality Report
아. Time Sheet
14. 용선계약시 선주가 보증해야 할 감항능력
담보의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선박을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나. 잠재하자에 대해 입증할 수 있을 것
사.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 필요품의 보급을
행할 것
아. 화물 적재장소를 양호한 상태에 둘 것
15.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산출시 적양
화항에서 소요된 작업일수를 합산한다는
내용의 약관은?
가. Averaging Clause
나. Extension Clause
사. General Clause
아. Unknown Clause

아. 동식물유 중 비건성유

16. 항해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지 않
는 것은?

12.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회사에게
책임 소재가 없는 것은?

가. Dispatch Money

나. Laydays

사. Demurrage

아. Off hire

가. 감항능력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화물의 적부장소 및 적부방법의 잘못으로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 상사과실로 인하여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 운송물 포장이 불충분하거나 기호 표시가
불완전하여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17. 화물의 선적에서 양화시까지의 과정에서
작성 또는 발행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열
거하였다. 옳은 것은?
가. S/O → B/L → M/R → D/O → B/N
나. S/O → M/R → B/L → B/N → D/O
사. S/O → M/R → B/L → D/O → B/N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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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D/O → B/N → M/R → S/O → B/L

사. 선박국적증서

18. 탱커 용선계약시 특약이 없는 한 통상 화
물 가열에 필요한 연료 및 보일러 청수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23. MARPOL 73/78 협약의 규정에
톤수 (
)이상의 유조선은
survey)를 받고서 (
)를
된다. (
)에 모두 적합한

가. 선주

나. 용선자

사. 송화인

아. 수화인

아. 국제선박보안증서
따라서 총
검사(initial
발급 받게
것은?

가. 100톤,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나. 200톤,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19. 해상보험자의 면책이 되는 손해에 해당하
지 않는 사항은?

사. 150톤,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가. 선주의 고의에 기인하는 손해

24. MARPOL 73/78 협약 부속서Ⅱ에 규정된
유해 액체물질중 Y류 물질을 배출요건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자항선인 경우 속
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나. 선주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사. 통상의 자연소모, 누손 및 파손에 기인하는
손해
아. 당직기관사의 기관조작 실수로 인한 손해
20.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조건이 "ITC(Hulls),
FPA unless etc..."로 되어 있다면 보험자
는 어떤 위험으로 인한 단독해손에 대해
면책이 되는가?
가. Sinking

나. Stranding

사. Burning

아. Heavy weather

21. SOLAS 협약에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화물선이 독립하여 구동되는 소화용 동력
펌프를 비치해야 할 최소한의 수량은?

아. 200톤, 화물선안전구조증서

가. 3노트

나. 4노트

사. 5노트

아. 7노트

25. MARPOL73/78 협약상 총톤수 6,500톤인
화물선이 기관구역 빌지를 남지나 해상에
서 배출하려고 할 때 유분의 농도는 얼마
이하까지 되어야 하는가?
가. 15ppm

나. 30ppm

사. 60ppm

아. 100ppm

[ 어 선 전 문
가. 1개

나. 2개

사. 3개

아. 4개

]

1. 문 제 삭 제

22. SOLAS 협약에서 선박이 해적의 대상이나
테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
박의 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기국명, 선
명, 선적항, 등록선주 성명 및 주소 등을
기록ㆍ유지하는 서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2. 자가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이력기록부

사. 어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자가소화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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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식별번호등록부

가. 자가소화의 진행은 어종 pH, 온도 및 첨가
물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 적색육 어류는 백색육 어류에 비해 자가소
화가 빨리 일어난다.

2014년도 문제지

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아. 자가소화는 식염의 작용으로도 어느정도 억
제되며, pH가 알칼리성일 때보다 산성일
때 덜 진행된다.
3. 어육 성분 중 선도 유지와 관계가 적은 성
분은 무엇인가?
가. 수분

나. 단백질

사. 지질

아. 회분

4. 담수어의 육질 속에 분포하는 자가 소화 효
소가 작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 범위는?
가. 10℃ ~ 15℃

나. 20℃ ~ 30℃

사. 30℃ ~ 35℃

아. 40℃ ~ 45℃

항해사 2급

8. 어떤 어선(G.T 7,100)의 현재 선수흘수가
7.10m, 선미흘수가 7.30m이다. Trim by
stern 80cm로 하기 위해서 No.1 B.T의 해
수 120ton을 배수(排水)하고, 그래도 모자
라는 양(量)은 F.P.T의 청수를 F.W.T로 옮
겨서 Trim을 조정하려고 한다. 몇 톤의 청
수를 이동시키면 되는가? ( 단, No.1 B.T.
: 중앙( )에서 51m 선수방향, F.P.T. :
중앙( )에서 68m 선수방향, F.W.T. : 중
앙( )
2m
선수방향,
Mcm
=
156.4(m-ton), Tcm = 19.8톤임)
가. 46.8(ton)

나. 47.8(ton)

사. 48.8(ton)

아. 49.8(ton)

9. 어선의 복원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
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5. 빙장창의 관리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가. 선박이 외력에 의해 소각도로 경사했을 때
의 부심을 경심이라고 한다.

가. 얼음은 고운 것을 쓴다.

나. 물체의 수면하 용적의 기하학적 중심을 부
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통풍을 잘 시킨다.
사.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사. 선박 전체 무게가 어느 한 점에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는 점을 중심이라 한다.

아. 오수를 배제한다.
6. 세정 후 세균의 잔존율이 가장 높은 어창벽
은?

아. 선박의 수면하 용적이 밀어 낸 물의 무게를
배수량이라 한다.
10. 원양 어선의 어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가. 함석을 입힌 어창벽
나. 염화비닐 도료를 도장한 어창벽
사. 콜타르 도료를 도장한 어창벽
아. 목제판 어창벽

가. 어획물의 횡이동을 막기 위해 횡방향의 하
지판을 설치 해야 한다.
나. 어획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설비이다.

7. 배수량 400톤의 어선이 길이 3 m, 폭 4 m
의 활어창 5 개에 각각 해수를 약 반정도
채웠을 때 GM 감소량은 대략 얼마나 되는
가? (단, 해수의 비중은 1.025이다.)
가. 0.15 m

나. 0.20 m

사. 0.30 m

아. 0.35 m

사. 보냉설비가 되어 있다.
아. 어창 상부의 갑판은 수밀구조이다.
11. 어황은 다음 중 어떠한 어획량의 변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합한가?
가. 총어획량
나. 항차당 어획량
제3회

155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사. 척당 어획량

가. 어군진행 방향과 직각방향

아. 단위 노력당 어획량

나. 어군진행 방향과 평행방향
사. 어군진행 방향과 무관

12. 풍랑에 의한 속력 저하의 큰 원인이 아닌
것은?
가. 풍압에 의한 선체 저항의 증가

아. 지그재그로 설치
17. 어구 재료로 쓰이는 다음 합성섬유 중 비
중이 가장 큰 섬유는?

나. Yawing 에 의한 추진방향 유지 곤란
사. Bottom heavy 에 의한 Rolling 의 증가

가. 나일론

나. 폴리프로필렌

아. 선체의 동요에 의한 Screw propeller의 공
전

사. 비닐론

아. 사란

13. 수산자원 보호의 목적상 그물코 크기를 제
한할 때 사용하는 그물코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18. 선박 주기관의 운전에 있어서 배수량이 변
하지 않으면 단위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속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 속력에 비례

가. 그물코의 내경으로 표시하는 방법

나. 속력의 2승에 비례

나. 2개의 발의 길이로 표시하는 방법

사. 속력의 3승에 비례

사. 1개의 발의 길이로 표시하는 방법

아. 속력의 4승에 비례

아. 기준 길이 안의 매듭수로 표시하는 방법
14. 외끌이 기선 저인망의 투망 형식이 아닌
것은?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착빙이 발생
되는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복원성 계
산시 폭로 갑판에 대한 착빙 여유치는?

가. 정삼각형 모양

가. 제곱미터당 10 킬로그램

나. 이등변 삼각형 모양

나. 제곱미터당 30 킬로그램

사. 마름모꼴 모양

사. 제곱미터당 50 킬로그램

아. 직사각형 모양

아. 제곱미터당 70 킬로그램

15. 저층 트롤에서 평판형 전개판의 전개력(F)
과 그물의 항력(Rn) 간에는 일반적으로 어
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20. Torremolinos 협약상 대빗 진수식 구명뗏
목 사용에 관한 선상 훈련의 실시 간격은?

가. F = 0.25 Rn

나. Rn = 0.25 F

사. F = 0.4 Rn

아. Rn = 0.4 F

16. 유자망 투망시 어류의 유영 방향을 알 수
있을 때 그물의 설치 방향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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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월 이내

나. 2월 이내

사. 4월 이내

아. 6월 이내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중 자이로 컴퍼스
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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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이 35미터 이상

나. 길이 45미터 이상

사. 길이 60미터 이상

아. 길이 75미터 이상

하여야 한다.

22. STCW-F 95 협약에서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안전훈련의 항목으로 알맞지 않는 것
은?
가. 의료관리

나. 기초응급처치

사. 비상절차

아. 해양오염방지

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구명정의 정
원은 몇 명을 초과할 수 없는가?
가. 25인

나. 50인

사. 100인

아. 150인

24.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통상 기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척도 해도상에 연안을
따라 표기한 저조선
나. 유엔이 공인하는 대척도 해도상에 연안을
따라 표기한 고조선
사. 연안국이 공인하는 소척도 해도상에 연안을
따라 표기한 고조선
아. 유엔이 공인하는 소척도 해도상에 연안을
따라 표기한 저조선
25.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 이 협약은 기국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
므로 협약 준수 의무는 기국이 책임져야 한
다.
나. 협약의 증서를 비치하는 선박은 당사국의
관할하의 항구에 있는 동안 권한을 부여 받
은 관리의 검사를 받는다.
사. 비협약국의 선박은 협약 당사국의 항구라
할지라도 당사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
다.
아. 협약의 규정을 위배하여 입항 거부조치를
취할 때는 해당 선박 기국의 영사에게 통보

항해사 2급

제 4 회
[ 항

해

]

1. 자이로 컴퍼스의 기본 구성 중 자동으로 북
을 찾아 정지하는 북탐 제진 기능을 가진
부분은?
가. 주동부

나. 추종부

사. 지지부

아. 전원부

2. 프리 자이로스코프(Free gyroscope)의 기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세차 운동(Precession)
나. 장동(Nutation)
사. 방향 보존성
아. 선속도
3. 자이로 컴퍼스의 제진 중 경사제진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자이로 구의 내부에 있는 제진용 Oil
trough를 이용
나. 제진용 제어 기름통(Damping bottle)을 이
용
사. 로터 케이스 하단에 있는 편심 접촉 축을
이용
아. 자체 중력 방법을 이용
4. 자동조타장치에서 편각의 검출방법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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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이로 컴퍼스 리피터 모터로 구동되는 레
이트 제너레이터로 편각에 비례하는 전기신
호를 검출한다.
나. 자이로 컴퍼스 리피터 모터로 구동되는 기
어로서 편각 포텐쇼미터의 회전축을 돌려
편각에 비례한 전기신호를 검출한다.
사. 자이로 컴퍼스 리피터 모터로 구동되는 기
어에 붙은 자석을 이용한 마그네토미터로
편각에 비례하는 전기신호를 검출한다.
아. 자이로 컴퍼스 리피터 모터로 구동되는 기
어로서 편각에 해당되는 각도만큼 편각용
싱크로 발신기의 회전자를 회전시킨다. 발
신기의 고정자에서 편각에 비례하는 전기
신호를 검출한다.
5. 대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가. EM log
사. Impeller log

나. Pressure log
아. Doppler log

6. 선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추측항로는 항상 추정위치를 기준으로 긋는
다.
나. 실측위치를 구하면, 이 위치로부터 추정위
치를 추정하여 항해를 계속한다.
사. 계속되는 황천이나 무중항해 등으로 선위측
정이 어려울 때는 언제나 추측위치를 구한
다.
아. 항해중 외력이 선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여, 추측위치에 이를 수정하여 얻은 위치
는 추정위치이다.
7. 진자오선이 자기자오선의 왼쪽에 있을 때
무슨 오차라 하는가?
가. 편동자차
사. 편동편차

아. 편서편차

가. 뚜렷한 목표의 방위, 거리, 수평협각 등에
제4회

나. 뚜렷한 목표와 연안의 위험물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선위를 구할
수 있다.
사. 항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협수로 통과 또
는 출·입항할 때 미리 해도에 기입하여 이
용한다.
아. 선박이 위험구역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하고 명확한 물표
를 이용하여 작도해야 한다.
9. 협수로를 통과시에 피험선(Clearing line) 목
표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될 수 있는 한 원거리에 의한 것
나. 해도에 기입된 위치가 정확하고 현저한 것
사. 수로중앙에서 이용하기 쉬운 것
아. 중시선, 선수미 방위선 등을 이용한 것
10. 북극성 위도법이 정확한 계산법인 근본적
인 이유는?
가. 자오선각이 작을 때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
문
나. 위치각이 90도인 시기에 측정하는 방법이
기 때문
사. 적위가 크고 중위도 지방에서 이용하기 때
문
아. 방위각이 작기 때문
11. 3개의 천체를 관측하여 오차삼각형이 생겼
을 때 그 선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나. 편서자차

8. 피험선(Clearing l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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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위험물을 피하기 위한 위험 예방선
이다.

가. 우연오차가 원인인 경우 확률론적으로 오차
삼각형 외부에 있다.
나. 오차삼각형이 생겼을 때 오차삼각형 부근에
는 최근 사위치를 정할 필요가 없다.
사. 계통오차가 원인인 경우 3천체가 이루는
각이 180˚ 이상 이면 오차삼각형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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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 정확한 선위는 항상 오차삼각형의 중심에
있다.

항해사 2급

나. 레이더화면에 잘 나타나는 등부표와의 거리
를 측정하여 선위를 결정한다.
사. 레이더는 방위보다 거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리를 이용하여 선위를 결정한다.

12. 반대 방향에 있는 천체 2개씩을 관측하여
4개의 위치선을 작도하여 그 평균치를 취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 위치를 결정할 만한 물표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여 선위를 결정
한다.

가. 천문기차

나. 고도 개정표의 오차

사. 안고차

아. 개인차

17. 레이더 전파의 초굴절 현상이 생길 때 나
타날 수 있는 거짓상은?

13. 천체의 출몰 방위각법에 의한 자차 측정법
에 있어서 그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가. 2차 소인에 의한 거짓상
나. 다중 반사에 의한 거짓상
사. 간접 반사에 의한 거짓상
아. 측엽에 의한 거짓상

가. 방위 계산이 복잡하다.
나. 측정 방위의 오차가 크다.
사. 측정시기의 제한을 받는다.
아. 천체의 고도가 낮아 방위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14. 레이더에서 파장이 매우 짧은 마이크로파
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펄스 폭을 짧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직진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사. 소형의 안테나로도 지향성을 예리하게 할
수 있다.
아. 측엽에 의한 거짓상을 방지할 수 있다.
15. 레이더의 수평 빔폭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 방위 분해능

나. 영상의 크기

사. 측엽

아. 최소 탐지거리

16. 레이더를 이용한 선위결정 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가. 30˚ 이상의 교각을 이루는 2개 이상의 물
표를 이용하여 선위를 결정한다.

18. Loran의 공간파 수정값의 기초가 되는 지
표파에 대한 실제의 공간파 지연량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공간파 지연량에서 지표파의 2차 위상정수
를 뺀 것과 같다.
나. 공간파 지연량에서 공간파의 2차 위상정수
를 뺀 것과 같다.
사. 공간파 지연량에서 공간파의 2차 위상정수
를 뺀 평균치와 같다.
아. 공간파 지연량에서 대지 도전율을 곱한 것
과 같다.
19. Loran-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지표파의 도달 거리를 확장하기 위하여
2MHz대의 저주파수를 사용한다.
나. 260㎲의 펄스폭을 가진 8 ~ 9개의 펄스군
을 발사한다.
사. 하나의 주국과 2 ~ 4개의 종국이 하나의
체인을 형성 하고 있다.
아. 전파발사 시간 간격이 조절되어 있으므로
수신기에서는 주국만 식별하면 종국은 알파
벳 순으로 자동적으로 식별된다.

제4회

159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2급

20. 레이더에서 출력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사. (Vp - V)/Vp × 100

가. 평균전력

나. 첨두전력

사. 순간전력

아. 표준전력

25. 항해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인 속력과 연
료소비량과의 관계가 아닌 것은?

아. Vp × V/Vp × 100

21. 비, 눈 등으로 인한 전파의 감쇠가 가장
큰 전파는?

가. 일정한 시간동안 소비하는 연료는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가. 장파

나. 중파

나. 일정한 거리를 항주하는데 소비하는 연료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사. 단파

아. 마이크로파

22. 입항항로 선정시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선수목표를 선정하여 둔다.
나. 지정항로나 상용항로에 따른다.
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박지의 상황을 파
악할 수 있는 항로를 택한다.
아. 정확히 정박지로 향하는 항로 위에 있게 하
기 위하여 대각도 변침을 해야 한다.
23. 어느 선박이 15노트를 내는 경우에 120RPM
으로 6,000마력이 필요한데 선저의 오손 때
문에 속력이 12노트로 줄었다. 이 선박이 오
손된 상태에서 12노트를 내면 선저가 오손
되지 않고 12노트를 내는 경우에 비하여 1
일에 손실되는 연료는 약 몇 톤인가? (단, 1
시간, 1마력당 200그램의 중유가 소비된
다.)
가. 6.29톤

나. 7.29톤

사. 8.29톤

아. 9.29톤

사. 속력과 연료소비량의 관계는 속력이 현저히
빠르거나 느릴 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아. 속력과 연료소비량과의 관계는 자선의 적하
상태와는 무관하다.

[ 운 용

]

1. Tackle의 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마찰 등을 고려한 실용상의 배력은 이론상
의 배력보다 작다.
나. Tackle의 이론상 배력은 이동활차에 걸리
는 Rope의 수와 같다.
사. 이동활차와 고정활차를 배치하는 방법은 배
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아. 배력이 2인 경우 중량물을 1미터 이동할
때 당기는 줄의 길이는 2미터가 되므로 전
체적인 일의 양은 동일하다.
2. 합성섬유 로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은?
가. 강도가 강하며 가볍다.

24. 선박의 속력을 V, Pitch로 산출한 속력을
Vp라 하면 실각비 (Slip ratio)를 나타내는
식은?

나. 부식에 강하다.
사. 계선용 로프로 사용할 때 가볍기 때문에 프
로펠러에 걸릴 위험이 적다.
아. 마찰이나 열에 강하다.

가. (V + Vp)/V × 100
나. (V - Vp)/V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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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할 경우 호스 내의 압력과 사수
거리에 대한 기준은?
가. 호스압력 - 2.0kg/cm² 이상, 사수거리 1.5m 이내
나. 호스압력 - 1.5kg/cm² 이상, 사수거리 2.0m 이내
사. 호스압력 - 1.0kg/cm² 이상, 사수거리 2.5m 이내
아. 호스압력 - 0.5kg/cm² 이상, 사수거리 3.0m 이내
4. 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 장치의 이점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Tug boat와 달리 항상 사용 가능하다.
나. 선속 10노트 이상에도 선수 회두에 효과가
있다.
사. 전진타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횡방향 제어
도 가능하다.
아. 선수부에 장치되어 있어 회두 작용에 최대
효과를 준다.
5. 15knots로 항행하는 선박의 상대풍향이 우
현 2시 방향, 풍속이 선속의 2배 이상 강하
게 작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가. Rudder를 수동으로 Midship에 두면 선수
가 우현으로 회두한다.

가. 2.5L

나. 3.5L

사. 4.5L

아. 5.5L

7. 강풍을 동반한 파랑이 심한 수역에서 강력
한 파주력을 얻으면서 선체동요를 억제하
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묘박법은?
가. 단묘박

나. 선수미묘박

사. 2묘박

아. 쌍묘박

8. 정적 복원력 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복원력 = W × GM × sinθ를 그래프에 그
린것
나. 적하상태와 GM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사. GM의 값을 각 경사각에 대하여 나타낸 것
아. GZ의 값을 각 경사각에 대하여 나타낸 것
9. 선박의 Cross curves of stability에 나와 있
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가. 배수톤수

나. 건현

사. 경사각

아. 가정 KG

10. 무거운 화물을 Lower hold에 많이 적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GM 값이 작아진다.

나. Rudder를 수동으로 Midship에 두면 선수
가 좌현으로 회두한다.

나. 복원력이 과대하여 횡요주기가 짧다.

사. Rudder를 자동으로 두면 침로 유지를 위해
우현 타각을 자주 사용한다.

아. 선박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게 된다.

아. 선체가 풍하 방향으로 압류되면서 선미가
풍상 방향으로 회두한다.
6. IMO 선박조종성 기준에서 최대타각(전타각)
에 의한 선회종거(Advance)는 선체길이(L)
의 몇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가?

사. Bottom heavy 상태라 한다.

11. 유동수의 영향에 의한 무게중심 G의 가상
상승량(GG')을 구할 수 있는 식은? (단, i
는 자유표면의 2차 모멘트, V는 배수용적,
v는 유동수의 용적, p'는 유동수의 밀도,
그리고 p는 해수의 밀도이다.)
가. GG' = i/v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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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G' = i/V × p'/p

사. 프로펠러의 길이

아. 실린더의 직경

사. GG' = i/(V-v) × p/p’
아. GG' = iv/V × p/p'

16.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의 작동순서로 옳은
것은?

12. 저기압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흡입 → 압축 → 배기 → 팽창
나. 압축 → 흡입 → 배기 → 팽창

가. 두 기단의 기온차가 심하면 발달한다.

사. 흡입 → 압축 → 팽창 → 배기

나. 저기압은 육상에서 잘 발달하고, 해상에서
는 쇠약한다.

아. 팽창 → 흡입 → 배기 → 압축

사. 저기압권 내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의 습
도가 높으면 발달한다.

17. 분말소화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아.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동풍은 저기압을 발달
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 소화성능이 우수하다.

13. 봄철과 여름철에 우리나라 남해안 해역에
서 주로 발생하는 안개와 관련이 깊은 것
은?
가. 이류무

나. 복사무

사. 증기무

아. 역전무

나. 소화약제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사. 분말 자체의 압력으로 외부로 방사할 수 있
다.
아. 전기의 절연성이 높아 고전압의 전기화재에
도 적합하다.
18. 소화펌프와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4. Dove법칙 중 L.L.S. 법칙이란 무엇인가?

가. 물은 매초 2m 이상의 속도로 소화주관 속
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북반구에서 풍향이 좌전하면, 본선은 태풍
의 좌측 반원에 위치하므로 바람을 우현 선
미로 받으면서 조선하여 태풍을 피항한다.

나. 펌프의 압력은 최소한 두줄기의 물을 사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북반구에서 풍향이 좌전하면, 본선은 태풍
의 우측 반원에 위치하므로 바람을 좌현 선
수로 받으면서 조선하여 태풍을 피항한다.
사. 북반구에서 풍향이 우전하면, 본선은 태풍
의 우측 반원에 위치하므로 바람을 우현 선
수로 받으면서 조선하여 태풍을 피항한다.

사. 총톤수 1,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최소 2대
의 소화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디젤 구동용 소화펌프는 원격시동이 가능해
야 한다.

