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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라온 제원 및 설비 현황
1. 연간 운영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남극

7월

6월

국내항

8월

북극

9월
국내항

10월

11월

12월

남극

* 극지연구소 운항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남극 항해 임무
연구활동 지원
세종과학기지 보급 지원
장보고과학기지 보급 지원

나. 국내항 정박 임무

I. 서론
쇄빙연구선 「아라온」은 한진중공업에서 건조하여 해상 시운전을 거쳐 2009년
11월 2일 극지연구소에 인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도 후 동해상에서 선박의 기본 성능 및 연구 장비 운용 시험과 남극에서 쇄빙 성
능 시험을 거쳐 쇄빙연구선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극지방에
서 연구·보급 및 지원활동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거수리
유지보수 및 개선
승무원 휴식
차항 준비(유류·선용품 보급, 연구 기자재 선적, 남극과학기지 보급품 선적 등)
각종 행사 지원

다. 북극 항해 임무
연구활동 지원

세종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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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장보고기지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이 안내서를 통해 아라온 승선, 물품통관, 선박장비에 관련된 사항부터 선내 생활
지침,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아라온 승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승선예정자에게
제공하여 아라온 승선준비 및 연구활동 계획 수립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승선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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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베리아해

척치해

보퍼트해

3. 