아. 북반구에서 풍향이 우전하면, 본선은 태풍
의 우측 반원에 위치하므로 바람을 우현 선
미로 받으면서 조선하여 태풍을 피항한다.

19. 어떤 선박이 하천 항해중 정수면에서 5미
터 깊이의 외판에 0.02평방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유량계수를 0.7이라고 하면 20분
동안의 침수량은 대략 몇 톤인가?
(단, 하천 비중 1.0, g=10m/s²)

15. 디젤기관의 마력을 계산하는데 관계가 있
는 것은?

가. 168톤

나. 178톤

사. 188톤

아. 198톤

가. 크랭크 축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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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러 척의 선박이 조난 선박 수색에 참여
할 때 수색속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항해사 2급

신체검사 외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
다. 선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이 아닌 것
은?

가. 가장 빠른 선박의 최대속력

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나. 빈혈

나. 가장 빠른 선박의 중간속력

사. 매독

아. 간염

사. 참여 선박들의 최대속력에 대한 평균속력
아. 가장 느린 선박의 최대속력
21. 1척의 선박에 의한 수색 방식으로서 추정
점으로부터 밖을 향하여 90도씩 변침하면
서 수색하는 방식은?
가. 등고선 수색(Contour search)

25. 선박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항만으로 입항하
는 경우 반드시 검역을 실시하는데, 이때
전자 검역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몇
시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가. 12시간

나. 24시간

사. 36시간

아. 48시간

나. 부채꼴 수색(Sector search)
사. 평행선 항적 수색(Parallel track search)

[ 법

아. 확대 사각 수색(Expanding square
search)
22. 선내 안전담당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

]

1. 선박이 개항의 항로에서 정박 또는 정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가. 검역조사를 받을 때

가. 안전담당자는 승선경력과 직책에 관계없이
적합한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입ㆍ출항 수속을 받을 때

나. 안전담당자는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도선사가 승하선 할 때

사. 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선원법상 소년선원에 대한 규정이 아닌 것
은?

아. 안전담당자는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가. 선박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인 자
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23.

선박조직의 인사관리에
(Morale)이란?

있어서

가. 만족

나. 인간관계

사. 도덕성

아. 사기

모랄

24. 선원건강 진단에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일반

사. 운전의 기능을 상실한 때

나.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
로 사용하려면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선원
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원 근로계약에 관하
여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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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몇 개월의 범위 내
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가. 3개월

나. 6개월

사. 12개월

아. 24개월

4. 선박직원법상 해기사시험에서 필기시험 면
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조사관은 그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사. 심판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아.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특
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상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
으로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은?
가. 총톤수 100톤인 유조선
나. 총톤수 500톤인 일반화물선

가. 60점 이상으로 2과목 합격하였으나 전 과
목 시험에는 불합격한 경우, 60점 이상 취
득한 2과목은 2년 내 응시 시 필기시험 면
제

사. 총톤수 200톤인 케미칼운반선

나. 2급 항해사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4년 이
내에 같은 직종과 등급에 응시하는 경우 필
기시험 면제

8.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의 배출규제와 관
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사. 한 과목만 100점, 다른 과목은 60점 미만
을 취득하여 불합격한 경우, 100점을 받은
과목에 대한 다음 시험에서의 필기시험 면
제
아. 3급 항해사가 선박직원법상의 규정보다 승
무경력이 2배 이상이고, 한국해양수산연수
원에서 2급항해사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경우 2급 항해사 필기시험의 면제
5. 선박안전법상 SOLAS 협약에 따른 무선설비
를 갖추어 국제 항해에 취항하여야 하는 선
박은 총톤수 몇 톤 이상의 선박인가?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가. 5톤

나. 20톤

사. 100톤

아. 300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및 재결의
집행은 조사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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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총톤수 1,000톤인 컨테이너운반선

가. 분쇄하지 않은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
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하여
야 한다.
나. 총톤수 400톤 미만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
의 처리요건을 고지하는 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폐기물관리계
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모든 플라스틱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9.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이 항해 중 좁은 수로에서 얹힌 경우
나. 1등항해사가 운송물의 선적을 잘못 지시하
여 훼손된 경우
사. 항해사가 등대를 잘못 판단하여 얹힌 경우
아. 선박이 해상에서 자연발화된 화재를 진압하
는 과정에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선박충돌시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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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돌선박의 손해
나. 충돌선박의 물건 손해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적용수역은?

사. 항만설비의 손해
아. 충돌선박의 인명 손해

가. 공해
나. 공해 및 영해

11.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
려는 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가?
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내수를 포함한 영해 및 공해
아. 해상 항행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양과
이와 접속한 모든 수역
15.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소는?

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기관의 종류, 마력

아.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선박의 대소, 흘수, 선회성능
사. 해상, 기상, 수심, 지형, 조류

12. 해사안전법상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트롤
망어선이 대수 속력 없이 어로작업에 종사
중일 때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등화를 바
르게 표시한 것은?
가.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마스트등, 현등 1쌍, 선미등
나.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
주등 각 1개, 현등 1쌍, 선미등
사.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마스트 등
아.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아. 승무원의 수, 배치상태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충돌의 위험(Risk
of colli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
한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선박의 컴퍼스방위 변화가 없는 경우에
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아. 불확실한 레이더 정보에 근거한 억측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가.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
다.
나. 이 규칙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반드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7. 서로 시계 내에 있는 두 척의 동력선이 서
로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이 요구하는 조치
는?

사. "상호 시계 내"라 함은 눈으로 타선을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두 선박이 서로 좌현으로 변침하여 피한다.

아. 기관을 장치한 범선이 돛만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범선이지만,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나. 두 선박이 서로 우현으로 변침하여 피한다.
사. 다른 선박을 좌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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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아.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
른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통항분리방식의
통항로를 따라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동
력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선박의 크기 기준은?
가. 길이 12미터 미만
나. 길이 20미터 미만
사. 길이 30미터 미만
아. 길이 50미터 미만

한다.
21.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2개 또는 3개의
등화를 수직선상으로 달아야 할 경우에, 길
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등화는 (
)이상 떨어진 간격을 두어
야 하며 또 이들 등화 중에서 최하부의 등
화는 예선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선체상 (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
야 한다. 다만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위의 수치는 각각(
) 및 (
)
이다.“
가. 2미터, 3미터, 1미터, 2미터

19. 추월선의 항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범선이 동력선을 추월할 때에도 추월선의
항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나. 2미터, 3미터, 1미터, 3미터
사. 2미터, 4미터, 1미터, 2미터
아. 2미터, 4미터, 2미터, 3미터

나. 어로종사선이 범선을 추월할 때는 추월선의
항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칙이 있다.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형상물 규정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추월선이 피추월선의 선수를 앞지르는 그
순간에 모든 의무에서 면제된다.

가. 이 규정은 모든 천후에 적용한다.

아. 추월선의 항법은 모든 시계 내에서 적용된
다.

나. 형상물에 대한 규정은 주간에 적용한다.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정을 잘못 기술한 것은?

아. 원통형 형상물은 직경이 적어도 0.9미터가
되어야 하며, 높이는 직경의 3배가 되어야
한다.

가. 트롤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길이 20미터 이
상인 선박의 형상물은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꼭지를 맞대어 상하로 결합한 것이
다.
나. 트롤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어로표시등은 수직선상에 위로부터 적색,
백색의 전주등을 표시한다.
사.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규정된 형상물 대신에 원추형 형상
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아. 정박하고 있는 50m 이상의 선박은 백색의
전주등을 전부와 후부에 각각 1개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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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형상물은 흑색이어야 하고, 구형은 직경이
0.6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23. 다음은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이 표시
해야 할 등화의 최소 시인 거리이다. 옳은
것은?
가. 마스트등 – 3해리
나. 현등 – 2해리
사. 선미등 - 2해리

아. 예인등 - 1해리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7미터 미만
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는?

2014년도 문제지

가. 녹색의 전주등 1개

사. Cargo list

항해사 2급

아. Muster list

나. 백색의 전주등 1개
사. 홍색의 전주등 1개
아. 황색의 전주등 1개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주간에 흑구 2개
의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하는 선박은?
가. 준설선

나. 조종불능선

사. 수중작업선

아. 위험화물 운반선

4. Fill the blank from the given :
"When you noticed any operational failure
of the main engine on the bridge, it
must be reported to the Master as
follows : There was a (
) of the main
engine, Sir."
가. blackout

나. breakdown

사. knock-down

아. shut-out

5. Choose a suitable one for the blank.
"Vessel 5 miles ahead of you is (
).
Advise you pass the vessel port to port."

[ 영 어 ]
1. Select proper words which could be
substituted for underlined part.
" Take tug's towing line through
Panama fairlead."

가. turning to port
나. on opposite course
사. on parallel course
아. on the same course

가. roller fairlead

나. open fairlead

사. center fairlead

아. open chock

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 vessel is 'under way' when she is not
at anchor, or made fast to the shore, or
aground. She has (
) when her
speed is sufficient for her rudder to take
effect."

6.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s for the
following blanks.
"An oil fence was (
) around the
tanker and prefectural officials indicated
that water quality checks would be
conducted after the oil is (
)."
가. thrown, removed
나. shut, relieved

가. head way

나. way on her

사. made, changed

사. gather way

아. steerage way

아. scattered, checked

3. Choose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
) means the list of crew,
passengers and others on board and
their functions in a distress or drill."
가. Crew list

나. Check list

7. 문 제 삭 제
8. “You should approach the vessel ahead
of you." The underlined part can be
replaced by :
가. must keep up

나. must keep up on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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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must close up

아. must close up on

가. a : overflow, b : keep
나. a : slip, b : keep

9. Select on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Pilot transfer arrangements" in SOLAS
Convention.

나. Emergency rescue boat
사. Mechanical pilot hoist
아. Man rope
10. 문 제 삭 제

가. who made the damage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a combination of mutually
intersecting,
conducting
surfaces
designed to return electromagnetic
radiations toward their sources, and
used primarily to render objects more
conspicuous to radar observations."
가. Corner reflector

나. Racon

사. Radar beam

아. Radar pulse

12. On a Mercator chart, how would a
rhumb line appear?
가. Loxodromic
나. Hyperbolic
사. Convex toward the equator
아. Straight line
1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Fuel oil spill in port is certain to
involve a ( a ), sometimes a heavy one.
It is the general procedures on vessels,
before taking fuel oil, to plug the
scuppers, openings, etc., and to ( b )
the fact in the log book."

제4회

아. a : accident, b : announce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Checkers and tallymen are alert to note
any damage to cargo. If they observe
such damage in the vessel's holds, it is
important to take an investigation at
once to determine (
)."

가. Accommodation ladder

168

사. a : fine, b : enter

나. when the damage occurred
사. the extent of the damage
아. what measures to take
15. Choose the wrong one.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watch
shall:"
가. keep his watch on the bridge which he
shall in no circumstances leave until
properly relieved.
나.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despite the
presence of the master on the bridge
until the master informs him specifically
that he has assumed that responsibility
and this is mutually understood.
사. notify the master when in any doubt as
to what action to take in the interest of
safety.
아. hand over the watch to the relieving
officer if he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latter is obviously not capable of
carrying out his duties effectively.
16. Choose the incorrect one to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The reason why shipowners use flags
of convenience is:"

2014년도 문제지

가. greater operational freedom
나. freedom from customs
사. easier ship management
아. possible reduction in operating costs
17.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you
experience in the eye of a typhoon?
가. Temperature much lower than outside
of the eye.
나. High velocity winds.
사. Towering cumulonimbus clouds.
아. An extremely low barometric pressure.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case all efforts to save a damaged
vessel prove to be unsuccessful, she
will (
)."
가. wait for the arrival of skilled salvage
operator
나. be abandoned
사. try to secure the ship with groundtackle
아. reduce the displacement of the ship
19.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nstitute three functions of Bill of
Lading?

가. It is a receipt for the cargo.
나. It is an evidence of contract between
shipper and shipowner.
사. It is a negotiable document or a
document of title, that is, the Bill of
Lading can be bought and sold while
the cargo is in transit.
아. It is a collection of the appropriate
duty on goods and to prevent evasion
of payments.

항해사 2급

20. Off-hire occurs when a vessel breaks
down, strands, has any damage that
prevents the working of cargo or delays
the sailing of the vessel. Under which
charter these conditions of off-hire
could be arisen?
가. Bareboat charter

나. Voyage charter

사. Time charter

아. Lease charter

21. All of the following is related to bills of
lading but:
가. York-Antwerp Rules.
나. Hague Rules.
사. Visby Rules.
아. Hamburg Rules.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f a charterer fails to provide a full
cargo, the shipowner may claim for
(
). This is computed on the basis
of loss of freight, less the expenses
that would have been incurred earning
it."
가. back freight

나. dead freight

사. freight forward

아. advance freight

23.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bout 5:30 p.m. today while we were
loading a generator bed plate into No.2
hatch, it struck (
) the ship's
side.“
가. to
사. against

나. by
아. with

2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e shall, therefore, hold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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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amage to the cargo and liable
for the expenses incurred by it."
가. upon

나. reliable

사. responsible

아. against

25. Select a proper word for the blank.
"A tanker hit a reef of an island at the
enterance of the port and oil started to
leak from a hole in the portside, so that
the oil spill 200 meters (
) and
stretching for seven kilometers was
formed in the offing of Louis port."
가. depth

나. wide

사. beam

아. past

[ 상 선 전 문 ]

아. 트윈 크레인(Twin crane)은 갑판 위에 선
수미 방향으로 레일을 깔아 그 위를 크레인
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3. 유탱커의 Educ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고압의 유체를 Nozzle에서 분사하여 그 주
위에 국부적인 진공을 만들어 액체를 흡입
할 수 있도록 한 펌프이다.
나. Eductor는 운동부분이 없고 고장이 적다.
사. 형태가 작아서 설치가 간단하다.
아. 펄물이나 오수의 양수에는 적합하지가 않
다.
4. 길이 5m, 폭 50cm, 깊이 50cm의 장방형의
목재를 표준 해수에 띄우니까 40cm 평행침
하하였다. 이 목재의 비중은?
가. 0.62

나. 0.72

사. 0.82

아. 0.92

1. 부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선면의 면적 중심이다.

5. 건현(Freeboar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나. 트림 변화의 축으로 작용한다.
사. 배수량이 다르면 그 위치도 달라진다.
아. 트림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2. 선박에 설치되는 크레인(Crane)식 하역설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크레인은 데릭식보다 하역을 위한 준비작업
이 간단하고 하역 능력은 크나 설치비가 비
싸다.
나. 집 크레인(Jib crane)은 360도 회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인접한 두개의 해치에서 작업
이 가능하다.
사. 집 크레인(Jib crane)에는 작업중 안전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가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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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현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건현갑판 상
면의 연장선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
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나.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비부력이 있어야 하며, 이 예비부
력은 선체가 물에 침하하지 않는 부분의 높
이로서 결정되고, 이것을 건현이라 한다.
사. 하기건현은 동기건현보다 크다.
아. 화물을 과적하였을 때에는 건현의 부족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6. 배수량 10,250톤의 선박이 표준해수의 외항
에서 비중 1.000의 항구에 입항하고자 할
때, 해수비중의 차이로 인한 평균 흘수의 변
화량은? [단, 트림 및 배수량의 변화는 없
다고 가정하며, 매 cm 배수톤(Tcm)은 2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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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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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축은 경사각을 표시하며 조선소에서
작성한다.

가. 9.05 cm

나. 9.40 cm

사. 10.25 cm

아. 11.40 cm

10. 더니지(Dunnage)의 효과가 아닌 것은?

7. 매 cm트림 모멘트가 200m-ton인 선박이
선수흘수 6.60 m, 선미흘수 7.60m로 떠
있다. 후방의 중량물을 40m전방으로 이동
시켜 50 cm trim by the stern을 만들려면
몇 톤의 중량물을 이동시켜야 하는가?

가.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고 통풍환기를 용이하
게 한다.

가. 150 ton

나. 200 ton

사. 250 ton

아. 300 ton

아. 화물을 선체의 갑판, 격벽, 외판으로부터
격리시켜 침수, 누수, 발한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한다.

8. 선박 안정성을 판단하는 동적복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각도까지 경사하는 데
필요한 일의 양 즉, 경사로 인한 위치에너
지 증대량을 동적복원력이라 한다.
나. 동적복원력은 물체 중심이 증가하거나 부심
이 하강하여도 증가한다.
사. 선박의 소각도 경사시 선박의 복원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아. 선체에 외력이 작용한 경우 얼마까지 경사
할 것인가를 동적복원력으로 판단할 수 있
다.
9. 정적복원력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 중심의 높이를 일정하게 가정하여 경
하, 만재 및 기타 적재상태에 대한 복원정
값을 각 경사각에 대하여 계산한 곡선도이
다.
나. 대각도 경사 시 경심(M)이 고정되지 않으
므로 복원력을 정적복원력 곡선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사. 정적복원력 곡선은 일정한 배수량에서 경사
시의 복원정을 표시한다.
아. 정적복원력 곡선의 횡축은 선박의 복원정

나. 화물창내의 유독가스를 흡수하여 이들로 인
한 손상을 방지한다.
사. 화물 상호간이나 금속부와의 접촉, 마찰로
인한 손상과 발화를 방지한다.

11. 적화계수(Stowage factor)에 관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
가. 화물 40ft³가 차지하는 선창체적을
Metric ton으로 표시한 수치이다.
나. Broken space를 포함한 경우는 ft³으로 표
시된 화물의 용적만을 그 화물의 무게로 나
눈 값이다.
사. 동일 화물의 경우에도 선적하는 장소 및 방
법에 따라 달라진다.
아. 선체중앙에 싣는 것보다 전후부 선창에 싣
는 것이 적화 계수가 감소된다.
12. 통풍환기에 적합한 경우는?
가. 외부 공기의 노점이 20℃이고, 선창내 화물
의 표면 온도가 19℃일 때
나. 외부 공기의 노점이 22℃이고, 내부공기의
노점이 25℃일 때
사. 외부 공기의 노점이 25℃이고, 선창 내부공
기의 노점이 23℃일 때
아. 선창 내부공기의 노점이 27℃이고, 창내 표
면의 온도가 25℃일 때
13. 화물의 자연발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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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창 내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 중
수분의 함량이 줄어든다.

18. 공동해손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
는 것은?

나. 쌀, 어분, 석탄, 면화 등은 자연발화 할 수
있다.

가.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사. 환기를 하게 되면 열을 발산하는 효과도 있
지만 동시에 산소를 공급해 산화를 촉진시
킨다.

사. 조치 후 선박 또는 적화의 일부가 잔존해야
한다.

아. 자연발화는 산화에 의한 열이 축적되어 일
어난다.
14. 용선계약시 계약서 조문에는 적혀있지 않
더라도 운송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묵시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 선박 또는 적화에 위험이 있어야 한다.

아. 희생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19. 철광석의 운임건(Freight basis)은 어느 것
인가?
가. Weight ton

나. Measurement ton

사. Cubic feet ton

아. Standard ton

가. 감항능력 주의의무
20. ITC(Hulls)-1/10/83에 의거 부보된 선박에
서 발생된 손해 중 보험자가 차후에 대위
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나. 신속한 항해 성취의무
사. 손해배상 책임의무
아. 직항의무

가. 해상 부유물체와의 접촉에 기인한 프로펠러
교체비용

15. 문 제 삭 제

나. 기관실 화재로 인한 선체 수리비
16. 탱커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일반적인 비용부
담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적지에서의 선적비용과 위험은 용선자의 부
담으로 한다.
나. 양지에서 양화에 필요한 펌프, 증기, 선원
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사. 탱크세정에 요하는 증기나 세정비용은 선주
가 부담한다.
아. 적양하에 필요한 호스의 연결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17. 자사선 경영자에게 채산상의 이익(+)이 되
기 위한 조건은?
가. C/B >H/B

나. H/B >C/B

사. C/B >용선료

아. 용선료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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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항 중 방파제 접촉에 의한 선체 수리비
아. 수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보일러 손상 수
리비
21. STCW협약상의 항해당직근무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타, 기관, 음향신호기구의 사용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레이더 또는 전자항해장치의
작동 상태에 적절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 선장은 당직근무의 배치가 안전한 항해당직
을 유지하도록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아. 당사국은 항해당직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선박운용
자, 선장 및 당직근무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야 한다.

항해사 2급

2014년도 문제지

22. SOLAS 협약상 팽창식 구명뗏목(Liferaft)에
실려 있는 비상 식수의 법정량은 얼마인
가?

수화물은 약 몇 % 정도인가?
가. 0.5~1.5%

나. 5~10%

사. 15~25%
가. 1인당 1.5ℓ

나. 1인당 1ℓ

사. 1인당 2ℓ

아. 1인당 3ℓ

23.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SOLAS 협약상 팽창식 구명뗏목과 팽창식
구명동의는 승인된 정비장소에서 (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정비를 받아
야 한다, 그러나,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 70~85%

2. 어획물의 선상처리 과정 중에서 피뽑기에
쓰이는 물의 적절한 온도는?
가. 고기가 서식하던 환경수와 같은 온도
나. 고기가 서식하던 환경수보다 2℃~3℃ 낮은
온도
사. 고기가 서식하던 환경수보다 2℃~3℃ 높은
온도
아. 차가울수록 좋으나 온도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한다.

가. 12개월, 17개월
나. 24개월, 30개월
사. 12개월, 24개월
아. 24개월, 36개월
24. SOLAS 규정상의 Pilot ladder와 관련이 없
는 것은?
가. Man ropes

3. 다랑어 연승어업에서 어획된 다랑어의 선
상 처리과정에서 도끼로 꼬리 부분을 절단
할 때 토막 지느러미를 기준으로하여 알맞
은 절단 부위는?
가. 후부로부터 1번째

나. 후부로부터 2번째

사. 후부로부터 4번째

아. 후부로부터 6번째

나. Life buoy with self-igniting light
4. 선도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 Heaving line
아. Line throwing gun
25. ISPS Code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제한된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방어적 보안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보안등급은?

가. 고기의 복부를 눌러 보니 지압의 자국이 남
았다.
나. 지느러미에 상처가 있었다.
사. 고기의 아가미가 선홍색이었다.
아. 고기의 안구가 혼탁하였다.

가. 보안등급 1

나. 보안등급 2

사. 보안등급 3

아. 보안등급 4

[ 어 선 전 문 ]
1. 일반적으로 어패육의 일반성분 조성에서 탄

5. 열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할 때 0℃의 얼
음으로서 온도 25℃인 어체 1kg의 온도를
0℃로 낮추려고 하면 필요한 얼음의 중량은
대략 얼마인가?
가. 어체 중량의 1/4배
나. 어체 중량의 1/2배
사. 어체 중량의 1배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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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체 중량의 2배

사. 0.25m

아. 0.29m

6. 어획물을 선내에 저장하는 방법 중 일반 빙
장법의 결점은?

11. SOLAS협약에서 선내에 비치하는 구명부환
에 연결하는 구명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단기간의 저장에 불리하다.
나. 처리 방법이 까다롭다.

가. 최소 30 m 이상이어야 한다.

사. 아래쪽의 어체가 압박을 받는다.

나. 흘수선상에서 보관위치까지 거리의 1.5배
길이이다.

아. 단거리 수송에 효과적이지 않다.
7. 방열 어창에 냉각관을 설치하고, 0℃ 이하
로 냉각하여 고기를 저장하는 방법은?
가. 냉장

나. 빙장

사. 냉동

아. 동장

8. 어떤 선박이 해상(비중 = 1.025)에서 비중
1.000의 하항(河港)에 입항한다고 하면 흘
수의 변화는 얼마인가?
( 단, 이 선박의 평균 흘수에 있어서 배수량
은 6,000톤이며, 매 cm 배수톤은 10톤임 )
가. 현재의 흘수에서 5cm 침하한다.

사. 최소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아. 흘수선상에서 보관위치까지 거리의 1.3배
길이이다
12. 수산경영의 기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
은?
가. 수산물의 생산
나. 수산물의 판매
사. 신용 및 공제 사업
아. 자재 및 노무의 조달
13.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
급할 의무자는?

나. 현재의 흘수에서 10cm 침하한다.
사. 현재의 흘수에서 15cm 침하한다.

가. 선박소유자

나. 청구권자

아. 현재의 흘수에서 18cm 침하한다.

사. 피보험자

아. 보험계약자

9. 선폭 20미터인 선박의 GM이 선폭의 4%라
한다. 이 선박의 횡요 주기는?

14. 다음 A, B, C 중에서 기관 출력, 속력, 연
료 소비량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A : 마력은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B : 단위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속력의 세
제곱에 비례한다.
C : 일정한 거리를 항행할 때 연료 소비량
은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가. 약 5sec
사. 약 15sec

나. 약 10sec
아. 약 18sec

10. 배수량 1,000톤의 어선에서 50톤의 어획물
을 상갑판에서 처리하여 수직 직하 5m의
어창에 적재하였다면 어획물을 상갑판에
두었을 때 보다 중심(G)이 수직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였는가?
가. 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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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10m

가. A, B

나. B, C

사. A, C

아. A, B, C

15. 어구에 사용되는 로프의 신장도는 어느 범
위가 가장 알맞은가?

2014년도 문제지

가. 0 ~ 5%

나. 10 ~ 20%

사. 30 ~ 40%

아. 50 ~ 60%

16. 간접적 어군 탐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 어군탐지기를 이용한 영상의 판독
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황도 판독
사.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면의 관찰

항해사 2급

아. 비상 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 전원 장치
가까이에 설치해야 한다.
21.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경사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 경하상태에 대한 실제의 배수량이 결정된
경우
나. 중심(重心)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아. 갈매기 떼의 움직임을 관찰한 징후

사. 자매선의 경사시험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복원성 자료가 얻어진 경우

17. 다랑어 주낙 어구 중 윗도막, 중간도막 및
아랫도막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 주관청의 판단에 의해 경사시험을 재실시한
경우

가. 모릿줄

나. 아릿줄

사. 뜸줄

아. 발줄

22.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77/93 Torremolinos 협약상 구명부환은
길이 75미터 이상인 선박은 (
)개 이상,
길이 75미터 미만의 선박은 (
)개 이상
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18. 섬유가 굵어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섬유
의 굵기 표시법은 어느 것인가?
가. Td
사. Nec

나. Tex
아. Rtex

19.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정원이 20
명인 구명정에 탑재되어 있는 비상 식수의
양은 얼마인가?
가. 20 ℓ

나. 40 ℓ

사. 60 ℓ

아. 80 ℓ

20. 77/93 Torremolinos 협약이 규정하는 어선
의 비상 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상 전원에 의한 기기의 구동 가능 시간은
제한이 없다.

가. 8, 6

나. 10, 5

사. 10, 10

아. 15, 10

23. 77/93 Torremolinos 협약에서 선원의 절반
이 교대 승선하여 출항하는 어선에서 최초
의 훈련 소집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
인가?
가. 출항 24시간 이내
나. 출항 24시간 이후
사. 출항 48시간 이내
아. 출항 48시간 이후
24.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I의 규정에
의한 특별해역이 아닌 곳은?
가. 홍해해역
나. 걸프해역

나. 비상 전원은 발전기 또는 축전지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사. 아덴만해역

아. 멕시코해역

사. 주 전원이 고장나면 비상 전원 장치는 자동
으로 시동 또는 접속된다.

25.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섭씨 37.8도에서 증
기압 0.28MPa (절대값)을 넘지 아니하는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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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라고 정의한 것은?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가. 유해 액체 물질

나. 액체 물질

사. 유성 잔유 물질

아. 유성 혼합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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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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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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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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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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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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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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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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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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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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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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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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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

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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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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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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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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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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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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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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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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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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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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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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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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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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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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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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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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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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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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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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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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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집이 무단 복제 및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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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이 칠해져 있는 부표를 보았다. 그 의
미는? (단, IALA 해상부표 B 지역 기준)
가. 그 표지의 오른쪽에 우선항로가 있다.

[ 항

해

나. 그 표지의 왼쪽에 우선항로가 있다.

]

사. 그 표지의 둘레가 모두 가항수역이다.
1. 선체 자기와 수정구와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영구자기의 선수미 분력 - B 자석

아. 그 표지의 동쪽에 가항수역이 있다.
7. 음향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영구자기의 정횡 분력 - C 자석

가. 무신호는 시계가 나쁠 때에만 행한다.

사. 영구자기의 수직 분력 - 플린더즈 바

나. 무신호는 등대 또는 다른 항로표지와 별도
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 수평 연철의 일시자기 - 수정 연철구
2. 프리 자이로스코우프(Free gyroscope)의 운
동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방향 보존성

나. 세차 운동

사. 장동

아. 각운동량 보존성

사. 무신호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선내를 정숙히
해야 한다.
아. 선교에서 잘 들리지 않는 신호음이 갑판에
서는 잘 들릴 수 있다.
8. 저조 3시간 후의 조류 유속이 4노트임을 나
타내는 해도상의 도식은?

3. 자이로 컴퍼스에서 속도 오차가 가장 크게
생기는 침로는?
가. N

나. NE

사. E

아. SE

4. 육분의의 인덱스 바(Index bar)를 약 35°정
도에 놓고 수정하는 오차는?

9. 항해자에게 있어서 육상의 여행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로서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수직 오차

나. side error

가. 항로지

나. 등대표

사. 조준 오차

아. 기차

사. 수로기술연보

아. 항행통보

5. 통항분리를 위하여 항로의 중앙을 표시하고
자 할 때 사용되는 등부표의 등질이 아닌
것은?

10. 소조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조차가 가장 작은 때
나. 해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가. LFl. 10s

나. Q(6)+LFl

사. Iso.

아. Mo(A)

6. 입항중인 선박에서 홍색 바탕에 녹색 횡대

사. 고조에서 저조까지 해면이 점차로 낮아지는
상태
아. 연이어 일어난 고조와 저조와의 해면의 높
이차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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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쿠로시오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위도가 아닐 때
나. 항정이 길 때

가. 난류이다.

사. 침로가 남북방향에 가까울 때

나. 우리나라 근해의 최대 해류이다.
사. 남지나해의 남단인 싱가폴 부근에서부터 시
작한다.
아. 북적도 해류의 서쪽끝에서 북으로 방향 전
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아. 양 지점간에 적도가 끼여 있을 때

12. 충돌, 좌초 또는 화재가 발생하여 컴퍼스
나 레이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선위결정법이 이용가능한가?
가.
나.
사.
아.

양측방위법
교차방위법
수평협각법
한 물표의 방위와 거리에 의한 방법

13. 점장위도항법은 침로가 크면 부적합하다.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16. 거등권 항법에서 변경(DLo)을 구할 수 있
는 공식은?
(단, DLo : 변경, P : 동서거, L : 위도, D
: 항정임)
가. P=DLo cos L

나. P=DLo sin L

사. DLo = D cos L

아. DLo = P sin L

17. 계산고도 Hc 25˚15'.2, 관측고도 Ho 25˚
23'.3일 때 개정량 a(고도차)는 얼마인가?
가. 8'.1 A

나. 8'.1 N

사. 8'.1 S

아. 8'.1 T

18. 적도에서 적위 22˚N인 태양의 출시와 몰시
의 출몰방위각은 각각 어떻게 표현되는가?

가. 변경이 침로의 sec에 비례하기 때문
나. 변경이 침로의 tan에 비례하기 때문

가. N 22˚E, N22˚W

나. E 22˚N, W22˚N

사. 동서거가 침로의 tan에 비례하기 때문

사. E 22˚N, W22˚S

아. N 22˚E, S22˚W

아. 동서거가 침로의 sec에 비례하기 때문
14. 산호초가 산재해 있는 해역에서 산호초를
발견하기 좋은 상태는?
가. 저조 때 태양이 등 뒤에 있고 해면이 잔잔
한때
나. 저조 때 태양의 고도가 높고 등 뒤에 있으
며 해면이 잔잔한 때
사. 저조 때 태양의 고도가 높고 등 뒤에 있으
며 약간의 파도가 일 때
아. 태양의 고도가 높고 전방에 있으며 약간의
파도가 일 때
15. 중분위도 항법을 사용하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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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고 천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이 천구상에서 이
루는 대권은?
가. 진수평

나. 거소수평

사. 적도

아. 시권

20. 레이더 항법에서 변침을 자주할 때 더욱
유용한 지시방식은 어느 것인가?
가. 상대방위 지시방식(Head-up)
나. 진방위 지시방식(North-up)
사. 상대운동 지시방식
아. 이심(Off-Center)

2014년도 문제지

21. 레이더 플로팅 시 속력 삼각형에 나타나는
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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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늑골(Frame)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선의 진운동

나. 최근접거리

가. 외력에 의하여 외판이 변형되지 않도록 외
판을 지지한다.

사. 타선의 진운동

아. 타선의 상대운동

나. 선체의 횡방향 강도를 확보한다.

22. 레이더 수신 장치의 국부발진관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가. Magnetron

나. Thyratron

사. Klystron

아. Crystal diode

23. 레이더에서 간섭현상을 줄이기 위한 장치
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 양단에서 빔(Beam)을 지지하며, 외판을 보
호한다.
아. 선체를 구획하여 화물을 분산시킨다.
3. 선저 외판에 제1호 선저도료(A/C)를 칠하는
주된 목적은?
가. 철판의 산화와 부식 방지
나. 선저에 패류, 조류의 부착 방지
사. 선체의 색채와 청결 유지

가. Radar Interference Canceller

아. 전식작용과 유독성 물질의 부착 방지

나. STC
사. Anti-Clutter Sea

4. 최단 정지거리와 관계있는 타력은?

아. Gain
가. 반전타력

나. 발동타력

24. GPS 오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 정지타력

아. 회두타력

가. 사용자의 조작 미숙 오차

5. 선회중 선체의 횡경사에 영향을 미치는 힘
이 아닌 것은?

나. 위성궤도 정보에 포함된 오차
사. 전리층에서의 전파 굴절에 의한 오차

가. 원심력

아. 위성 시간의 오차

나. 타직압력
25. 협수로 통항 시기로서 가장 좋은 때는?

사. 선체 침수부에 작용하는 수압력
아. 구심력

가. 역조시

나. 순조시

사. 창조시

아. 게류시

[ 운 용

]

1. 용적톤수(volume or space tonnage)가 아
닌 것은?
가. 총톤수

나. 순톤수

사. 파나마 운하톤수

아. 배수톤수

6. 천수의 영향에 의하여 선체에 나타나는 현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종요가 일어난다.

나. 타효가 떨어진다.

사. 저항이 증가한다.

아. 흘수가 증가한다.

7. 황천조선법 중 풍랑을 우현선미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것을 무엇이
라 하는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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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eave to

나. Scudding

사. Lie to

아. Sea anchor

항으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가. 인명, 선박, 화물 및 항만의 안전

8. 경심(Metacent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나. 국가, 지방의 규칙 준수
사. 선내질서의 유지
아. 선체의 효율적인 보수 유지

가. 선박이 경사된 상태의 부심에서 세운 수선
과 선박의 중심선이 만나는 점이다.
나. 경심은 소각도 경사에서는 거의 일정한 위
치이다.

13. 진행 방향이 서로 다른 풍파나 너울이 부
딪쳐 서로 간섭하여 생기는 파는?

사. 화물의 중량배치에 따라 변화한다.

가. 삼각파

나. 조파

아. 선박의 안정성 판별의 기준이 된다.

사. 진파

아. 너울

9. 선박의 복원성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는
어느 때인가?

14. 부산항에서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 고조(해
일)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태풍의 중심
이 부산항의 어느 쪽을 진행해야 되는가?

가. 중심이 경심보다 위쪽에 있을 때
나. 중심이 경심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가. 부산항 동쪽을 북상

사. 중심과 경심이 일치하였을 때

나. 부산항 서쪽을 북상

아. 중심과 부심이 일치하였을 때

사. 부산항 남쪽을 동향 진행
아. 부산항 남쪽을 서향 진행

10. 배수량 10,000톤, GM 80cm인 선박에서
200톤의 화물을 5m 상부로 이동시킨 후
의 GM은? (단, G는 무게중심, M은 메타
센터임)

15. 풍파가 그 발생역의 바깥쪽 해역에 전파되
면서 파고가 점차 감소되고 파장이 길어지
는 상태의 파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50cm

나. 70cm

가. 쇄파(Breaker)

사. 90cm

아. 93cm

나. 표면장력파(Capillary wave)

11. 정박 당직중 당직사관이 후임 당직사관에
게 필히 인계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당시 표시하고 있는 형상물이나 등화
나. 관계 외래인과 선내에 있어야 할 승무원의
인원수
사. 특별한 항만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
아. 컴퍼스 오차와 항해계기 작동상태
12. 항내에서 정박당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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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행파(Running wave)
아. 너울(Swell)
16.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이 2행정 사이클 디
젤기관에 비해 우수한 점이 아닌 것은?
가. 열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량이 적다.
나. 용적효율이 높고 환기작용이 완전하다.
사. 냉각이 잘되어 기관의 수명이 길다.
아. 동일한 출력의 2행정 사이클 디젤기관보다
무게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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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냉동장치에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가. 단순골절

나. 중복골절

사. 복잡골절

아. 연골골절

가. 압축기

나. 응축기

사. 팽창 밸브

아. 증발기

22.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조난신호를 청취하
였을 때 취할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8. 철분,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등과 같은 금속의 취급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즉시 응답하고, 조난 선박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전속으로 구조하러 간다.

가. 산화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먼저 조난해역의 기상·해상 상태를 검토한
후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조하러
간다.

나. 보관시 반응온도 이하로 냉각한다.
사. 화재발생시 전용 소화기를 사용한다.
아. 화재발생시 다량의 물을 분사하여 진화한
다.
19. 좌초되어 자력이초가 불가하여 선체를 고
정시키려고 할 때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Anchor를 반출하여 투하한다.
나. 모든 탱크안의 물을 배출한다.

나. 즉시 전속으로 구조하러 가면서 가능하면
조난선과 교신한다.

아. 즉시 본사에 타전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구
조하러 간다.
23. 구명줄 발사기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편향을 고려하여 풍하측으로 약간 각도를
주어 발사한다.
나. 사람이나 선박을 직접 향해 발사한다.

사. 육지와 가까우면 육지에 고정시킨다.

사. 발사 전에 구명줄 한 쪽 끝단이 묶여있나
확인한다.

아. 해안선과 평행하게 좌초되었으면 선수미선
과 45˚ 방향에 Anchor를 투하한다.

아. 수평에서 약 45도 상방으로 발사한다.

20. 출혈이 심하여 지혈대를 매었을 때 주의사
항이 아닌 것은?

24. ISM Code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가. 지혈대의 폭은 적어도 3~5cm 이상 되는
천으로 매는 것이 좋다.

가. 선박회사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 육상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나. 지혈대를 매었을 경우 지혈대를 맨 시간을
기록한 쪽지를 달아준다.

나.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시스템과 관
리 실태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지혈대를 매었을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해 다
른 천으로 덮는다.

사. 선장은 DOC와 SMC의 원본을 본선에 보관
해야 하고, 외국항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시
해야 한다.

아. 지혈대를 맨 후에는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
송한다.
21. 형태로 본 골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 DOC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5. 현장 감독자에게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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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작업에
직책에
훈련에
통솔의

항해사 3급

대한 지식
대한 지식
대한 기능
기능

효된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선박안전법의 내
용에 강화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가. 선박안전법에 따른다.
나. 그 국제협약에 따른다.

[ 법 규

사. 한국의 항구에 있는 동안 선박은 선박안전
법의 규정에만 따라야 한다.

]

1. 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안에서의 항법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우선피항선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대형선
을 피해야 한다.

아. 내용이 상충하므로 둘다 준수할 필요가 없
다.
5. 선박안전법상 선박용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
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
)을 받을 수 있다. (
)에 적합한 것은?

나. 항로내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사. 방파제 근처에서 출항선과 입항선이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항선이 입항선을 피해
야 한다.

가. 형식승인

나. 수입승인

사. 등록신청

아. 사후신청

아.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과 다른 선박이
횡단관계에 있을 때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유지선이 되고 다른 선박은 피항선
이 된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다
음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로서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선원법상 선원재해보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을 때

가. 소지품 유실보상은 선원이 해양사고로 소지
품을 잃은 경우에 한한다.
나. 행방불명보상은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장제비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한
한다.
아. 장해보상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리고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한다.
3.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갱신에 필요한
선박직원으로서의 최소승무 경력은?

나. 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을
때
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
을때
아. 선박이 침몰하여 승선원 전원이 사망하였을
때
7. 해양환경관리법상 X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
해역과 배출 방법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
은?
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
진 수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여야 한다.

가. 3년

나. 2년

나. 동력선의 경우 7노트 이상의 속력이 있어
야 한다.

사. 1년

아. 6개월

사. 수면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여야 한다.

4.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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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출량이 수분의 10분의 1 이하이어야 한
다.

2014년도 문제지

8. 해양환경관리법상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
박으로서 국제 특별해역에서만 종사하는 선
박에 설치하여야하는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아닌 것은?
가. 기름여과장치
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사. 자동배출정지장치

항해사 3급

12. 해사안전법상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 규제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거대선

나. 고속여객선

사. 위험화물운반선

아. 흘수제약선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적용(Application)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누유방지장치
9.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공해(high sea)와 공해에 접속된 수역으로
서 해항선 (seagoing vessel)의 가항수역에
적용된다.

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개항질서법에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달
리 항법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항질서법
상 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속구는 속구목록상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목
적물이 된다.

사. 개항질서법상 항법은 될 수 있는 대로 국제
해상충돌방지 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은 특수선박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아. 우선 변제권이 있다.
10. 해상법상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
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가. 구조자가 소비한 비용
나. 구조선의 특별설비비용
사. 구조자가 입은 손해액
아.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
11. 해사안전법상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함은
(
)의 한 부분인 (
)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
)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을 말
한다. (
)에 모두 적합한 것은?
가. 선체, 화물창, 위험물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일반책임 규정(제
2조)에서 명시한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해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는 것은 다
음 사항을 의미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 형사상의 불법행위 책임
나. 해상운송사업법상의 책임
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
아.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15. 제한 시계 내 항해중에 다음 그림과 같이
레이더 상에 타선의 존재를 탐지하여 충돌
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나. 화물, 용적, 화물
사. 선체, 선창, 화물
아. 화물, 화물창,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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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횡전방에 있는 타선에 대하여 좌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한다.
나. 정횡전방에 있는 타선에 대하여 우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한다.
사. 정횡전방에 있는 타선으로 하여금 침로를
변경하도록 요구한다.
아. 본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다.

이때 유지선은 자선의 (
)에 있는 선박
을 피하기 위하여 (
)으로 변침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에 가장 적합한 것
은?
가. 피항조치, 왼쪽, 왼쪽
나. 피항협력조치, 왼쪽, 오른쪽
사. 피항조치, 오른쪽, 오른쪽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피항선들을 열거
한 것이다. 피항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추월상태에서는 추월선
나. 마주치는 상태에서는 양측 동력선
사. 바람 받는 방향이 서로 다른 범선의 경우에
는 좌현에서 바람을 받는 범선
아. 교차상태에서 동력선의 좌현쪽에 있는 조종
불능선

아. 피항협력조치, 오른쪽, 왼쪽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밀고 있는 선박과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의 무
중 신호는?
가. 끌고 가는 선박의 경우와 같다.
나. 끌려 가는 선박의 경우와 같다.
사. 조종불능선의 경우와 같다.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
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
또는 항로의 (
)으로 항행하여야 한
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우측
사. 중앙

아. 상황에 따라 우측 또는 좌측

가. 좌현, 우현

나. 우현, 좌현

사. 우현, 우현

아. 좌현, 좌현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유지선은 원칙적
으로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
지만, 피항선이 (
)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다.
제1회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와 형상물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몰시로부터 일출시까지 등화를 표시하여
야 한다.

나. 좌측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2척의 동력선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
)쪽을 통과할 수 있도
록 침로를 (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
다.'' (
)에 모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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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력선의 경우와 같다.

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 주간에는 등화를 표
시할 필요가 없다.
사. 형상물에 관한 규정은 주간에 이를 준수하
여야 한다.
아. 등화와 형상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22. 야간에 정면에서 항해등에 추가하여 아래
와 같은 전주 등화를 보았다. 이 등화를
표시할 수 있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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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흑구 3개를 마스트에 게양하는 형상물신호

[ 영 어

가.
나.
사.
아.

기관이나 조타기에 고장이 난 선박
추진기나 키를 상실한 선박
무풍상태에서 정선하고 있는 선박
항행중 사람, 식량, 화물을 옮겨 싣고 있는
선박

]

1. Choose the best one.
A
routeing
measure
comprising
designated area between the landward
boundary of a TSS and the adjacent
coast is:
가. Inshore traffic zone
나. Fairway
사. Routeing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선박에서 기적에
의한 단음 5회 이상의 신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가. 모든 시정에서 할 수 있다.
나. 제한된 시정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사. 서로 시계내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아. 발광신호가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항행중인 동력선
이 서로 시계 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단음 2회의 조종신호를 들었다.
이 선박의 의사표시는?
가. 후진하고 있다.
나. 좌현으로 추월하고자 한다.
사. 좌현으로 변침하고 있다.
아.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다.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난신호의 종류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 Reporting point
2. Fill the blank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
"This is St. Nicholas Strait Information
Service. Unknown vessel passing west of
Bligh Bank buoy. You are running into
danger. Submerged wreck ahead of you.
It is dangerous to remain on your
present course. (
). You must
alter course to starboard."
가. Keep

나. Warning

사. Instruction

아. Urge

3. Select a proper wheel order for the
following explanation.
"Steer a steady course on the compass
heading indicated at the time of the
order."
가. Midships!
나. Steady as she goes!

가. NC의 국제기류신호

사. Meet her!

나. 오렌지색의 발연신호

아. Ease to five!

사. 좌우로 벌린 팔을 천천히 반복하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신호

4. Select the suitable one for the blank.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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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put the eye of tug's towing line
(
) the bitt."
(bitt에 예인삭의 eye로써 줄을 걸지 마라.)
가. with

나. on

사. in

아. at

5. Select the most suitable word for the
blanks commonly.
"Are the cranes (
)?"
"Are the safety arrangements in the hold
(
)?"

가. Change

나. Listen

사. Stand by

아. Watch

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purpose of inert gas system aboard
tanker is to (
).
가. allow sufficient oxygen in the tank to
sustain life
나. prevent outside air from entering the
tank
사. provide more discharge pressure

가. mal-functional

나. loadable

사. safe

아. operational

6. Choose the most similar one in terms of
meaning to the underlined part of the
following sentence.
"What is the advance and transfer
distance in a crash stop?"
가.
나.
사.
아.

a proper stop
a cracking stop
an emergency stop
a full stop

가. at

나. to

사. from

아. down

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Agent : This is your agent. I want to talk
to Captain, over.
Duty officer : He is not on Bridge. (
)
on this channel. I will
call Captain right away.
제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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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2 hours

사. 18 hours

아. 24 hours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celestial triangle, declination plus
(
) equals 90 degrees."

7. Select a suitable preposition for the
blank.
"The pilot boat is bearing 254° (
)
you."

194

아. comply with pollution regulations

가. altitude

나. zenith distance

사. latitude

아. polar distance

12. When the gyropilot is used for steering,
what control is adjusted to compensate
for varying sea conditions?
가. Rudder control
나. Sea control
사. Lost motion adjustment
아. Weather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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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
) is a fitting for the
compass used for taking bearings.
There are many forms of it, but it all
consists essentially of a pair of sighting
vanes fitted on opposite sides of the
circle."
가. Sextant

나. Azimuth circle

사. Shadow pin

아. Azimuth prism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heading on a couse, you put
your rudder hard over. The distance
traveled in the direction of the original
course from when you put your rudder
over until your heading differs by 90˚
is known as: (
).
가. Transfer

나. Head reach

사. Advance

아. Tactical diameter

15. The effectiveness of life-saving appliances
depends heavily on good ( A ) by the
crew and their use in regular ( B ).
가. A : appearance, B : exercise
나. A : maintenance, B : drills
사. A : handling, B : opening
아. A : keeping, B : navigation
16. While underway at night your vessel
suffers an engine failure. What lights
should your vessel display to indicate
that she is not under command?
가. The anchor lights.
나. Three red lights in a vertical line.
사. Two red lights in a vertical line.
아. The side lights and stern light only.

항해사 3급

17. Each survival craft should be stowed in
a state of continuous readiness so that
two crew members can carry out
preparations
for
embarking
and
launching in less than (
) minutes.
가. ten

나. five

사. one

아. fifteen

18. The relieving officer should also be
satisfied that all other members of the
bridge team for the new watch are fit
for duty, particularly as regards their
adjustment to night (
).
가. blind

나. vision

사. awareness

아. work

19.

(
) means a tank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e collection of tank
drainings, tank washings and other oily
mixtures.

가. Bilge tank
나. Cleaning water tank
사. Slop tank
아. Dirty ballast tank
20. A form of charter party which arises
when the chartere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cargo and crew, whilst
the shipowner merely provides the
vessel, is known as:
가. voyage charter.
나. time charter.
사. bareboat charter.
아. lump sum charter.
2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During a voyage, the ship is operated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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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4 hours of every day. The day at
sea is divided into 4 hour periods
starting from midnight. These periods
are called (
).
가. lookouts

나. rounds

사. duties

아. watches

22. Choose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One major disadvantage of the round
turn in a man overboard situation is that
it (
).“

가. dismissed

나. called

사. off

아. relieved

[ 상 선 전 문

]

1. S/O상의 화물 갯수가 100상자인 경우에 선
적 후 화주측은 100상자, 본선측은 97상자
로 검수되어 갯수 확인이 어려울 때 M/R의
비고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3 C/S over in shipped
나. 3 C/S short in shipped

가. is the slowest method

사. 3 C/S short in dispute

나. is difficult for a single screw vessel to
perform

아. 3 C/S over in dispute

사. requires the most shiphandling skills to
perform

2. Oil tanker의 Cargo oil tank 내부구조 중에
서 유동성 액체의 요동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격벽은?

아. cannot be used in reduced visibility
23. In writing up the log book at the end of
your watch you made an error.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roper way to
correct the error?
가. Carefully and neatly erase the entry
and rewrite it correctly.
나. Remove this page of the log book and
rewrite all entries on a clean page.
사. Blot out the error completely and
rewrite the entry correctly.
아. Cross out the error with a single line
and make the entry correctly.
24. 문 제 삭 제
25. Select the most appropriate word for
the blank.
"Cleared out Bungo Suido and
(
)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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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ngine room bulkhead
나. Transverse bulkhead
사. Swash bulkhead
아. Collision bulkhead
3. 부면심(Center of floatation)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면심상에 화물을 적양화하면 Trim 변화
가 생긴다.
나. 부면심의 위치는 보통의 선형에서는 선체
중앙에서 배길이의 1/30 ∼1/60 전후방에
있다.
사. 부면심은 선박 수선면의 중심이다.
아. 부면심은 신수선면과 구수선면과의 교점이
다.
4. 길이 100m, 폭 20m의 선박이 5m의 등흘수
로 표준해수에 떠 있다. 이 선박의 매 cm
배수톤는 약 얼마인가?
(단, 방형비척계수는 0.85, 수선면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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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는 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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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톤수 15톤의 기선
사. 총톤수 30톤의 어선

가. 8.7톤

나. 9.4톤

사. 10.3톤

아. 12.8톤

아. 총톤수 50톤의 부선
9. 선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어떤 선박에서 제1번 화물창으로부터 제4번
화물창으로 화물을 200ton 옮겼다면 Trim의
변화는 얼마가 되겠는가?
(단, 선체길이는 120m, 화물의 이동거리는
60m이고, TPC는 50ton, 매 cm 트림 모멘
트는 120m-ton임)
가. 1.0m

나. 1.5m

사. 2.0m

아. 2.4m

6. 어떤 배의 Bale capacity가 250,000ft³인데
Copra bag(S.F.85)을 1,600L/T를 실었다.
Jute bale(S.F. 60)을 실어 선창용적에 만재
하려면 몇 톤을 실어야 하는가?
가. 1,700 L/T

나. 1,800 L/T

사. 1,900 L/T

아. 2,000 L/T

7. 통풍환기를 실시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흡습성 화물인 경우에 외기의 노점이 창내
공기의 노점보다 높으면 통풍환기를 실시하
지 않는다.
나. 흡습성 화물인 경우에는 외기가 창내 공기
의 노점보다 낮으면 통풍환기를 계속한다.
사. 비흡습성 화물을 온난한 지역에서 선적한
후 한랭한 지역으로 항해할 때는 통풍환기
를 서서히 시킨다.
아. 비흡습성 화물을 한랭한 지역에서 선적한
후 온난한 지역으로 항해할 경우에는 통풍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8. 선박법상 소형 선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총톤수 10톤의 범선

가. 외국 국적 선박이라도 한국내의 항구에 입
항할 때에는 선박의 후부에 한국 국기를 게
양해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등기의 의무가 있다.
사. 총톤수 50톤 미만의 어선은 국적증서 없이
도 항행할 수 있다.
아. 한국 선박은 선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선박의 명칭 등 기타 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10. 한국 선박의 선박법상의 특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외국항의 출입권

나. 불개항장의 기항권

사. 연안 무역권

아. 국기 게양권

11. 선박법상 선박에 개성을 부여하는 것과 가
장 관련 없는 것은?
가. 선박소유자

나. 선박의 총톤수

사. 선박의 명칭

아. 선적항

12. 선박국적증서 교부와 관련한 아래 예문의
(
)에 알맞은 단어로 짝지어진 것은?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
는 선박의 (
)을/를 관할하는 지방청
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
)
을/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교부받아야 한다."
가. 선적항 - 선적항

나. 선적항 – 소재지

사. 소재지 - 소재지

아. 소재지 - 선적항

13. 국제톤수증서의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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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가 아닌 것은?

사. Charter Base >용선료
아. Charter Base <용선료

가. 강재배치도

나. 일반배치도

사. 외판전개도

아. 상부구조도

14. 정기선 해운에서 해운 동맹이 존재하는 가
장 큰 이유는?
가. 운임의 안정을 통해 정기선의 정기 항로를
유지할 수 있다.
나. 후발 해운국의 정기선 해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사. 정기선 해운 기업의 과대 이윤 보장으로 기
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아. 맹외선의 저지를 통해 항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15. 항해용선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원의 배승은 선주가 행한다.
나. 용선기간은 통상 선박이 선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양하지에서 화물양륙을 완료할 때까
지이다.
사. 선하증권의 발행자는 선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다.
아. Off-hire 조항이 있다.
16. 양하항에 선박 입항 시 세관 수속용으로
사용되는 선적 관계 서류는?
가. Export Permit
나. Cargo Manifest
사. Stowage Survey Report
아. Hatch Survey Report
17. 운항자가 타사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할 때
운항채산이 흑자인 경우는?
가. Hire Base >용선료
나. Hire Base <용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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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I Clu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선주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해상보험
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한다.
나. 비영리 공제조합이다.
사. 선박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선주의 배상책임
손해를 주로 보상한다.
아. 해상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전쟁위험, 폭
동, 기뢰위험 등으로 인한 손해를 주로 보
상해 준다.
19. 선박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손은 피보험 목적물 전부의 멸실을 말한
다.
나. 분손은 피보험 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된 것을 말한다.
사.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경
감 혹은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
다.
아. 배상책임손해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발생
한 피해의 보상책임을 말한다.
20. MARPOL 73/78 협약의 Oil Record Book
은 최후의 기록이 행해진 뒤로부터 몇 년
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가. 2년

나. 3년

사. 4년

아. 5년

21. SOLAS협약상 생존정의 의장품을 포함한
선박의 구명설비의 사용에 관한 훈련은 선
원이 승선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
어도 (
) 이내에는 실시되어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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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주일

나. 2주일

사. 3주일

아. 1개월

22. MARPOL 73/78 협약 중 Oil tanker의 화
물구역으로부터의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
출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를 넘을 것
나. 선박이 항행중일 것
사. 유분의 순간배출율이 1해리당 30리터를 넘
지 아니할 것

항해사 3급

사. 부적합사항

아. 중부적합사항

[ 어 선 전 문

]

1. 어획물의 사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외적 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가.
나.
사.
아.

온도
조직
성분
성분

변화,
상태,
조성,
조성,

세균
온도
조직
세균

오염
변화
상태
오염

아. 선박이 특별해역안에 위치하고 있을 것
23. IAMSAR Manual 상 항공기로부터 조난선
박에 투하하는 보급품 컨테이너의 꼬리표
색깔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화

-

의료구호품 및 응급장비
식량 및 식수
담요 및 보온복
난로, 도끼, 컴퍼스, 요리기구 등 잡

24. 수색 및 구조 업무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촉진하고 수색 및 구조 구역에서 동업무
실시를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은?

2. 어획물의 부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 효소 작용

나. 효모 작용

사. 세균 작용

아. 산화 작용

3. 어패류 육질의 사후 변화 중 자가 소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관계가 가장 먼 것
은?
가. 온도 및 첨가물

나. pH

사. 어체의 크기

아. 어종

4. 부면심(center of floatation)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구조지부(RSC)
가. 선체가 경사 되었을 때 경사각이 작으면 경
사 전의 수선면과 경사 후의 수선면의 교선
은 부면심을 통과한다.

나. 수색구조대(SRU)
사. 구조조정본부(RCC)
아. 현장조정관(OSC)

나. 수선 면적의 중심이며, 배수량등곡선도에서
알 수 있다.

25. ISM Code에서 인명이나 선박 안전에 중대
한 위협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식별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즉
각적인 시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
인가?

사. 부면심을 지나는 수직선상에 어획물을 적화
또는 양화하면 트림과 횡경사에 변화가 생
긴다.

가. 객관적 증거

5. 어획물의 배치와 복원성의 관계를 설명한

나. 관찰사항

아. 부면심의 위치는 선체 중앙에서 배 길이의
1/30 ~ 1/60 후방에 위치한다.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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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다.

가. GM은 선박의 메타센터(M), 무게중심(G), 부
심(B)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획
물의 배치와 관계가 크다.

나.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대응 능력
이 좋다.
사. 유압 펌프 한대로 여러 대의 유압 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

나. 경하 흘수 상태에서는 배수량이 작기 때문
에 GM을 확보하기 위해 어획물의 적재 관
계를 고려한다.

아. 전동식에 비하여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좋다.

사. 어획물이 적재되면서 배수량이 증가하면 복
원력이 작아진다.

10. 어선의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어획물로 선박의 무게중심(G)을 상하로 조
정하여 선박의 안전한 복원성을 확보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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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4.0 cm

사. -26.0 cm

아. -30.0 cm

7. 배수량 600ton의 선박이 비중이 1.025인 해
상에서 평균흘수는 4.20m이었다. 비중
1.000의 하항에 입항하였을 때의 평균 흘
수는 약 얼마인가?
(단, 배수량의 변화는 없으며, Tcm는
1.5ton이다.)
가. 4.255m

나. 4.325m

사. 4.455m

아. 4.525m

8. 방열된 어창에서 어체를 쇄빙으로 싸서
0℃ 전후로 냉각시켜 저장하는 방법은?
가. 냉각해수저장법

나. 수빙법

사. 냉동법

아. 건빙법(일반빙장법)

9. 유압 구동 윈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 운전 속도를 무단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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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10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한글로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한글로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선저에서 최대흘수선
상까지 1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 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
하여야 한다.
아.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표시한
흘수는 숫자의 하단을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11. 어선 소유자는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항행할 수 있다. 어선번호판을 부착하는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은?
가. 조타실 입구

나. 기관실 입구

사. 선수 양 측면

아. 선내 잘 보이는 장소

12. 만재흘수선을 새로이 표시하거나 변경하려
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는?
가. 예비검사

나. 임시검사

사. 임시항행검사

아. 특별검사

13. 낚기 어업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2014년도 문제지

가.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어획할 수
있다.

항해사 3급

가. 밴드 브레이크

나. 유압 브레이크

나. 고기가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 잡는 어법이
다.

사. 공압 브레이크

아. 코오크 브레이크

사. 주낙은 땅주낚, 뜬주낚, 끌낚기로 분류할
수 있다.

18. 어업기기 중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은?

아. 오징어 채낚기는 선주낚으로 분류된다.
가. 네트 존데

나. 피싱 소나

14. 어구를 설계하고 구성할 때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들의 안전 계수(재료 강도/ 사용
하중)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들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사. 네트 리코더

아. 라디오 부이

가. 작용 하중의 종류, 사용조건 및 환경의 변
화, 파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가. 양망기

나. 네트 리코더

사. 음향측심의

아. 양승기

나. 재료의 부식 또는 변질의 정도, 재료의 균
일성, 작업원의 근력
사. 파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선장의 취향,
자연 현상의 영향
아. 사용조건 및 환경의 변화, 하중의 작용 형
태, 재료의 희귀성
15. 정치망 어구에서 한 번 설치하면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가. 길 그물
나. 원통 그물
사. 헛통 그물
아. 테두리줄(그물 뼈대줄)
16. 해수중에서 음속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
는 세 가지 요인은?
가. 수온, 염분, 해류
나. 수온, 염분, 수압
사. 수온, 수압, 투명도
아. 수온, 투명도, 해류
17. 트롤 윈치의 구동중, 구동축과 드럼이 분
리되었을 때 드럼을 제동하는 방법으로 주
로 쓰이는 방식은 어느 것인가?

19. 다음 중 참치 연승 어업에 이용되는 어로
기기는?

20.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에서 어선의 비상
경보 장치는 기적 또는 사이렌 등으로
(
) 이상의 단음에 연이어 (
) 의장
음을 울리는 일반 경보 신호를 발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5회, 1회

나. 5회, 2회

사. 7회, 1회

아. 7회, 2회

21.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에서 구명 설비의
월간 점검에 해당하는 것은?
가. 모든 생존정, 구조정 및 진수 설비가 사용
준비 상태에 있는가를 확보하기 위한 육안
점검
나. 점검표를 사용한 구명정의 의장품 점검
사. 구명정 및 구조정의 모든 기관에 대한 3분
이상의 전후진 시험. 다만, 주위 온도가 기
관 시동에 필요한 최저 온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아. 비상 경보 장치의 시험
22. UN 해양법 협약의 생물 자원에 대한 것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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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생물 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착성 어족에도 적
용된다.

[ 항

해

]

사. 소하성 어류가 기원하는 국가는 이들 어류
에 대한 일차적 이익 및 책임을 진다.

1. 한국 연근해 구역에서는 이상이 없던 자기
컴퍼스라 할지라도 적도 부근을 항주할 때
에는 큰 자차가 생기거나 카드가 불안정하
게 되는 수가 있다. 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 고도 회유성 어족에는 다랑어류, 꽁치류,
돌고래류, 대양성 상어류가 포함된다.

가. 경선차가 변화하기 때문

나. 강하성 어종의 어획은 EEZ 외측 한계의 육
지 쪽 수역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나. 자차계수 B의 값이 변하기 때문
23. STCW-F협약의 항만국 통제에서 선주가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는 경
우에는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사. 자차계수 D의 수정이 불완전했기 때문
아. 자차계수 B의 분석 수정이 미흡했기 때문
2. 3축의 자유를 갖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Gyro
scope에 외부에서 Torque를 작용하지 않는
한 Gyro axis가 지구 자전과 관계없이 절대
방향을 가르키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 변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 어떠한 권리도 없다.
24. MARPOL 73/78 협약 규정상 검사의 종류
가 아닌 것은?
가. 제조 검사

나. 중간 검사

사. 최초 검사

아. 정기 검사

25. MARPOL 73/78 협약의 유해 물질에 관련
된 사고의 통보에서 유해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지북작용

나. 세차운동

사. 방향보전성

아. 가속도운동

3. 프리 자이로스코프(Free gyroscope)를 40°
의 위도에 놓았다고 하면 이 때의 로터축은
어떤 시운동을 하는가?
가. 경사운동만 한다.
나. 회전운동만 한다.
사. 상하운동을 한다.
아. 회전운동과 경사운동을 병행한다.

가. 기름
나. 유해 액체 물질
사. 포장 유해 물질
아. 대기 오염 유해 물질

4. 육분의에서 암경(Dark eye piece)의 용도
는?
가. 인덱스 글라스를 가리는데 사용
나. 야간의 천체 고도를 읽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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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호라이즌 글라스를 가리는데 사용
아. 망원경의 접안렌즈를 가리는데 사용
5. IALA 해상부표식에서 등색이 황색인 것은?
가. 우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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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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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전수역표지

6. IALA 해상부표식에서 두표가 구형인 것은?

12. 교차방위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 동시관측법이다.
나. 구한 선위가 비교적 정확하다.

가. 우현표지
사. 안전수역표지

나. 특수표지
아. 우항로 우선표지

7. 신위험표지(New Danger Mark)에 특별히 부
가 설치되어야 할 전파표지의 종류는?
가. Ra.Ref

나. Ramark

사. Racon(D)

아. Racon(O)

사. 둘 이상의 물표가 있어야 한다.
아. 해조류의 방향을 아는 방법이다.
13. 교차방위법에서 오차삼각형이 생겼을 때의
선위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는 것
이 좋은가?
가. 삼각형의 방심을 선위로 한다.
나. 위험물에 가까운 꼭지점을 선위로 한다.

8. 항로표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수록
한 서지는?

사. 세 물표가 이루는 각이 180˚ 이상이면 삼
각형의 외심

가. 조석표

나. 천측력

아. 세 물표가 이루는 각이 180˚ 미만이면 삼
각형의 내심

사. 등대표

아. 항로지

9. 해도 도식 중 "
것은?

" 표가 의미하는

14. 교차방위법을 실시할 때 2개 물표의 위치
선의 교각이 60°일때는 90°일 경우에 비하
여 몇 배의 오차가 생기는가?

가. Ebb current

나. Neap rise

가. √3/2배

나. 2/√3배

사. Flood current

아. Counter current

사. 1/2배

아. 2배

10. 달의 자오선 통과시를 알고 개략적인 방법
으로 조시를 구하려 할 때 이용되는 것은?
가. 조령

나. 소조시

사. 대조시

아. 평균 고조간격

15. 항로 부근에 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피할
목적으로 육분의를 사용하여 물표의 협각
을 산출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무
엇이라고 하는가?
가. 수평협각법

나. 선수배각법

11. 월조간격(月潮間隔)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 연직위험각법

가. 고조간격과 저조간격을 통털어 부르는 말

16. 점장위도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삭(朔) 또는 망(望)에서 대조까지의 시간간
격

아. 수평위험각법

사. 달이 그 지점의 자오선 통과후 고조가 될
때까지의 시간간격

가. 장거리 항해에 유리하다.

아. 달이 그 지점의 자오선 통과후 저조가 될
때까지의 시간간격

사. 침로가 동서에 가까울 때 유리하다.

나. 항법 자체의 오차가 없다.
아.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적도의 양편에 있어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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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방하다.

아. 고정거리 눈금이 물표의 내측 가장자리를
통과할 때의 거리

17. 3개의 천체를 관측하여 선위를 구하고자
할 때 위치선의 교각 조건이 가장 좋은 것
은?
가. 교각이 20˚ 또는 30˚

22. 레이더 플로팅에서 상대선의 상대운동 속
도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본선으로 향한 상대운동 속도선분은 충돌
상태임을 뜻한다.

나. 교각이 30˚ 또는 150˚

나. 진동작 레이더 상에서 나타나는 상대선의
진운동 속도 선분이다.

사. 교각이 45˚ 또는 90˚
아. 교각이 60˚ 또는 120˚
18. 고도개정 요소 가운데 천체의 고도에 따라
다른 값을 취하는 것들은 어느 것인가?
가. 기차와 시차

사. 상대동작 레이더 상에 나타나는 상대선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선분이다.
아. 속도선분의 길이가 긴 쪽이 짧은 쪽보다 통
상 본선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23.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나. 안고차와 기차
사. 시차와 안고차
아. 겉보기 반지름과 기차

가. 원거리 물표를 탐지하기 쉽다.

19. 지방시각 100˚를 자오선각으로 고치면?
가. 80˚E

나. 80˚W

사. 100˚E

아. 100˚W

20. 레이더에서 개략적인 목표물의 최대탐지거
리 즉 시인거리를 구할 때 고려하는 요소
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대기의 상태

나. 해면의 상태

사. 스캐너의 높이

아. 목표물의 높이

나. 지향성이 좋은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
사. 물표로부터의 반사성을 좋게 할 수 있다.
아. 회절 등의 현상이 적어 직진성이 좋다.
24. GPS에서 측정 가능한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위도

나. 경도

사. 고도

아. 방위

25. 연안 항해중 변침시의 변침 목표로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21. 레이더로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다음 중
가장 정확하게 측정된 거리는?

가. 원침로의 선미쪽에 위치한 뚜렷한 물표

가. 가변거리 눈금이 물표의 중앙을 통과할 때
의 거리

사. 신침로의 방향에 있고 신침로와 평행하며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한 것

나. 고정거리 눈금이 물표의 중앙을 통과할 때
의 거리

아. 신침로의 방향에 있고 신침로와 직각을 이
루며 가능한 한 먼 거리에 있는 것

사. 가변거리 눈금이 물표의 내측 가장자리를
통과할 때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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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강선의 횡강력재와 종강력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은?
가. Frame
나. Deck beam
사. Shell plate

아. Beam bracket

항해사 3급

가. 선수에서 전장의 약 3분의 1 지점
나. 선미에서 전장의 약 3분의 1 지점
사. 선박의 중심(G)에서 선수방향으로 약 30미
터 지점
아. 선수에서 전장의 약 4분의 1 지점

2. 외판과 Frame의 위치관계, 선외 개구부의
위치 및 치수, 외판의 두께와 접합방법 등
을 나타낸 도면은?

7. 가장 적절한 조타명령의 순서는?

가. General arrangement

가. Port 10 - Hard port - Ease to 10 –
Steady

나. Shell expansion

나. Port 20 - Hard port - Steady - Meet
her

사. Midship section
아. Deck plan

사. Starboard 20 - Hard Starboard Course again - Steady's go

3. 닻(Anchor)의 수량과 중량을 정하는 기준
은?

아. Starboard 10 - Hard Starboard Steady's go - Midship

가. 의장수

나. 배의 길이

사. 톤수

아. 배의 용적

8. 선박이 전복되는 주 원인은 복원력의 부족
에서 생기는데 전복방지를 위해 주의할 사
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타판에 작용하는 압력으로서 타각이 커지면
증가하고 조타 중 선체 저항 증가의 한 원
인이 되는 것은?

가. 밸러스트를 이용하여 선박의 무게중심을 높
인다.

가. 조타력(Steering force)

사. 항해중에는 파랑을 정횡으로 받지 않도록
한다.

나. 마찰력(Frictional force)
사. 항력(Drag)

나. 대각도의 전타를 하지 않는다.

아. 적재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을 철저히
한다.

아. 양력(Lift)
9. GM 값이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5. 조파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가. 고속일수록 저항이 커진다.
나. 수심이 깊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사. 선체 길이와 관계가 없다.
아. 조파저항은 마찰저항보다 항상 크다.
6. 길이 200미터인 선박이 후진중일 때 선체의
회전중심 (Pivoting Point)은?

가. 복원력이 감소한다.
나. 승선자가 더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사. 전복의 위험성이 커진다.
아. 횡요주기가 짧아진다.
10. 가상 중심 G'가 실제 중심 G보다 GG'만큼
높아졌을 때 선체의 횡경사각(θ)에 대한
복원정의 감소량은? (단, GZ는 복원정임)
가. GZ sin θ

나. GZ cos θ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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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GG' sin θ

아. GG' cos θ
가. 원심력

나. 침전법

11. 야간 항해 당직중 위치를 확인한 결과 육
지쪽으로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밀리고 있
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취할 조치
는?

사. 여과법

아. 자기분리법

가. 선장에게 보고한다.

가. 기관의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나. 안전한 수역으로 향한다.

나. 급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 선위를 재확인한다.

사. 평균유효압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 Night order book대로 시행한다.

아.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2. 정박 당직중 당직사관이 후임 당직사관에
게 필히 인계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8. 좌초되어 자력이초가 불가하여 선체를 고
정시키려고 할 때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당시 표시하고 있는 형상물이나 등화

가. Anchor를 반출하여 투하한다.

나. 관계 외래인과 선내에 있어야 할 승무원의
인원수

나. 모든 탱크안의 물을 배출한다.

사. 특별한 항만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
아. 컴퍼스 오차와 항해계기 작동상태
13. 제트 기류(Jet stream)가 속하는 풍계는?
가. 무역풍

나. 반대 무역풍

사. 편서풍

아. 한대 편동풍

17. 디젤기관에서 과급기(Turbo-charger)를 설
치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 육지와 가까우면 육지에 고정시킨다.
아. 해안선과 평행하게 좌초되었으면 선수미선
과 45˚ 방향에 Anchor를 투하한다.
19. 익수자가 발생한 시간을 모를 때 항해한
항로를 되돌아가서 탐색하는 방법은?
가. 지연선회법

나. 반원 2회 선회법

사. 윌리암슨 선회법

아. 싱글 선회법

14. 한류에 해당하는 것은?
가. 쿠로시오

나. 멕시코 만류

사. 페루 해류

아. 적도 반류

20. 조난자가 수중에서의 저체온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적당한 것은?
가. 적당한 의복을 착용한다.

15. 해저의 지진이나 화산폭발에 의해 생기는
파는?

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팔다리 운동을 한
다.
사. 입수 전에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다.

가. Trochoid 파

나. Sine 파

사. Tsunami

아. Standing 파

16.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류 청정기(Oil
purifier)의 작동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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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 받도록 한다.
나. 심한 통증이 생기므로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멈춰 준다.
사. 적절하게 부목으로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병
원으로 후송한다.
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옮긴다.
22. 수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추정기점(Datum)
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나.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선박의 진로는
방해할 수 있다.
사.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는 항로 우측으로 항
행한다.
아. 항로를 항행하는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원법상 선원의 유급일수 계산으로 옳은
것은?

가. 통보된 조난의 일시 및 위치
나. 각 구조선의 현장도착 예정일시
사. 수색방식
아. 무선 방위 또는 발견물과 같은 부가적인 정
보
23. 항해 당직자가 선박의 기적을 장음 3회 발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Fire

나. Abandon ship

사. Man overboard

아. Lower lifeboat

24. 안전관리의 재해 발생 상황의 분석을 위한
측정치가 아닌 것은?
가. Frequency rate
사. Working rate

나. Severity rate

가.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
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의 전일까지의 일수
나.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
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까지의 일수
사.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
부터 기산하여 승선일까지의 일수
아.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
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외국항 승선을 위
한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
3. 선원법상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
약을 해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은?
가. 해고수당

나. 실업수당

사. 퇴직수당

아. 휴업수당

아. Loss rate
4. 선박안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5. 선박에서 작업환경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
적요인이란?
가. 해상의 위험

나. 선원의 자질

사. 선박구조의 특성

아. 인간관계

[ 법

규

]

가. 해상위험의 방지

나. 신속한 항해

사. 선내규율의 유지

아. 선체 노후의 방지

5. 선박안전법상 만재흘수선 표시의무가 면제
되는 선박이 아닌 것은?
가.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여객선
나. 수중익선

1. 개항질서법상 항로 안에서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시운전을 행하는 선박
아.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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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조에 요한 비용

6. 심판 절차에 있어서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
또는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 중 재결 이외의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결정

나. 심판

사. 판정

아. 결의

7.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벌크상태로 운
반하는 유해액체 물질의 운반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는?
가. 소각물질기록부

나. 폐기물기록부

사. 유해액체물질기록부

아. 기름기록부

8.

해양환경관리법상 기관실의 유성찌꺼기
(sludge)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해상에서 선박소각설비로 소각처리할 수 있
다.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통항분리방식

나. 항로지정방식

사. 통항지정방식

아. 특정수역항행규칙

12. 교통안전특정해역 중 해사안전법에 의한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것
은?
가. 인천항 출입항로

나. 광양만 출입항로

사. 부산항 출입항로

아. 포항항 출입항로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이 반드시 진로를 피해야
할 선박이 아닌 것은?

나. 유조선의 경우는 반드시 슬롭탱크로 이송하
여 저장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항행중인 조종불능선

사. 슬러지는 독립된 펌프 및 배출관장치를 통
하여 수용 시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사. 정박중인 조종제한선

아. 규정된 소각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
박은 슬러지가 슬러지탱크 용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육상의 수용시
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9.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
는?
가. 선박의 숨은 하자
나. 정당한 이로(deviation)로 인한 손해
사. 송하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
아. 선박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10. 상법상 법원이 구조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
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위난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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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의 효과

아. 구조자의 재정

나. 항행중인 조종제한선
아. 항행중인 어선
14. 다음 (
)에 가장 알맞은 말로 구성
된 것은?
"모든 선박은 상황 및 (
)을 충분
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
)뿐
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
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서 언제나
(
)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충돌의 위험성 - 청각 - 안전한 속력
나. 충돌의 위험성 - 청각 - 적절한 경계
사. 상대선의 위험 - 청각 - 철저한 당직
아. 충돌의 위험성 - 육감 - 적절한 경계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안전한 속력을 결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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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가. 시정의 상태

나. 교통의 밀도

사. 선박의 조종성능

아. 선장의 조종능력

나.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우현쪽을 통
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하
여야 한다.
사. 각 동력선은 서로 감속하여 피한다.

16.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방법은?

아. 큰 동력선이 작은 동력선을 피할 수 있도록
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 상대선의 컴퍼스 방위를 연속 측정한다.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안개 속에서 레이
더 항법으로 정횡 전방의 다른 선박을 피
하려고 할 때에는 (
)으로 피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나. 쌍안경으로 상대선의 선수 방위를 확인한
다.
사. 상대선의 위치를 확인한다.
아. 레이더로써 TCPA를 측정한다.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에서 수
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은?
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과 범선
나.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
사.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과 범선
아. 조종불능선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의 피항 방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다른 선박을 자선의 좌현쪽에 두고 있는 선
박이 피항선이다.

가. 우현 변침

나. 기관 후진

사. 닻 정박

아. 좌현 변침

21.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장음 1회와 이에 부
가하여 단음 4회의 신호를 들었다. 어떠한
선박의 무중신호인가?
가. 대수 속력이 없는 동력선
나. 얹혀있는 선박
사. 길이 100미터 이상인 정박선
아.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원통형 형상물의
구조로서 직경을 D, 높이를 H라고 할 때
옳은 것은?

나. 위급한 경우에 선박의 전진력을 급격히 감
소시키기 위해 닻을 이용할 수 있다.

가. D = H ≥0.6미터

사. 피항선은 유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사. H = 2D, D ≥0.6미터

아. 유지선은 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가지
고 있다.

아. H = 2D, D ≥0.9미터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의
적절한 피항동작은?

나. D = H ≥0.9미터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길이 (
)미터
미만이고 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 대신에 (
) 1
개만 표시할 수 있다. (
)에 적합한
것은?

가.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
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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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 백색 전주등

나. 12, 황색 전주등

사. 20, 녹색 전주등

아. 50, 백색 전주등

가. Advise try channel XX.
나. Go ahead.

24.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예인선이 예인선열
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 이 예인
선을 정면에서 보면 마스트 등의 수는 몇
개가 보이는가?
가. 2개

나. 3개

사. 4개

아. 5개

25. 다음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음향신호
에 관한 사항이다. (
)에 적합한 것
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좁은 수로에서 장음·장음·단음은 (
)
의도를, 장음· 장음·단음·단음은 (
)
의도를, 장음·단음·장음·단음은 (
)
신호를 뜻한다. "
가. 우현추월, 좌현추월, 동의
나. 좌현추월, 우현추월, 동의
사. 추월제의, 추월허락, 부동의
아. 추월가능현, 피추월제의, 부동의

[ 영 어

]

1. Select one which is proper for the blank.
During ship-to-ship communications, the
ship (
) should indicate the channel
on which further transmissions should
take place.
가. sending
사. invit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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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lled
아. working

Select a suitable sentence in the
following communications.
A: How do you read me?
B: I read you with signal strength
one(1). (
)

제2회

사. I am ready to receive your message.
아. No information.
3. The message is transmitted on channel
16 according to the VHF procedure at
sea. Channel 16 may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except:
가.
나.
사.
아.

as
as
as
as

a
a
a
a

casual conversation.
listening frequency.
calling frequency.
safety frequency.

4. Fill the blank with suitable one.
On shore, mooring lines and springs are
made fast on (
).
가. bollards

나. chock

사. fairlead

아. capstan

5. Select the suitable translation for the
following message.
"You must keep radio silence unless you
have messages about the casualty."
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무선기를 사용하지
마라.
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선
기 사용을 금지하라.
사.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무선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침묵도 할 수 있다.
아. 꼭 필요한 때에만 무선기를 사용하라.
6. Select a suitable word for the blank.
"(
) means port which a vessel
is bound for."

2014년도 문제지

가. Destination
사. Destiny

나. Departure
아. Datum

7. When there is concern that the helmsman
is inattentive, what terminology is a
reminder to the helmsman to mind his
helm?
가. What is your heading?
나. What course do you advise?
사. Advise you to keep your present
course.
아. What is your intention?
8. Choose the correct one to fill the blank.
"The officer will say (
), and he will
call out the passengers individually by
their names."
가. "This is sanitary inspection“
나. "This is passenger test“
사. "This is a roll call“
아. "This is passenger care"
9.

What is the estimated metacentric
height(GM) of the vessel in the
following communication?
A : "What is the breadth of your
vessel?"
B : "My breadth is 20 meters."
A : "What is your present full roll
period?"
B : "My present full roll period is 20
seconds?"

가. 0.36 meters

나. 0.49 meters

사. 0.64 meters

아. 0.81 meters

10. Select the most suitable preposition in
the blank.
"You must proceed (
) reduced

항해사 3급

speed in the channel."
(귀선은 수로에서 감속상태로 항진해야 한
다.)
가. as

나. at

사. for

아. to

11. Choose the best one to complete the
sentence:
The action of a propeller driving a ship
is very similar to (
) a bolt turning
in a nut.
가. such

나. as

사. like

아. that of

1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e number of tons of
cargo, bunkers, stores, etc., that a
vessel is capable of carrying when
floating at her load draft."
가. Deadweight tonnage
나. Displacement tonnage
사. Net tonnage
아. Gross tonnage
13. Keep clear. I am jettisoning dangerous
cargo. The underlined part means:
가. I am delivering dangerous cargo.
나. I am throwing deliberately dangerous
cargo into the sea.
사. I am leaking dangerous cargo and on
fire.
아. Dangerous cargo on board is falling
into the sea accidentally.
14. Time, as told by the position of the sun
in the sky, is called: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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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ean time

나. civil time

사. apparent time

아. equation of time

15. A tide is called diurnal when (

).

가. only one high and one low water occur
during a lunar day
나. the high tide is higher and low tide is
lower than usual
사. the high tide and low tide are exactly
six hours apart

19. Select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According to the COLREG, vessels are
in sight of one another when (
).
가. one can be seen visually from the
other
나. detected on the radar
사. fog signal is heard in restricted
visibility
아. plotted on the maneuvering board

아. two high tides occur during a lunar day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are vertical partitions of walls.
All ships must have a specified number
of (
) depending on their length.
By dividing the ship into watertight
divisions, they reduce the danger of
sinking if one compartment is holed."

20. Select the most proper one.
"The change-over from automatic to
manual steering and vice versa shall be
made by or under the supervision of a
(
)."
가. master
나. senior officer
사. senior helmsperson

가. Tanks

나. Compartments

사. Bulkheads

아. Rails

17.

Ascertain the risk of collision by
watching (
) of an approaching
ship. If we fill the blank we choose:

아. responsible officer
2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earched
for when entering or leaving port?
가. fuel on board
나. stowaways

가. true bearing

사. narcotics

나. drift of compass bearing

아. contraband goods

사. cross bearing
아. compass error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distance measured amidships from
the water line to the main deck of the
vessel is (
).
가. draft

나. waterline

사. gunwale

아. freeboard

212

제2회

22.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name given to a damage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as the charterer
fails to furnish a full cargo to a ship, is
(
)."
가. back freight.

나. dead freight.

사. pro-rata freight.

아. advance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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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 for the
distress is indicated by hoisting the flag
of :
가. NC
나. AB

항해사 3급

가. 1.14톤

나. 2.00톤

사. 2.90톤

아. 4.36톤

24. Choose the best one for the blank.
"Tested steering gear, whistle, means of
communications. All in apparent good
order. (
) bridge and engine room
clocks."

3. 선박의 길이가 120m, 흘수가 선수 520cm,
선미 530cm인 화물선에서 F.P.T.에 있는
청수를 A.P.T.까지 이동시켜서 20cm Trim
by the stern으로 하려고 한다. 약 몇 톤의
청수를 옮겨야 하는가?
(단, Mcm은 100m-ton이고 F.P.T.에서
A.P.T.까지의 수평 거리는 100m, 부면심은
선체중앙에 있다.)

가. Repaired

나. Synchronized

가. 10톤

나. 20톤

사. Overhauled

아. Tested

사. 30톤

아. 40톤

사. RW

아. TC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log book which must be submitted
to the owner or charterer of the ship at
the end of a voyage is (
)."
가. an abstract log

나. an official log

사. a deck log

아. doppler log

4. 표준해수에 떠 있는 선박의 길이가 120m,
폭 15m, 수선면적 계수 0.70일 때 매 cm
배수톤은 약 얼마인가?
가. 10.7톤

나. 11.3톤

사. 12.9톤

아. 13.1톤

5. 탱커의 정전기 방지를 위한 작업복으로 가
장 적합한 옷감은?

[상 선 전 문 ]

가. 면

나. 모

1. 유탱커에 장치된 Inert gas system에서
Fan(Blower)의 송풍 용량은 Cargo oil
pump용량 총합의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
가?

사. 혼방

아. 합성섬유

가. 1.25배

나. 1.5배

가. 섭씨 45도

나. 화씨 60도

사. 1.75배

아. 2배

사. 섭씨 60도

아. 화씨 90도

2.

데릭(Derrick)을 이용한 하역시 Gun
tackle(2배력)로써 6톤의 화물을 2개의 동
활차를 통하여 감아 올릴 때 Hauling part
에 약 몇 톤의 힘이 필요하겠는가?
(단, Sheave의 마찰저항은 1개당 전 하중
의 1/10이 가해지는 것으로 본다.)

6. 유조선에서 화물유의 계산시 화물의 표준
온도는?

7. ISO에 따른 컨테이너의 외부 표시항목이 아
닌 것은?
가. 최대총중량(Rating)
나. 자체중량(Tare weight)
사. 품질마크(Quality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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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부치수(Internal dimensions)
8. 선박법상의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름, 전기, 가스, 원자력 등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기선이다.
나.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으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면 기선으로, 주
로 돛을 사용하면 범선으로 본다.
사. 선박의 종류로는 기선, 범선, 부선 뿐이다.
아. 자항능력이 없는 부선 중에는 압항부선만을
선박법상의 선박으로 본다.
9. 한국 선박의 소유자가 취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가. 한국 선박의 소유자일지라도 반드시 한국에
선적항을 정할 필요는 없다.

12. 선박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선장

나. 선박의 종류

사. 선적항

아. 총톤수

13. 선박국적증서의 법적 효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한국 국기의 게양

나. 한국 선원의 승선

사. 선박톤수의 증명

아. 항행허가

14. 개품운송 계약에서 통상 운송 계약서 대신
사용하는 서류의 명칭은?
가. Bill of Lading

나. 선박의 선적항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Charter Party

사.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한다.

아. Insurance Policy

아. 국내 선박이 선적항으로 정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이어
야 한다.

15. 선주가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대여하고 용선자는 선장 이하 전 선원을
고용하여 선장을 통해 선박을 점유하는 용
선 계약은?

사. Contract of Affreightment

10. 선박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가. Time charter

나. Bare-boat charter

가. 국제법상으로도 필요한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 Trip charter

아. Lumpsum charter

나.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하게 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16. 하역 인부들이 하역 작업을 할 때, 본선 하
역설비의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일어난 화
물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가?

사.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사항이나 선박의
등록에 관한 행정상 감독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아.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절한 운영과 해상질
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 권익을 보호하
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1. 문 제 삭 제

214

제2회

가. 운송인

나. 하역 인부

사. 하역회사

아. 운송인과 하역회사

17. 선적시에 발행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
은?

2014년도 문제지

가. Stowage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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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처분해야 하는가?

나. Shipping Order
사. Exception List

가. 3해리

나. 6해리

아. Out-turn Report

사. 12해리

아. 25해리

18.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 조난신호를 계속적으로 청수하기 위한 국
제적인 주파수가 아닌 것은?

가. Collision

나. Stranding

사. Wear and tear

아. Sinking

가. 500 kHz (무선전신)
나. 2182 kHz (무선전화)

19. 선박보험에서 명시담보에 속하지 않는 것
은?

사. 156.8 MHz FM (채널 16, 무선전화)

가. 항해제한담보(Institute Warranties)

25. 국제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 편람(IAMSAR)
에서, 선박보고 제도로 SAR 임무 조정자
(SMC)가 신속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나. 선비담보(Disbursement Warranties)
사.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아. 감항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20.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가스
류는 몇 급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아. 131.5 MHz AM (무선전화)

가. 조난 상황의 부근에 있는 선박 식별
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간 단축
사. 선박과 접촉하는 방법

가. 제1급

나. 제2급

사. 제3급

아. 제7급

21. SOLAS협약에서 구조정은 몇 분 이내에 진
수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된 상태로 탑재
되어야 하는가?
가. 2분

나. 3분

사. 5분

아. 10분

22. SOLAS협약에서 구조정은 몇 노트까지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가. 4노트

나. 5노트

사. 6노트

아. 10노트

23. MARPOL 73/78 협약에서 특별해역 외의
경우 분쇄기를 통하여 배출된 음식쓰레기
는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몇 해리 떨어

아. 유용한 선박의 정보 인식

[어 선 전 문 ]
1. 어획물을 선상에서 처리할 때, 사후경직 시
간의 연장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처리법은?
가. 조업어장의 해수 온도와 같은 온도로 수빙
나. 즉살
사. 약간 가열한 후 급냉
아. 산 채로 어획된 것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죽
도록 방치
2. 글레이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동결이 끝난 어체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얼음옷을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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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는 것이다.

수록 크다.

사. 글레이징 후의 동결 어체 중량이 7% 이상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 동결어체의 표면에 두께 2~7mm의 얼음옷
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3.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처리 원칙으로
틀린 것은?

사. 유동수는 GM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아. GM감소 비율은 격벽 등분수의 제곱에 반비
례한다.
8.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할 때 주의할 사항으
로서 틀린 것은?
가. 어획물 사이에 얼음 조각이나 소형의 어류
를 함께 적재함으로써, 화물틈이 없도록 한
다.

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나. 저온에서 보관한다.
사. 정결하게 다룬다.
아. 사후 경직이 빨리 일어나게 한다.
4. 어획물 동결품의 제조 공정을 바르게 나열
한 것은?
가. 전처리-동결 저장-글레이징-동결
나. 글레이징-포장-동결-동결 저장

나. 어창의 보냉 상태, 냉각 능력, 저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한다.
사. 던니지, 칸막이판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
하면 어획물 선적량을 감소시키고 중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선도 유지와
화물 이동 방지에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한
다.
아. 여러 종류의 어획물을 함께 적재할 경우 가
능한 한 어창별로 같은 종류를 적재한다.

사. 전처리-동결-글레이징-동결 저장
아. 쇄빙-동결-동결 저장-글레이징
5. 다음의 어획된 어류 중 사후 부패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고등어

나. 옥돔

사. 넙치

아. 명태

6. 총톤수 500톤인 트롤어선의 선폭이 10미터,
횡요 주기가 8초라 하면, 이 어선의 GM은
얼마인가?
가. 0.6미터

나. 0.8미터

사. 1.0미터

아. 1.2미터

7. 유동수가 선박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동수의 양이 많을수록 GM은 크게 감소한
다.
나. GM의 감소는 유동수의 자유표면 면적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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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냉매나 브라인으로 냉각된 금속판 사이에
어획물을 끼워서 동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송풍 동결법

나. 침지식 동결법

사. 접촉식 동결법

아. 액체 동결법

10. 어선의 만재흘수선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표시한 흘수는 숫자의 상단을 그 숫자가 표
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아. 표시한 흘수는 선저에서 최대흘수선상까지
3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 크기의 아라비
아 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여야 한
다.

2014년도 문제지

11.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받아야 할 검사는?
가. 정기검사

나. 임시검사

사. 특별검사

아. 임시항행검사

항해사 3급

그물의 어느 부분에 부착하는가?
가. 등판

나. 밑판

사. 옆판

아. 날개

17. 어로기기에 사용되는 유압유에 대하여 잘
못 설명한 것은?

1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가. 원유, 동식물성유가 주로 사용된다.

가. 3월 이내

나. 4월 이내

사. 5월 이내

아. 6월 이내

아. 틈에서 새지 않을 정도의 점도가 유지되어
야 한다.

13. 우리나라 연안의 대표적인 표층 끌그물 어
법으로, 항해 중인 선박에서 이 어구의 전
개 위치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는 어구는?

나. 비압축성이고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사. 열을 전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18. 선망어업에서 조류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가. 의도하는 망 형상의 형성
나. 그물자락의 떠밀림 예방

가. 동해구 트롤

사. 양망시간의 예측 및 결정

나. 쌍끌이 기선 저인망

아. 정조의 예측

사. 멸치 기선 권현망
아. 선망
14. 다음 어구 중 우리 나라 동해안에서 꽁치
를 주 대상으로하며 조업 중 순대말이를
주의해야 하는 어구는?
가. 봉수망

나. 유자망

사. 저인망

아. 건착망

15. 그물실 및 밧줄을 반복 사용함에 따라 섬
유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9. 어류의 일주기 연직운동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빛 강도는 일주 변화와는 관계가 적다.
나. 조류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 대부분의 표영성 어류는 일몰 전에 군을 형
성하여 표층까지 떠오른다.
아. 대부분의 어류는 일출 이후에는 수온약층의
상부에서 유영한다.

아. 내부 마찰 및 연화에 의한 마모

20. 77/93 토레몰리노스 협약의 소화 호스는
승인된 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사용이 요구
되는 어떠한 장소에도 1줄기의 사수(射水)
를 방출하기에 충분한 길이여야 하고, 그
최대 길이는 (
)로 한다. (
)속에
맞는 것은?

16. 개량식 안강망 어구의 전개장치인 범포는

가. 10미터

가. 섬유자체의 긴장에 의한 변형
나. 내부 마찰 및 연화에 의한 변형
사. 마찰열에 의한 섬유의 경화

나. 20미터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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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0미터

항해사 3급
아. 40미터

21. 77/93 토레몰리노스 협약에서 선박은 조업
예정해역의 계절적인 기후조건과 해상상태,
업종 및 조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영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아. 접속 수역은 UN이 설정한 연안국 영해 범
위 밖의 일정한 수역이다.
25.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에서 유성
혼합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 유분 농도가 15ppm 이하인 혼합물

가. 격심한 바람

나. 갑판 유입수

나. 유분 농도가 15ppm 이상인 혼합물

사. 격심한 횡요

아. 격심한 종요

사. 유분 농도가 100ppm 이상인 혼합물

22.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에서 길이 24미터
의 선박에 설치되지 않아도 좋은 설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아. 유분을 함유한 혼합물

제 3 회

가. 자기 컴퍼스
나. 수평의 호 360도에 걸쳐 정밀하게 방위를
측정하는 수단
사. GPS수신기
아. 표준 컴퍼스가 있는 장소와 선교간의 통신
수단
23. UN 해양법 협약의 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

해

]

1. 사방점과 사우점 선수 방위에서 일정한 편
서자차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
는가?
가. 연철구 수정량을 늘인다.

가. EEZ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에서 새로
등장한 바다의 구분이다.

나. 연철구 수정량을 줄인다.

나. 연안국이 자기 나라의 EEZ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관할권뿐이다.

아. Flinders bar로 조정한다.

사. EEZ는 연안국의 배타적 지배권에 종속되나
국가 영역이 아니다.
아. EEZ는 자원 이용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된다.

사. 컴퍼스의 위치를 변경시킨다.

2. 톱 헤비(Top heavy)식 자이로 컴퍼스에서
로터의 회전 방향은?
가. 남단에서 보아 반시계 방향

24. 다음 중 UN 해양법 협약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나. 북단에서 보아 반시계 방향
사. 동쪽에서 보아 시계 방향
아. 서쪽에서 보아 반시계 방향

가. 내수는 영해 기선의 육지 쪽 수역이다.
나. 내수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이 원칙적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육분의 오차 중 Side error는?

사. 영해 기선에는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

가. 호라이즌 글라스가 기면에 수직이 아닐 때

218

제3회

2014년도 문제지

발생한다.
나. 인덱스 글라스가 기면에 수직이 아닐 때 발
생한다.

8. 해도 도식의 "
것은?

항해사 3급

Wk" 를 가장 옳게 설명한

사. 인덱스 글라스가 기면에 평행이 아닐 때 발
생한다.

가. 수심 5.2 m인 침선

아. 호라이즌 글라스가 기면에 평행이 아닐 때
발생한다.

사. 수심 5.2 m인 수중 장애물

나. 5.2 m의 위험 수심
아. 수심 5.2 m인 암암

4. 스페리식 자동조타장치에서 'Rate' 조정은
무엇을 조정하는 것인가?

9. 무선표지국 등의 위치와 성능 등이 기재되
어 있는 것은?

가. 복원타의 이득을 조정한다.
나. 제동타의 이득을 조정한다.

가. 항로지

나. 조석표

사. 날씨에 대한 이득을 조정한다.

사. 등대표

아. 국제신호서

아. 적분 동작에 대한 이득을 조정한다.
5. 해도에 표시되는 광달거리를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지리학적 광달거리
나. 광학적 광달거리

10. 기본수준면으로부터 대조의 평균 고조면까
지의 높이는?
가. 대조승

나. 대조차

사. 평균조승

아. 소조승

11. 한류성 해류는 어느 것인가?

사. 명목적 광달거리
아. 지리학적 및 명목적 광달거리 중 작은 값
6. 동방위 표지의 두표(Top Mark)에 해당되는
것은?

가. 리만 해류

나. 대한 해류

사. 쿠로시오 해류

아. 황해 해류

12. 연안 항해 중 기적 등의 반향음을 이용하
여 육안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때에는 어떤
공식이 이용되는가? 단, D는 거리(해리), t
는 반향음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초)
가. D = 0.8 t

7. "무선방향 탐지국 및 무지향식 무선표지국의
유효거리는 보통 낮이면 약 ( A )마일, 밤
이면 약 ( B )마일이다."
( A )와 ( B )에 적합한 것은?
( A )
( B )
가.

50

50

나.

50

150

사.

150

50

아.

150

150

사. D = 0.18×t/2

나. D = 0.18 t
아. D = 340×t/2

13. 추정침로의 오차로 인한 위치선의 전위오
차가 커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선수미 방향 천체관측에 의한 위치선의 전
위
나. 위치선과 전위침로의 교각이 0˚ 또는 180˚
에 가까울 때
제3회

219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3급

사. 전위 항정이 클 때

나타나서 소형선으로 오인되는 현상을 무
엇이라 하는가?

아. 전위 침로의 오차가 클 때
14. 피험선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간접 반사

나. 거울면 반사

사. 다중 반사

아. 2차 소인 반사

가. 선수물표의 방위선

나. 4점 방위법

사. 수평위험각법

아. 수직위험각법

21. 본선 침로 090˚(T&G), 진속력 18노트로 항
행중 방위변화가 없이 계속 접근하는 선박
을 플로팅하였다. 16시 30분에 진방위 000
˚, 거리 12마일이었고 10분뒤인 16시 40분
에 진방위 000˚, 거리 9마일이었다. 이 선
박의 진침로는 약 몇 도인가?

15. 선박이 항해한 항정과 동서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항법은?
가. 평면 항법

나. 거등권 항법

사. 중분위도 항법

아. 점장위도 항법

16. 점장위도 항법에서 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
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가. 진북(N)으로 항해할 때
나. 북동(NE)으로 항해할 때
사. 진동(E)으로 항해할 때
아. 진남(S)으로 항해할 때

가. 045˚

나. 090˚

사. 135˚

아. 180˚

22. 레이더에서 수평 빔 폭으로 인한 방위오차
를 제거하기 위한 수정치는 어느 것인가?
가. 수평 빔 폭

나. 수평 빔 폭의 1/2

사. 수평 빔 폭의 1/4

아. 수평 빔 폭의 1/6

23.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고도 개정요소 중 항상 (+)를 해 주
는 것은?

가. 송신 출력의 4승근에 비례한다.

가. 육분의 기차

나. 안고차

나. 안테나 이득을 올리면 탐지거리가 증가한
다.

사. 기차

아. 시차

사. 주파수가 낮은 쪽이 탐지거리가 길다.
아. 펄스폭이 짧을수록 탐지거리가 증가한다.

18. 어떤 순간의 천체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지구표면과 만나는 점은?
가. 적위

나. 지위

사. 천의 극

아. 정점

24. 쌍곡선 항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접하는 2개의 쌍곡선의 간격은 기선상에
서 가장 좁다.

19. 문 제 삭 제

나. 기선에서 멀어질수록 쌍곡선의 간격은 넓어
진다.

20. 강을 가로 지르는 고가전선이나 철교 등에
전파가 직각으로 부딪힌 부분에서만 반사
파가 돌아와 레이더 스크린에 작은 점으로

사. 기선의 길이가 길수록 쌍곡선 항법의 이용
가능 범위는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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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다.
25. 입항 항로 선정 시 침로를 정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사 3급

사. 풀아웃시험(Pull-out test)
아. 스러스터시험(Thruster test)
5. 양묘시 묘쇄의 신출 길이가 수심의 약 1.5
배가 될 때의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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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nchor aweigh

나. Up anchor

사. Up and down anchor

아. Short stay

6. Foul hawse 상태에서 꼬인 회수가 한바퀴
꼬인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Cross

[ 운

용

나. Elbow

]

사. Round turn

1. 표준 Frame space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
는가?

아. Round turn and Elbow

2. Senhouse slip은 어느 곳에 있는가?

7. 단묘박 중인 선박의 해수 중 묘의 무게는 3
톤, 단위 묘쇄의 수중 무게는 0.2톤이며, 해
저와 접합된 묘쇄의 길이는 60미터이다. 이
선박의 총 파주력은 얼마인가?
(단, 묘의 파주 계수는 5 이고, 묘쇄의 파주
계수는 1 이다.)

가. Mooring winch

나. Controller

가. 23톤

나. 25톤

사. Chain locker

아. Windlass

사. 27톤

아. 29톤

가. 만재흘수

나. 톤수

사. 배의 길이

아. 배의 폭 및 깊이

3. 선체의 갑판 형상 특징으로 갑판 빔(Beam)
의 중앙부를 양현측보다 높게하여 설계하는
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8. 만재시 유조선이 일반화물선보다 최대 복원
각 및 복원성 범위가 작은 이유는?
가. 선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 Flare

나. Sheer

나. 풍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 Camber

아. Pillar

사. 선수가 낮기 때문에

4. 선박조종 관련 시험 중에서 선수요 저지성
능(Yaw-checking ability)을 측정하는 IMO
표준 선박조종성 시험은?
가. 선회시험(Turning test)
나. 지그재그시험(Zigzag test)

아. 건현이 작기 때문에
9. 정적 복원력 곡선도상 최대 복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최대 횡요각이라 하고 복원력이 없어지는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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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판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각과 거의 같
다.
사. 복원력 소실각의 약 1/2정도이며 복원성이
최대가 되는 각이다.
아. 위험 횡요각이며 그 이상의 각도에서는 복
원력이 줄어든다.
10. 복원력 교차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무게중심 위치를 경사각에 따라서 계산하여
그린 곡선이다.
나. 각 경사각에 대한 메타센터의 높이를 곡선
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 무게중심의 위치를 일정하게 가정해 놓고,
각 배수량 및 경사각에 대한 복원정을 곡선
군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 트림이 심한 경우의 배수량을 산정하기 위
하여 선박의 각 단면에 있어서의 단면적을
계산하여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바람

나. 해면의 기울기

사. 달의 인력

아. 해수의 밀도차

14. 지상의 전선은 상공으로 갈수록 약화되어
마침내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가. 기압골

나. 저기압

사. 안장부

아. 기압마루

15. 해상에서 지상풍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은
대략 몇 도인가?
가. 10˚이하

나. 5˚~15˚

사. 15˚~30˚

아. 45˚이상

16. 기관의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실린더 내의 연소압력이 피스톤에 실제로
작용하는 동력을 지시마력이라 한다.

11. 야간 항해시 타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당직 사관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일은?

나. 크랭크축 단에서 계측된 마력을 제동마력이
라 한다.

가. 즉시 선장에게 보고한다.

아. 1마력[PS]을 SI계의 킬로와트[kW]로 나타
내면 736[kW]이다.

나. 유지선이면 계속 항해한다.

사. 제동마력과 지시마력의 비를 기계효율이라
한다.

사. 충돌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아. 기적을 사용하여 경고신호를 발령하고 상황
을 살핀다.

17. 보조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 직접 선체를 추진하는 기계를 말한다.

12. 항해당직교대 시 인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나. 기관실 보기에는 발전기, 공기 압축기, 윤
활유 펌프 등이 있다.

가. 선내 일과의 진행상황

사. 갑판보기에는 하역장치, 계선장치, 조타장
치 등이 있다.

나. 시계 내의 물표의 위치
사. 선장의 지시나 전달사항
아. 선위와 본선의 속력 및 현침로
13. 해류의 형성 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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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기와 주 보일러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를
말한다.
18. 선박 충돌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양 선박을 계류색으로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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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 선명, 선적항, 소유자, 출항지, 도착항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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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항해구역으로 나누어 탑재할 장비를
결정하고 있는가?

사.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다.

가. 2개 해역

나. 3개 해역

아.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사. 4개 해역

아. 5개 해역

19. 좌초 직후의 기관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24. 선원노동관계규범 중 선원 노동의 최저기
준을 정한 규범은?

가. 손상부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 근로기준법

나. 선원법

나. 프로펠러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 선원근로계약

아. 승선취업규칙

사. 진흙이나 모래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아. 거주구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 쇼크환자 발생시 가장 좋은 환자의 체위
는?

25. 본선 안전관리에서 설비의 안전화를 기하
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 설비의 잠재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재해
를 예방하는 데 있다.

가. 엎어서 누워 있게 한다.

나. 선박의 설비를 보호하는 데 있다.

나. 옆으로 눕히고 맛사지를 해 준다.

사. 부하 선원의 정비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
다.

사. 상체를 높여서 눕게 하고 음식을 준다.
아. 반듯하게 눕히고 보온하며, 하체를 약간 높
여준다.
21. 선박의 입항시 보건상태 신고서에 기록하
지 않는 것은?
가. 검역전염병 또는 그 유사한 환자발생 여부
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
사. 부상환자의 유무

아. 선원의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다.

[ 법

규

]

1. 개항질서법상 항계 안의 항법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선박은 항로 안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
다.

아.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

나. 선박이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
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2. 구명 뗏목에는 1인당 비상식수가 최소 얼
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사. 선박은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을 절대 추월
할 수 없다.

가. 1.5리터

나. 2~3리터

아.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
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4~5리터

아. 5리터이상

23. GMDSS에 도입하는 각종 무선설비는 지리
적인 유효범위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따라 각기 한계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몇

2. 선원법상 선장이 조난선의 구조요청을 받고
구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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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나. 구조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 장소까지 갈 수 없는
경우
아. 조난 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
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3.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갱신요
건이 아닌 것은?
가. 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1년 이상 선박직원
으로 승선하는 것
나. 면허의 유효기간중에 3년 이상 선박검사원,
운항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

아. 최근 3년간 외국 항만국통제로 인한 출항
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 정지
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
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
로써 그 결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나.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경
우에 재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는 것

사. 해기사나 도선사 외의 해양사고 원인에 관
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
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아. 면허갱신을 위한 해양수산부령의 시험에 합
격하는 것

아.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
는 재결을 할 수 있다.

4. 선박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일의
정의로서 가장 정확한 것은?

7.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의 화물구역으로부
터 기름의 배출이 허용되기 위해 충족되어
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날짜로서 매 5년마
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
하여 매 1년이 되는 날
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키 위하여 혹은 그 효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아. 정기검사를 완료한 다음 날에 해당하는 매
년의 날짜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
는날
5. 선박안전법상 대한민국 선박 중 외국항만의
항만국 통제에 의한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
나. 선령이 10년을 초과하는 위험물운반선
사.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국통제로 출항
이 정지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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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해중 기름의 순간배출율이 1해리당 30리
터 이하일 것
나. 배출중에는 규정에 정해진 기름오염방지설
비를 작동 시킬 것
사. 배출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5해리 이상 떨
어진 장소에서 행할 것
아. 1회의 항해중 배출총량은 그 전에 적재한
화물총량의 30,000분의 1 이하일 것
8. 총톤수 4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
(국제 특별해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
외)이 기관구역에 설치해야 할 기름오염방
지설비가 아닌 것은?
가.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나. 기름여과장치
사. 배출관장치
아. 유성찌꺼기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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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상법상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 사항이 아
닌 것은?
가. 선박의 명칭
나.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사. 선박소유자의 성명
아. 운송물의 외관상태
10. 공동해손이 성립되는 처분은?
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처분
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분
사. 제3자의 처분

항해사 3급

할 경우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기적신호
를 울려야 한다.
나. A선박은 B선박을 추월할 경우 추월 항법에
규정된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사. B선박은 A선박의 추월신호를 듣고 이에 동
의할 경우 장음 1회, 단음 1회, 장음 1회
및 단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리고 A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
다.
아. B선박이 A선박의 추월신호에 동의한 후 추
월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A선
박과 B선박에게 각각 동일한 과실 책임이
주어진다.

아. 선장의 의도적인 처분

1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유지선의 일차적
인 의무는?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조기피항 의무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사. 주의환기신호를 할 의무

나. 선박의 보안에 관한 사항

아.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할 의무

사.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인증
심사 종류로서 옳게 표시한 것은?
가. 최초심사 - 갱신심사 – 중간심사
나. 최초심사 – 수시심사
사. 최초심사 - 중간심사 – 수시심사
아. 최초심사 - 갱신심사 - 중간심사 - 수시심
사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시계가 양호한 좁
은 수로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A선박과 추
월당하는 B선박 상호간의 항법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 A선박과 B
선박은 길이 20미터 이상의 동력선이다. )
가. A선박은 B선박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고자

나. 침로와 속력의 유지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무중 항해 시 2분
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와 단음 2
회 신호를 울려야 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조종불능선

나. 조종제한선

사. 범선

아.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

16.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기뢰제거작업에
종사중인 선박이 표시하는 3개의 녹등의
의미는?
가. 자선의 전주위로 1,000미터 이내에는 위험
하다.
나. 자선의 전주위로 500미터 이내에는 위험하
다.
사. 자선의 선미방향으로는 1,000미터, 정횡으
로는 100미터 이내에는 위험하다.
아. 자선의 전주위로 현재는 선박의 통항이 안
전하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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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둔 원추형 형상물을 달고 있는 선박은?
가. 돛과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항행하는 선
박
나. 항행중인 길이 7미터 미만의 범선
사.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선박

가. 안개 속에서 항행 중

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나. 눈보라 속에서 항행 중
사. 부근에 안개덩이가 있는 때 항행 중
아. 선박이 시정이 제한된 수역에서 정박중일
때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현측에 붙어서 끌
려가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는?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등화 및 형상물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현등, 예선등

나. 현등, 선미등

사. 선미등, 예선등

아. 선미등, 전주등

가. 예선등은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
색등이며, 선미등의 하부에 표시한다.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예인선이나 피예
인선이 예인선 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넘
을 때 표시하는 형상물은?

나. 선미등은 선미에 가까이 설치되어 135도에
이르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백색등이다.
사. 전주등은 360도에 이르는 수평의 호를 비
추는 등화이다.
아. 섬광등은 매분 120회 이상의 주기로 규칙
적인 간격을 두고 섬광을 발하는 등화이다.
19.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형상물에 대한 규
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마름모꼴 형상물

나. 구형 형상물

사. 원통형 형상물

아. 원추형 형상물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준설 및 수중작업
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장애물이 있는
쪽에 추가하여 표시해야 하는 등화 및 형
상물로 옳은 것은?

가. 조종불능선은 수직선상에 2개의 구형 형상
물을 표시한다.

가. 녹등 2개, 마름모꼴 형상물 2개

나. 조종제한선은 수직선상에 구형, 마름모꼴,
구형의 형상물을 표시한다.

사. 백등 2개, 구형 형상물 2개

나. 홍등 2개, 구형 형상물 2개

사. 흘수제약선은 1개의 원통형 형상물을 표시
한다.

아. 백등 2개, 마름모꼴 형상물 2개

아. 범선은 장구형 형상물을 표시한다.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조종신호를 해야
하는 시기는?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피예인선에서 표
시해서는 아니 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은?

가. 선박이 서로의 시계 내에 있을 때
나. 시정이 제한되어 있을 때

가. 마스트등

나. 현등

사.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을 때

사. 선미등

아. 마름모꼴 형상물

아. 상기 (가) 및 (나)의 경우

2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정점을 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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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perate the nearest fire alarm

[ 영

어

]

사. Telephone the control room

1. Choose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means a mark or place at
which a vessel comes under obligatory
entry, transit or escort procedure."
가. Way Point
사. Receiving Point

나. Reporting Point
아. Calling-in-Point

아. Inform a member of the crew
6. If we shift fuel oil so that the trim
and KG of the ship remain the same but
free surface correction for the fuel oil
tanks is reduced, what happens to the
metacentric height(GM)?
가. GM is decreased.

2. Choose the correct one.
"This is a wheel order when you want a
helmsman to steer a steady course on
the compass heading indicated at the
time of the order."
가. Midships

나. Steady

사. Meet her

아. Steady as she goes

3.

Select one not
principles.

suitable

for

SMCP

가. Steady on one two three degrees!
나. Starboard twenty five!
사. Keep the buoy to port side.

나. GM remains the same.
사. GM is increased.
아. GM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7.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s in
common.
A : What is the course to (
) you?
B : The course to (
) me is 275˚.
가. look

나. run

사. leave

아. reach

8. Large vessel is leaving. Keep clear of
channel approach. The underlined part
means:

아. Port, steer zero eight four!
4. Select a group suitable for the blanks.
"How much (
) is (
) the
cable?"
(묘쇄의 장력이 어떠한가?)
가. tension, to

나. weight, on

사. counter, on

아. grow, for

5. Choose the improper one.
"If you detect a fire, smell, fumes or
smoke, act immediately as follows:"

가. Avoid

나. Close

사. Pass

아. Go by

9. Fill the blank with the most proper word.
From what direction are you (
)?
가. approaching

나. proceeding

사. leading

아. manoeuvring

10. Fill the blanks with proper ones.
"I have damage (
) water line. So,
I am not (
) command."

가. Call out "Fire!“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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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nder, yet

나. above, below

사. inside, above

아. below, under

11.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n the horizon mirror and the index
mirror of sextant are parallel and the
zero on the vernier does not correspond
to the zero on the main scale, the
difference is known as (
)."
가. Index Error

나. Side Error

사. Horizon Error

아. Collimation Error

12. Fill the blank :
Spring
tides
(

are

tides

that

).

가. have lows lower than normal and highs
higher than normal
나. have lows higher than normal and
highs lower than normal
사. are unpredictable
아. occur in the spring of the year
13. 문 제 삭 제
14. 문 제 삭 제

(
) of the fire, we reduced
speed in order to avoid the fire
spreading.
가. outbreak

나. taking

사. outline

아. extinguishing

17. What is the main function of a bilge
keel?
가. Adding strength to the bilges
나. Reducing rolling
사. Acting as a bumper when vessel is
docking
아. Keeping the vessel upright position
18. Select the correct one for
(
) is a designated
the landward boundary
separation scheme and
coast intended for coastal

the blank.
area between
of a traffic
the adjacent
traffic.

가. Fairway
나. Traffic lane
사. Inshore traffic zone
아. Off shore installation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nvolves
taking
observations of the sun, moon and
stars with a sextant."

19. “In international waters, you sight a
vessel showing an all-round white light
on the bow and on the stern together
with two red lights in a vertical line.
This would indicate a vessel (
)"

가. Electronic Navigation

가. engaged in underwater operations.

나. Terrestrial Navigation
사. Celestial Navigation

나. fishing with gear outlying over 500
feet.

아. Gyro-Navigation

사. dredging.
아. aground.

16. Fill in the blank with the most suitable
one.
Immediately after we discover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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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from Ships.
가. NOx technical code
나. Ozone depleting substances
사. Sludge oil
아. Standard discharge connections
21. On a voyage charter party when the
vessel is in port, the charter will
specify a definite period of time for
loading or discharging of cargo. This
time is called (
).
가. demurrage

나. dispatch

사. days of readiness

아. laydays

22. Select one which has no relation with
other three words among the following
examples.
가. IBC Code

나. UNCLOS Code

사. IGC Code

아. IMDG Code

23. Select the most appropriate on the
blank.
"Cast off, left from the quay and
proceeded to the sea (
)."
가. engines variously as required using
나. variously engines as required using
사. as required using variously engines
아. using engines variously as required
24. Select one which CANNOT be replaced
with the underlined part.
The tanker was carrying some 47,800
tons of low sulphuric Indonesian crude
oil.

항해사 3급

25. In the following telex, what does the
underlined part mean?
A REPORT IS NOT AVAILABLE FOR
THE TIME BEING BUT WILL BE
FORWARDED TOGETHER WITH EXACT
DETAILS OF THE ACCIDENT.
가. at once

나. for a while

사. as soon as possible

아. without delay

[ 상 선 전 문

]

1. 선적화물의 손상시 운송인의 면책을 위한
증거 서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Sea protest
나. Boat note
사. Hatch survey report
아. Draft survey report
2. 하역 작업시에 Cargo Wire에 걸리는 안전하
중을 위한 동하중 계수는?
가. 1.2

나. 1.3

사. 1.4

아. 1.5

3. 길이 50m, 폭 10m, 깊이 5m인 직육면체
형 선박이 표준해수에서 등흘수 2.15m로
떠 있을 때 배수용적은 몇 ㎥인가?
가. 975m³

나. 1,000m³

사. 1,025m³

아. 1,075m³

4. 선박의 트림 및 흘수계산에서 필요하지 않
는 요소는?
가. 부면심의 위치(F)

가. laden with

나. conveying

나. 매 cm 트림 모멘트(Mcm)

사. transporting

아. dispatching

사. 매 cm 배수톤(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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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메타센터 높이(GM)
5. Dunnage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선박법상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
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가. 선창의 Broken space를 줄일 수 있다.

나.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나. 화물의 이동을 방지한다.

사. 자력항해 능력이 없는 부선의 경우

사. 하중을 분산시킨다.

아. 항행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아. 통풍환기를 양호하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용적 (
)의 중량이 (
)을 넘지 않는 화물을 용적화물이라고 말
한다." (
)에 적합한 것은?

10. 선박법상 외국 선박은 한국의 불개항장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항할 수 없
다. 이 때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1ft³, 1 Long ton

가.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나. 40ft³, 1 Long ton

나. 선박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 1㎥, 1 Long ton

사. 해양사고,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아. 40㎥, 1 Metric ton

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

7. 추운 지방에서 더운 지방으로 항해할 때 흡
습성 화물을 적재한 화물창 통풍 요령으로
옳은 것은?

11. 선박법상의 선적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적항은 시, 읍, 면의 명칭에 따른다.

가. 화물의 온도가 외부의 노점보다 높을 때만
통풍한다.

나. 선적항은 행정 감독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선박에 특정된 항구이다.

나. 통풍하지 않는다.

사. 선적항이란 선박 소유자가 선박 등기 및 등
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는 곳이
다.

사. 노점만 상승하도록 통풍한다.
아. 계속 통풍한다.
8. 선박법의 의의로 볼 수 없는 내용은?
가. 선박의 안전과 선장의 지휘 통솔 및 선내
질서유지를 위한 법이다.
나.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법적 규정이다.
사. 선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해사 행정상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 많은 선박이 외국을 왕래하면서 공해상을
항행하므로 선박법은 국제법상으로도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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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적항은 반드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
면에 접한 곳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12. 문 제 삭 제
13. 국제톤수증서의 변경신고의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것은?
가.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
사. 선박의 존부가 1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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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한 얼마 만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하는가?

14. 문 제 삭 제
15. RO/RO 방식의 컨테이너 운송에서 절대적
으로 필요한 설비는?
가. Gantry crane

나. Ramp way

사. Shifting board

아. Cell guide

16. 항해용선계약에서 양화시 선내 하역인부
임금 부담은 용선자, 그리고 선적시는 선
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나타낸 것은?
가. Free in

나. Free out

사. Free trimmed

아. Steamer trimming

17. 정기용선계약 중 선주의 부담비용이 아닌
것은?
가. 선원교체 비용

나. 선박 보험료

사. 선용품비

아. 화물 적·양화 비용

가. 1개월

나. 3개월

사. 5개월

아. 1년에 2회

21.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Ⅱ의 규정을
적용받는 유해액체물질 중 Y류 물질로 분
류된 화물을 양하 후 해당 탱크를 세정하
여 해양에 배출할 때의 요건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가. 자항선의 경우 최소 7노트 이상으로 항행
중에 배출할 것
나. 수면 상부에서 배출할 것
사.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1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아. 수심이 최소 25미터 이상인 곳에 배출할
것
22. MARPOL 73/78 협약상 기록해야 하는 기
름기록부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가. 최후의 기재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1년간

18. Hire Base 계산시 직접선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예비선원 대명료
나. 정기검사 수리비
사. 소모성 비품의 구입비
아. 선박보험료
19. 해난 구조에서 "No cure, no pay"는 무엇
을 뜻하는가?

나. 최후의 기재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2년간
사. 최후의 기재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3년간
아. 최후의 기재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5년간
23. IAMSAR Manual 에서 자동화된 상호-원조
선박구조(AMVER) 제도의 참여 이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신속한 원조의 가능성
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간 단축
사. 위치적으로 불리한 선박의 지원 요청 조정

가. 계약없이 구조한 경우 보수는 없다.

아. 유용한 선박의 정보 인식

나. 구조가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는 없다.
사. 인명 구조의 경우는 보수가 없다.
아. 구조 의무없이 이루어지면 보수는 없다.

24. IAMSAR Manual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
구조조정본부 "를 의미하는 용어는?

20. SOLAS 협약상 선박에서의 비상조타 훈련

가. RCC

나. RSC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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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TG

아. RTT

경제성과 효율성이 양호하여 가장 널리 이
용되고 있는 방법은?

25. 문 제 삭 제
가. 기체의 팽창에 의한 냉각 방법
나.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

[ 어 선 전 문 ]

사. 증발하기 쉬운 액체를 증발시키는 방법

1. 어패류가 변질되기 쉬운 이유로서 틀린 것
은?
가. 세균의 부착 기회가 많다.

아. 열전 냉각을 이용하는 방법
6. 냉동톤이란, 0℃의 물 1ton을 몇 시간 동안
에 0℃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
능력을 말하는가?

나. 체조직이 연약하다.
사. 효소의 활성이 작다.

가. 6시간

나. 12시간

아. 수분 함량이 많다.

사. 18시간

아. 24시간

2. 어패류의 생식이나 오염된 해수가 피부 상
처에 접촉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심하
면 2~3일 만에 사망하는 중독은 어느 것인
가?

7. 경사각 15˚ 이상 대각도 경사 때의 복원력
상태를 판단하는 곡선은?

가. 장염 비브리오

나. 콜레라 비브리오

사. 패혈증 비브리오

아. 담셀라 비브리오

3. 어획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처리 방법
이 잘못된 것은?
가. 사후 경직 시간을 늦추거나 시간을 지속시
킨다.
나. 고온건조 상태로 보관한다.
사. 어획 직후 즉살한다.
아. 어획물을 빠른 시간 안에 씻는다.
4. 지방질 함유량이 높은 연어, 참치, 청어, 고
등어, 정어리 등에 일반 빙장법 대신에 이용
되는 저장법은?
가. 빙온법

나. 부분 동결법

사. 냉장법

아. 냉각 해수 저장법

5. 어획물의 선도 관리를 위한 냉동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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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B곡선

나. 경사 시험 곡선

사. 초기 복원력 곡선

아. 정적 복원력 곡선

8. 어선에서 GM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선체
운동을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가. GM이 너무 커지면 복원력이 과대해져서
종요 주기가 짧아지고, 선체의 운동이 느리
게 된다.
나. GM이 너무 작으면 횡요 주기가 길어지고,
경사했을 때 직립 상태로 되돌아가는 각속
도가 작아진다.
사. GM이 너무 커서 횡요 각도가 커지면 선원
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획물의 이동으로 인
해 선체나 어획물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
다.
아. GM이 너무 작으면 복원력의 부족으로 선
체가 전복될 위험이 있다.
9. 어선 냉동장치의 냉매로 주로 쓰이며, 독성
과 폭발성이 강하여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
야 하는 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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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염화칼륨
사. 암모니아

나. 질소
아. 알코올

10. 어선법에서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총톤
수 측정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
나.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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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7~19℃

나. 18~20℃

사. 18~22℃

아. 21~24℃

16. 직사각형의 망 어구를 구성할 때, 가로 방
향의 성형율을 70%로 했다면 세로 방향에
는 몇 %의 성형율로 구성하면 그물이 고
루 펴지겠는가?

사. 선적항 관할 시· 도지사
아. 선적항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1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가. 약 50%
사. 약 70%

나. 약 60%
아. 약 80%

17. Rope를 R, Strand를 S, Yarn을 Y라 할
때, 제작되는 순서가 옳은 것은?

가. 어장을 변경했을 때
나.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 파손 등의 사
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가. R→S→F

나. Y→S→R

사. S→Y→R

아. Y→R→S

사.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

18. 선미식 트롤선의 어로설비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의 무선설비
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선박 검
사의 종류는?

가. 양승기, 캡스턴, 집어등
나. 끌줄 멍에, 설용두, 사이드 드럼
사. 압착 롤러, 사이드 드럼, 트롤윈치

가. 정기검사

나. 임시검사

사. 임시항해검사

아. 중간검사

13. 다음 중 소극적 어법에 해당하는 것은 어
느 것인가?
가. 두릿그물 어법

나. 끌그물 어법

사. 덮그물 어법

아. 얽애그물 어법

14. 연근해 통발 어선에서 모릿줄을 감아 들이
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는?
가. 볼 롤러

나. 라인 홀러

사. 로프 와인더

아. 사이드 드럼

15. 황다랑어의 어획 적수온대는?

아. 슬립웨이, 갤로스, 트롤윈치
19. 꽁치 유자망의 조업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서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가. 조업 어장의 판단은 어군이 표층 가까이에
뜨기 때문에 어군탐지기 등의 장비가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수색, 조경 등의 간접적인
지표를 이용한다.
나. 꽁치는 유영 중 장애물에 부딪쳤을 때, 그
것을 따라 유영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비교
적 밝은 때에는 만곡형으로 투망하지 않고
직선형으로 투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 투망 방향은 어군의 진행방향을 추정하여
대개 그것에 수직이 되도록 투망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 양망은 날이 새기 전에 시작하는데, 보통은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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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위쪽 선수에 가까운 현에서 실시한다.

당한 (
) 및 수밀 보전성에 각별히 유
의하여야 한다. (
)에 적당한 말은?

20. 77/93 토레몰리노스협약에서 구명뗏목의
수압 이탈장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경계, 복원력

나. 경계, 건현

사. 건현, 안정성

아. 건현, 복원력

가. 통상 상태에서 수압실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배수구를 가질 것

24. UN 해양법 협약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물 자원은?

나. 수압 이탈부에는 아연 도금 또는 기타 금속
도금의 것이 사용될 것
사. 파도가 수압 이탈 장치를 덮치는 경우에도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아. 제조 일자, 형식 및 제조 번호가 표기된 서
류 및 증명판을 갖출 것
21. EPIRB의 용도는 무엇인가?
가. 기상과 해황의 예보
나. 조난 선박의 수색 구조

가. 경계 왕래 어족

나. 고도 회유성 어족

사. 소하성 어류

아. 부어성 어족

25. MARPOL 73/78 협약에서 선박오수는 주관
청이 승인한 장치를 사용하여 마쇄 소독한
경우에는 영해 기선에서 (
)이상의
해역에, 그리고 마쇄 소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영해 기선에서 (
) 밖의 해
역에서 배출할 수 있다. (
)속의
적당한 말은?

사. 위성을 통한 상업 통신
아. 선박 보고 제도의 운용

가. 1해리, 9해리

나. 2해리, 10해리

사. 3해리, 12해리

아. 4해리, 25해리

22. STCW-F협약의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24미터 이상 당직항해사가 당직근무중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제 4 회

가. 항해설비의 위치 및 작동에 대한 초보적 지
식을 갖추어야 함.
나.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 위치와 속력을 확인
해야 함.
사. 필요시 키, 기관, 음향 및 발광신호 장치의
사용을 주저하여서는 아니됨.
아. 당직 인계 받을 때 예상되는 일체의 항해상
위험물에 유의해야 함.
23. STCW-F협약에서 어획물의 적재시 연료
등의 소모 및 악천후의 위험, 특히 겨울철
에는 착빙 발생 가능 지역에서 폭로 갑판
상 착빙의 위험을 고려하여 정박할 항구까
지의 항해 중에 항상 적당한 (
),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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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해

]

1. 자차수정 방법 중 임시 수정법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자차 계수의 값이 크지 않을 것
나. 최근에 실시한 수정의 결과가 양호할 것
사. 컴퍼스 자체에 결함이 없고 바른 위치에 컴
퍼스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 자차의 각 계수의 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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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용 자기 컴퍼스의 자차 수정 전에 준비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대부분 수중암초 등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가. 컴퍼스 카드의 마찰오차를 시험한다.

나. 신호의 강약으로 신호소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나. 수정연철구의 영구 자성 유무를 점검한다.
사. 동일한 세기를 가진 수정용 자석을 대칭으
로 삽입할 수 있도록 선별해 둔다.
아. 수정용 자석의 세기를 측정해 둔다.
3. 자차 계수 중 선수방위나 선박의 위치와 관
계없이 일정한 크기로 나타나는 것은?
가. 계수 A

나. 계수 B

사. 계수 C

아. 계수 D

4. 육분의 오차 중 부품 자체의 결함으로 생기
는 오차가 아닌 것은?
가. 분광 오차(Prism error)
나. 눈금 오차(Graduation error)
사. 편심 오차(Eccentric error)

사.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이용하여 신호소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아. 안개, 눈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나쁠 때 행
한다.
8. 우리나라 해도에서 수심의 기준면은?
가. 약최고고조면

나. 약최저저조면

사. 평균고조면

아. 저조면

9. 해도상 등대에 부기한 약기호 "Fl5s15m10M"
의 뜻은?
가. 등질:명암등, 주기:5초, 광달거리:15마일,
등고:10미터
나. 등질:섬광등, 주기:5초, 광달거리:15마일,
등고:10미터

아. 수직 오차(Perpendicularity error)

사. 등질:명암등, 주기:5초, 등고:15미터, 광달
거리:10마일

5. IALA 해상부표식에서 특수표지의 등색은?

아. 등질:섬광등, 주기:5초, 등고:15미터, 광달
거리:10마일

가. 백색

나. 녹색

10. 대조는 언제 발생하는가?

사. 홍색

아. 황색
가. 삭 및 망 후 1∼2일 만에

6. 우리나라의 좌현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상현 및 하현 후 1∼2일 만에
사. 삭 및 망 전 1∼2일에
아. 상현 및 하현 전 1∼2일에

가. 색깔은 녹색이며 백색의 홀수번호를 붙임
나. 색깔은 녹색이며 백색의 짝수번호를 붙임
사. 색깔은 홍색이며 백색의 홀수번호를 붙임

11. 조석(Tide)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를 무엇이
라 하는가?

아. 색깔은 홍색이며 백색의 짝수번호를 붙임
7. 음향표지 중 무신호(Fog signal)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파봉(波峰)

나. 파곡(波谷)

사. 파정(波頂)

아. 조랑(潮浪)

12. 일반적으로 위험이 별로 없는 연안의 해역
에서 추측위치를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제4회

235

2014년도 문제지

항해사 3급

가. 매시간

가. D = P tan C

나. D = ℓcos C

나. 변침했을 때

사. D = ℓsec C

아. D = P cot C

사. 속력을 올렸을 때
아. 자차를 측정했을 때

17. 방위 Zn 351˚를 방위각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13. 대권항로에서 정점(Vertex)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N 9˚W

나. W 81˚N

사. N 51˚W

아. S 161˚W

가. 대권상 위도가 가장 높은 점이다.
나. 정점을 지나는 자오선은 정점에서 대권항로
와 접한다.
사. 정점의 거등권은 대권항로에 접한다.
아. 정점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대권상
에 있는 점이다.

18. 시차(Parall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천체가 수평선상에 있을 때 최대이다.
나. 고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사. 거리가 가까운 천체일수록 작다.

14. 선박이 예정된 침로 상을 항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침로를 수정하여 항
행하는 것이 좋다. 옳지 않은 것은?

아.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커진다.

가. 외력의 영향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절반만 수정하되 예상이 어긋나
도 안전할 경우에만 행한다.

20. 마그네트론에서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가
변동해도 중간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하는 장치는?

나. 외력의 영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수정하
지 않는다.

가. 사이라트론

나. 송·수신 절환부

사. 클라이스트론

아. AFC회로

사. 일반적으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해서 침로를
수정할 때에는 최악의 경우라도 안전하도록
수정한다.
아. 외력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때에
는 그 외력의 절반만을 수정해야 한다.
15. 어떤 선박이 경도 130°10'E의 지점에서 서
쪽으로 변경 5°30'으로 항주하였다. 도착지
의 경도는?
가. 124°40'E

나. 124°40'W

사. 135°40'E

아. 135°40'W

16. 평면항법에서 항정을 구하는 공식은?
(단, D : 항정, P : 동서거, C : 침로, ℓ: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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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 제 삭 제

21. 레이더의 최소탐지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송수신 절환장치 중 TR관 사용시 그 회복
시간
나. 펄스 폭
사. 레이더 스캐너의 높이
아. 수평 빔폭
22. 레이더의 방위 분해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 수평 빔폭

나. 펄스 폭

사. 수직 빔폭

아. 송신 출력

2014년도 문제지

23. 선박용 레이더 주파수대에 속하는 것은?
가. SHF

나. UHF

사. VHF

아. VLF

24. 레이더 화면에서 심한 비나 눈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조치는?
가. FTC 조정

나. STC 조정

사. VRM 조정

아. 휘도 조정

25. 항로지정방식에서 선회 항행로(Roundabouts)
를 통항하고자 할 때 선박의 진로 방향은?
가. 시계 방향
나. 반시계 방향
사. A지역은 시계 방향, B지역은 반시계 방향
아. 어느 방향도 통항가능하다.

[ 운

용

]

1. 선박 의장수의 계산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가. 흘수 및 건현

항해사 3급

측벽이 선측에서 선측까지 달하지 않는 상
갑판상의 구조를 말한다.
나. 선측후판이 상갑판으로 바로 연장되지 않고
측벽이 선측에서 선측까지 달하지 않는 상
갑판상의 구조를 말한다.
사. 선측외판이 상갑판 위로 연장되어서 이루어
진 상갑판상의 구조를 말한다.
아. 선저후판이 상갑판 위로 연장되어서 이루어
진 상갑판상의 구조를 말한다.
4. 배 길이가 25m, 선속이 5knots일 때, 속장
비(Speed length ratio)는 얼마인가?
가. 1/5

나. 1

사. 5

아. 25

5. 전진 중인 한 개의 우선회 가변피치 프로펠
러(Controllable pitch propeller)를 갖는 선
박이 후진 기관 사용 시 좌회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가. 전진추력

나. 후진추력

사. 횡압력

아. 마찰력

6. 전타 선회시 선회우력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 타판에 생기는 항력 때문이다.

나. 선체의 폭

나. 타판에 생기는 양력 때문이다.

사. 선박의 길이
아. 선루 또는 갑판실의 높이
2. 선체 중앙부 부근에서 볼 수 없는 부재는?
가. 용골익판

나. 정부외판

사. Boss 외판

아. Bilge 외판

3. 선루(Superstruc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 타판에 생기는 마찰력 때문이다.
아. 타판에 부딪히는 추진기 흡입류 때문이다.
7. 전타한 초기에 선미가 회두 반대현 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Advance

나. Drift angle

사. Kick

아. Transfer

8. 정적 복원력 곡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측외판이 상갑판으로 바로 연장되지 않고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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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 경사각은 최대 횡요각의 약 1/2이다.
나. 복원성 범위는 경사각 0도에서 최대 복원
각까지이다.
사. 복원정이 최대가 되는 경사각은 위험 횡요
각이라 한다.
아. 복원정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갑판 끝이 물
에 잠기기 시작하는 각과 거의 같다.
9. 유동수와 복원력간의 관계가 잘못 설명된
것은?

확인하는 것은 항해 당직사관의 의무이다.
12. 항해 당직 인수인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당직 인수인계중 피항조치는 당직 인수자의
책임이다.
나. 당직 인계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의 책임은 당직 인계자 자신에게 있다.
사. 당직 인수자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은 먼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가. 유동수가 있으면 선체의 무게중심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아. 당직 인수인계는 당직 인계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동수의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탱크
를 비우거나 만재시킨다.

13. 대륙성 한대기단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사. 가상중심의 상승량은 유동수의 양에 비례한
다.

가. 한랭습윤

나. 한랭건조

사. 온난습윤

아. 온난건조

아. 유동수의 표면이 넓을수록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0. 횡 메타센터(Transverse metacenter)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선박이 경사한 때 자유표면의 영향을 받아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겉보기 중심점
나. 선박에 트림이 일어날 때에 트림의 중심으
로 되는 점
사. 선박이 선회운동을 할 때 선회권의 중심이
되는 점
아. 선박이 소각도 경사할 때 이동한 부심에서
세운 수선과 선박의 중심선이 만나는 점
11. 항해 당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4. 정상 진로를 진행하는 태풍의 전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가. 아열대 고압대의 기압마루
나. 한대 전선대
사. 하계 계절풍
아. 저기압과 기압골
15. 북반구에서 저기압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
당되지 않는 것은?
가. 바람은 저기압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
전하며 수렴한다.
나. 중심으로 갈수록 주위보다 기압이 낮다.
사. 저기압끼리 서로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가. 항해 당직사관은 어떤 경우에도 선교를 이
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대양 항해 중에는 당직 조타수를 야간작업
에 종사시켜도 무방하다.
사. 선교 내의 모든 항해설비의 작동에 대하여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 항해 당직중 자선의 침로, 선위 등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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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등압선은 거의 동심원
을 이룬다.
16. 디젤노크(Diesel knoc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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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화지연이 크게 됨에 따라 많은 혼합기가
한꺼번에 연소하여 심한 압력변동이 발생하
는 현상이다.
나. 화염전파 후기에 미연소의 혼합기체에 자
연발화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연소가 폭발적
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다.
사. 분사시의 공기압력을 낮추면 디젤노크를 방
지할 수 있다.
아. 디젤노크현상은 연소의 말기에 일어난다.
17.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배기색이 청색을 띠
는 경우는?
가. 윤활유가 연소하기 때문이다.
나. 연료 분사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 연료유에 물이 혼입되었기 때문이다.
아. 실린더 내로 냉각수가 누설되기 때문이다.
18. 두 선박이 충돌하였을 경우 조선상의 조치
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 충돌 시 기관을 즉시 후진하여 선박을 분리
시킨다.
나. 충돌 시의 선수방위, 선위, 시각, 충돌각도
등을 기록해 둔다.

사. 쌍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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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상풍균

21. 찰과상(擦過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출혈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나. 골절이 되면서 찢어진 상처이다.
사. 칼과 같은 예리한 물체에 벤 것이다.
아. 마찰로 인해 피부나 점막이 손상된 상처이
다.
22. 선박에서 환자를 헬리콥터로 육상에 수송
하고자 한다. 이때 헬리콥터가 선박에 접
근한 경우, 그 인양장치에 관한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선체 일부에 묶어서는 안 된다.
나. 헬리콥터측의 지시가 없는 한 잡으려고 하
여서는 안된다.
사. 인양장치의 금속부분을 선박의 핸드레일에
걸어 고정시킨 후 구조용 들것에 환자를 싣
는다.
아. 후크를 닫기 전에 정전기 제거선을 선체에
접촉시켜야 한다.

사. 두 선박 중 한 선박이 침몰할 위험이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한 선박에 승선자가
옮겨 타도록 한다.

23. 팽창식 라이프 래프트는 팽창 줄이 당겨진
다음 완전히 팽창될 때까지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아. 두 선박이 모두 침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면 퇴선 조치한다.

가. 약 5초

나. 약 20~30초

사. 약 1분

아. 약 5분

19. 마그네슘, 나트륨, 알루미늄 등 가연성 금
속 물질의 화재는?
가. A급 화재

나. B급 화재

사. C급 화재

아. D급 화재

24. 선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하향식 의사소통(Downward communication)
나. 상향식 의사소통(Upward communication)

20. 자상으로 인한 상처가 생겼을 때 가장 감
염 가능성이 높은 세균은?

사. 수평식 의사소통(Sideward communication)

가. 포도상구균

25.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

나. 연쇄상구균

아. 교차식 의사소통(Crosswis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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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5.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은?

가. 커뮤니케이션

나. 리더십

가. 한국 정부 소유의 해양조사선

사. 모랄

아. 모티베이션

나. 노와 상앗대만으로 움직이는 선박
사. 해군 함정
아. 한국인이 항해 용선한 외국선박

[ 법

규

]

1. 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
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
행위는?
가. 허가를 받고 행한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선
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가. 6월

나. 1년

사. 2년

아. 3년

나. 어로가 금지된다.
사. 어선법에 따라 허용된다.
아. 신고를 하고 행한다.
2. 선원법상 선장의 해원에 대한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가. 징역

나. 벌금

사. 상륙금지

아. 하선

3. 선박직원법상 면허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7. 해양환경관리법상 추진기관이 있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이 아닌 선박은 선박
길이의 적어도 몇 배에 해당하는 오일펜스
를 비치해야 하는가?
가. 1배

나. 1.5배

사. 2배

아. 2.5배

8.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검사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등급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가.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최
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이다.

사.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합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나. 특수검사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
에 실시하는 정밀한 검사이다.

아. 면허를 받기 전에 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
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된다.

사. 임시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할 때 하는 검사이다.

가.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4년이 경
과하지 않을 것

4. 선박안전법상 항만 내의 수역은 어느 항행
구역에 속하는가?
가. 원양 구역
사. 근해 구역

나. 평수 구역
아. 연해 구역

아. 임시항해검사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
부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
고자 할 때에 받는 검사이다.
9. 상법상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의 안전항해
나.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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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의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선과 활용
아. 운송물 적재장소에 대한 적합한 상태의 유
지
10. 공동해손의 분담과 관련한 손해의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손해

나. 적하의 손해

사. 운임의 손실

아. 보험의 손해

항해사 3급

아. 길이 20미터인 어로에 종사하면서 닻을 내
리고 있는 선박은 1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
로 약 10초 동안 급속히 호종을 울려야 한
다.
14. 어떤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조종될 수
없고, 따라서 타선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가. 조종능력제한선

11. 해사안전법상 선박이 최초인증심사나 갱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하는 증서는?

나. 조종불능선
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아. 흘수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선박

가. 안전관리적합증서

나. 선박국적증서

사. 선박안전관리증서

아. 인증합격증서

12. 해사안전법상 마주치는 상태로 판단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두 척의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어야 한
다.
나. 두 척의 선박 간에 충돌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사. 두 척의 선박이 모두 동력선일 필요는 없
다.
아. 상대선박의 두 개의 마스트등이 수직선상에
보여야 한다.
1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제한시계 내에
서의 음향신호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은 2분을 넘지 않
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나. 조종불능선은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야 한다.
사. 대수속력이 있는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
으로 장음 1회를 울리고, 이에 부가하여
단음 4회의 식별신호를 울릴 수 있다.

1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음향신호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길이 75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선박에
설치된 기적의 가청범위는 2마일이다.
나. 단음은 약 1초 동안 계속하는 고동소리이
다.
사. 장음은 4초 내지 6초 동안 계속하는 고동
소리이다.
아. 기적의 기본주파수는 70~700헤르츠(Hz)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16.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
하기 위하여 (
)하고 (
)한 동작
을 취할 수 있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
합한 거리에서 (
)할 수 있는 속력이
다"
가. 긴급, 안전, 후진

나. 유효, 안전, 전타

사. 적절, 유효, 정선

아. 충분, 유효, 유효

17.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레이더 사용 선박의
「안전한 속력」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가.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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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면상태

2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범선의 등화 중
삼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 사용중인 거리눈금
아. 복수의 레이더 사용
18.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좁은 수로의 굴곡
부 수역에 접근하고 있는 선박이 울리는
신호는?

가. 길이가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삼색등의 사
용이 금지되어 있다.
나. 삼색등을 범선의 임의등화(홍,녹등)와 함께
표시하는 것은 범선이라는 사실을 더욱 잘
나타내므로 장려된다.
사. 삼색등은 반드시 선수에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장음 1회에 이은 단음 1회
나. 단음 1회에 이은 장음 2회

아.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범선은 삼색등의 사
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 장음 1회
아. 단음 1회
19.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여 충
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본선의
(
)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을(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
가. 우현, 선수 전방

나. 좌현, 진로

사. 우현, 좌현

아. 좌현, 우현

20.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섬광등이라 함은
매 분에 몇 회 이상의 회수로 규칙적인 섬
광을 발하는 등화를 말하는가?

23.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수직선상으로 상부의 것이
백색이고 하부의 것이 홍색인 전주등 각 1
개씩과 현등, 선미등을 표시한 선박은?
가. 항행중인 범선
나. 대수속력이 있는 트롤 이외의 어로에 종사
하고 있는 선박
사.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항행중인 선박
아. 대수속력이 있는 조종불능선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얹혀 있는 선박임
을 표시하는 주간 형상물은?
가. 원통형 형상물 1개

가. 60번

나. 90번

나. 원추형 형상물 1개

사. 120번

아. 200번

사. 수직선상의 구형의 형상물 2개
아. 수직선상의 구형의 형상물 3개

21. (
)에 적합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발광신호 기간
동안 각 섬광은 약 (
)간 비추어야 하
고, 각 섬광 사이의 간격은 약 (
)이
어야 한다."

25.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 트롤망 어로에 종
사중인 선박이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추가
로 수직선상 상하로 표시하는 등화는?
가. 홍등 1개, 녹등 1개

가. 1초, 1초

나. 1초, 2초

나. 녹등 1개, 홍등 1개

사. 2초, 1초

아. 2초, 2초

사. 백등 1개, 홍등 1개
아. 홍등 1개, 백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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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

사. advice

1. Select one which is proper for the blank.
"When using VHF radio, if possible, the
(
) transmitter power necessary
for satisfactory communication should be
used."
가. higher

나. highest

사. proper

아. lowest

2. A vessel which is not at anchor, made
fast to the shore or aground is :
가. a vessel disabled

항해사 3급

아. warning

6. Select one which has correct explanation
for the underlined.
"What are the advance and transfer
distance in a crash stop?"
가. Full speed에서 기관을 정지하는 것
나. 전속전진상태에서 기관을 전속후진하는 것
사. 정지상태에서 기관을 전속후진하는 것
아. 기관의 전진속도와 후진속도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전진에서 후진시키는 것(예:Half
ahead → Half astern)
7. If the captain orders to reduce amount
of rudder to five degrees and hold,
wheel order should be given as follows :

나. a vessel underway
사. a vessel abandoned
아. a vessel not under command
3.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by the nature of her work is :

가. Port five

나. Ease to five

사. Steady

아. Midships

8. 문 제 삭 제
가. not under command vessel
9. Choose the best one to fill the blank.
"Are (
) available for trimming?"

나. hampered vessel
사. anchored vessel
아. dragging vessel
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In VHF communication, repetition of
words and phrases should be avoided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
)."
가. sender
사. receiving station

나. calling station

가. slings

나. bob-cats

사. fork-lift trucks

아. trailers

10. Select a word which has no relations
with other three words.
가. torn
사. renailed

나. crushed
아. stowed

아. navigator

5. If any part of the message are considered
sufficiently
important
to
need
safeguarding, we use the word "(
)".

11. Fill in the blank.
"(
) is the angle between the
ship's track and the true meridian."
가. Compass course

가. repeat

나. correction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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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gnetic course
사. True course
아. Ship's course
12.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angular
difference at the ship between the
direction of true north and magnetic
north?
"It is an error of the compas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magnetic needle
points to the magnetic north pole
instead of the geographic north pole."
가.
나.
사.
아.

Compass heading
Variation
Magnetic north
Deviation

13. Select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Risk
of
collision
can,
when
circumstances permit, be ascertained
by carefully watching (
) of an
approaching vessel."
가.
나.
사.
아.

track
ship's motion
true course
compass bearing

14.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
) is that part of a
remote-indicating
compass
system
which repeats at a distance the
indications of the master compass."
가.
나.
사.
아.

Compass
Compass
Compass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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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r
table
follower
checking

1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The decks are (
) to permit
drainage to the scuppers which lead the
water either overboard or to the bilges."
가. cambered
사. opened

나. closed
아. covered

16.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Where a cold air mass moves under
warmer air mass, it is known as the (
)."
가. high pressure
사. warm front

나. low pressure
아. cold front

17. What is the following explanation for?
"The recommended route to be
followed when proceeding between
pre-determined positions."
가.
나.
사.
아.
18.

Track
Traffic
Traffic lane
Traffic seperation schemes
Every vessel should be all times
proceeded at a safe speed. Safe
speed is defined as the speed that:

가. no wake comes from your vessel.
나. you can take proper and effective
action to avoid collision.
사. you can stop within your visibility
range.
아. you can travel at a slower speed than
surrounding vessels.
19.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s.
"When two power-driven vessels are
meeting on reciprocal, or nearly

2014년도 문제지

reciprocal courses, so as to involve risk
of collision, each shall alter her course
to (
) so that each shall pass on
the (
) side of the other."
가.
나.
사.
아.

starboard, port
port, starboard
starboard, starboard
port, port

20. Under this charter, the charterer pays
for the cost of loading and discharging
the cargo. The ship owner is still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all port
charges. It can be described as net
terms. What is this?
가. Gross terms
사. Lump sum

나. FIO
아. Berth term

21. While underway, if one of your crew
members falls overboard from the
starboard
side,
you
should
IMMEDIATELY (
).
가.
나.
사.
아.

apply left rudder
begin backing your engines
throw the lifebuoys overboard
position your vessel to windward and
begin recovery

22. The number of days allowed in a
charter
party
for
loading
and
discharging of cargo is :
가. laydays
사. working days

나. charter days
아. handling days

23. In writing up the log book at the end of
your watch, you make an error in
writing an entry. What is the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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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f correcting this error?
가. Carefully and neatly erase the entry
and rewrite it correctly
나. Blot out the error completely and
rewrite the entry correctly
사. Remove this page of the log book, and
rewrite all entries on a clean page
아. Cross out the error with a single line,
and write the correct entry, then initial
it
24. Choose the suitable one.
"Collided with a fishing boat which
carried no (
). Stopped engine
immediately to pick (
) the
fishermen of the crushed boat."
가. cargo, in
사. lights, up

나. signals, on
아. fish, at

25. Select the correct one for the blank of
log entries.
"Mr. K., sailor suffered from acute
appendicitis seriously. (
) the
nearest port, Singapore, to send him to
the hospital."
가.
나.
사.
아.

Dropped
Dropped
Dropped
Dropped

away
out
in
through

[상 선 전 문 ]
1. 대형 원유운반선에서 화물유 펌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 왕복동 펌프
사. 원심 펌프

나. 제트 펌프
아. 기어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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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이 완료된 후 본선이 화물적부에 최선
을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
는?
가.
나.
사.
아.

Stowage survey report
Mate's receipt
Hatch survey report
Hatch list

4.

나. 1,650톤
아. 2,450톤

원유세정(C.O.W.)에 있어서 다단계방식
(Multi-st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다단계방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2단계 방식이다.
나. 상부세정(Top washing)을 할 때에는 세정
탱크의 화물유와 다른 Grade의 것으로 세
정하는 것이 좋다.
사. 각 세정 단계의 사이에는 노즐의 작동각에
어느 정도의 Over-lapping각을 주는 것이
좋다.
아. 점도가 높은 화물유 양하시 적용하면 좋다.
5. 외기를 창내에 넣어 통풍환기를 하는 목적
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
아.

창내의 노점을 낮춘다.
창내의 노점을 높인다.
습구온도를 감소시킨다.
습구온도와 건구온도가 같도록 한다.

6. 유조선에서 석유가스의 농도에 관계없이 연
소 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론적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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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
아.

11.5% 이하
13.5% 이하
14% 이하
20.6% 이하

7. Stowage plan(화물적부도)의 작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길이 100m, 폭 5m의 상자형태의 선박이 평
균흘수 3.5m로 표준해수에 떠 있다. 이 선
박의 최대평균흘수가 7.5m라면 약 몇 톤을
더 적재할 수 있겠는가?
가. 1,250톤
사. 2,050톤

소의 농도는?

가.
나.
사.
아.

양화지별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화물의 품명, 수량을 표시한다.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한다.
적·양화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8. 선박법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의 등록
선박의 톤수 측정
선박국적증서의 교부
선종별 승무정원의 기준

9. 선박법상 한국선박의 선박소유자가 말소등
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선박이 멸실 또는 해체된 때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이 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
한때

10. 선박법상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몇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가. 10일
사. 60일

나. 30일
아. 90일

11. 선박의 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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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가. 선박의 항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나. 선박의 성질상 다른 선박과 구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
사.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의도
있다.
아. 선박에 대한 개성의 부여는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12. 선박법상의 톤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
가. 총톤수 : 우리 나라 해사법령의 적용에 있
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
되는 지표가 된다.
나. 순톤수 : 폐위장소의 합계 용적을 기초로
하여 선박 전체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 재화중량톤수 : 주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으로 사용된다.
아. 국제총톤수 :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무게로서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가.
나.
사.
아.

Common carrier
Public carrier
Industrial carrier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15. 해상화물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
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선박 정비
사. 운송의 수배

나. 화물의 포장
아. 통관 수속

16. 정박기간의 기산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서류는?
가. N/R

나. M/R

사. B/N

아. D/O

17. 적하목록(Cargo manifest)은 주로 어떤 용
도를 위해 작성 되는가?
가. 수출허가 신청

나. 세관통관 수속

사. 양하 계획

아. 수입허가 신청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3. 선박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박의 등기라 함은 선박의 등기부에 선박
의 명칭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소유권을
인정받는 일을 말한다.
나.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단
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
든 선박에 이를 적용한다.
사. 선박등기는 선박등기법에 따른다.
아. 선박의 등기부에는 선종, 명칭, 선적항, 선
질, 총톤수, 순톤수를 기재한다.
14. 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사가
필요로 하는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
은?

가. Gross term은 항비, 적양하 하역비 및 부
선 하역비 일체를 선주가 부담한다.
나. Free in은 선적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한다.
사. Free in & out은 화주가 적양하 하역비를
부담한다.
아. Net term은 항비, 적양하 하역비 및 부두
하역비 일체를 화주가 부담한다.
19.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가.
나.
사.
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는
다.

고지의무를 진다.
피보험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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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항해 당직 중 특히 충돌이나 좌초의 방지
와 관련될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1
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 당직 항해사
사. 1등 항해사

나. 선장
아. 선주

21. STCW협약상 항해당직중 준수되어야 할 기
본원칙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판부원을 포함한 선교 당직의 구성시 레
이더 또는 전자해도표시장치의 사용 여부
및 작동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항해당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방해하는 어떤 임무를 담당
하거나 수행해서는 안된다.
사. 선장이 선교에 도착하면 특별한 지시가 없
는 한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자동으로 이
전되며, 항해당직사관은 그를 신속히 보좌
해야 한다.
아. 경계자 및 조타수의 임무는 분리되어 있고,
조타수는 조타중에는 경계자라고 생각되어
서는 안된다.
22. SOLAS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명설비
중 적어도 14.5kg의 철편을 담수중에서
24시간 지탱할 수 있는 부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가. Lifejacket
사. Lifeboat

나. Lifebuoy
아. Liferaft

23. 조난선에서 발하는 조난 통보의 주요 내용
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바로 인근의 기상상태
본선에 남아있는 선원의 수
진수되지 않은 생존정의 수
조난 상황 및 필요로 하는 원조의 종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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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73/78 협약에 따르면 사고의 통
보는 (
)에게 이용가능한 가장 빠른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다른 통신
에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용선주
사. 국제해사기구

나. 선박소유자
아. 가장 가까운 연안국

25. (
)에 적합한 것은?
"MARPOL 73/78 협약에 의한 국제기름오
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은 (
)년 이내의
기간으로 주관청이 정한다."
가. 2

나. 3

사. 4

아. 5

[어 선 전 문 ]
1. 어체 1㎏의 온도를 1℃ 낮추려면 어체로부
터 약 얼마의 열량을 빼앗아야 하는가?
가. 0.45kcal
사. 1.3kcal

나. 0.8kcal
아. 80kcal

2. 어획물 어체처리에서 두부와 내장만을 제거
하는 처리법은?
가. Fillet
사. Dressed

나. Round
아. Chunk

3.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신속한 처리
사. 나무상자 이용

나. 저온 보존
아. 청결한 취급

4. 선상에서 어획물 처리 시 주의할 점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어획물의 갑판상 방치 기간을 짧게 할 것
나. 어획물을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복부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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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
사. 표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할 것
아. 빙장시는 어창 내의 오수를 제거할 것
5. 어획물의 선도 관리를 위하여 쓰여지는 얼
음 중 원료수를 유동시켜 기포, 염류를 제
거하면서 완만히 결빙시켜 만든 것은?
가. 백빙
사. 결정빙

나. 쇄빙
아. 투명빙

6. 어획물의 동결품의 제조과정에서 동결 직후
의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가. 어종 및 크기의 선별
사. 어체 절단

나. 세척
아. 글레이징

7. 선박의 배수량 등곡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가.
나.
사.
아.

재화 용적 톤수
매 cm 트림 모멘트
매 cm 배수톤
기선에서 부심까지의 거리

8. 저압에서 증발시켜 흡열작용을 하며 이 냉
매 증기를 압축하여 고온에서 액화시킴으로
써 냉동작용을 하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냉동법은?
가. 공기 압축 냉동법
사. 증기 냉동법

나. 전자 냉동법
아. 흡수 냉동법

9. 동결된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할 때의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사.
아.

화물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적재 전에 어창을 냉각한다.
Dunnage의 과다한 사용은 피한다.
Bilge well을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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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선 하역설비의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가.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1톤 이상
의 어획물 등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 설
비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역설비는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 등을 말
한다.
사. 확인받아야 할 사항은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 반경이다.
아. 확인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다.
11.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의 수리 및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에 누구에
게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해야 하는가?
가. 시·도지사
사. 구청장

나. 해양경찰청장
아. 해양수산부장관

12. 어선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에 해
당되지 않는 것은?
가.
나.
사.
아.

전기설비
배수설비
조타, 계선, 양묘설비
거주, 위생설비

13. 트롤 어구의 전개판을 안정되게 하고, 전
개판과 후릿줄을 연결하는 줄은?
가. 멍에
나. 고삐줄
사. 꼬리줄
아. 갓다리줄
14. 트롤 그물의 각부 길이의 비율이 가장 큰
것은?
가. 날개
사. 옆구리

나. 자루
아. 천장망

15. 저인망 어구 그물실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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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가.
나.
사.
아.

비중이 클 것
마찰저항이 클 것
내충격성이 클 것
신장 수축성이 작을 것

가.
나.
사.
아.

16. 다랑어 중 가장 고위도까지 분포하며 아열
대 해역에서 산란하나 미성숙어는 온대 해
역까지 색이 회유하는 어종은?
가. 참다랑어
사. 황다랑어

나. 눈다랑어
아. 날개 다랑어

17. 선망 어구에 사용되는 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가. 죔줄
사. 아릿줄

나. 후릿줄
아. 갓다리

18. 어구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건착망은 어구
의 크기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가. 뜸줄의 길이로 표시한다.
나. 길이는 뜸줄의 길이로, 깊이는 망목의 뻗친
길이로 표시한다.
사. 뜸줄의 길이의 절반으로 표시한다.
아. 망목의 뻗친 길이의 절반과 뜸줄 길이를 원
주율로 나눈 값으로 표시한다.
19. 어선에 있어서「Freeing ports」의 역할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나.
사.
아.

화재 구역 접근 통로이다.
선체 복원력을 확보한다.
출입이 자유로운 항만이다.
선체의 진동을 경감한다.

20. 배수량이 1,500 ton이고 평균흘수 4.3m로
떠 있는 선박의 Mcm는 35.0m-ton이다.
이 때 22ton의 어획물을 선수에서 선미 방
향으로 25m 이동하였다면 트림(Tri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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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cm의
30.8cm의
30.8cm의
39.8cm의

선미트림이
선미트림이
선수트림이
선수트림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발생한다.
발생한다.

21. MARPOL 73/78 협약에 의하여 총톤수
400톤 이상의 어선에 탑재되는 오염방지
설비가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유성잔류물(슬러지) 탱크
분리 평형수 탱크
기름 필터링 장치(15ppm 빌지분리장치)
오수처리장치 또는 오수 마쇄소독장치 또는
저장 탱크

22. MARPOL 73/78 협약에서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
칙이 아닌 것은?
가.
나.
사.
아.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규칙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방지규칙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규칙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규칙

23. MARPOL 73/78 협약에서 위반에 대한 제
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는다.
나. 위반 발생 장소에 불문하고 주관청의 법률
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사. 위반 발생 장소의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제
재를 받는다.
아. 당사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은 위반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동등히 엄격한 것이
어야 한다.
24. MARPOL 73/78협약에 의하여 선박으로부
터 해양으로의 배출 또는 투기가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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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폐기물은?
매 년의 해기사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정비를

가. 부유성 라이닝
사. 합성 어망

나. 종이 제품
아. 금속 물질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재정립됨을 양지해주시고
본 해답에서 답안이 생략된 부분은 문제 정비 중
삭제. 수정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25. (
)에 적합한 것은?
"가장 가까운 육지로 부터 12해리 이상의
거리에서 마쇄, 소독하지 아니한 오수를
배출할 때 선박은 (
)의 속력으로 항
해하여야 한다. "
가. 2노트 이상
사. 4노트 이상

나. 3노트 이상
아. 5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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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적을 함께 학습하며 시험을 준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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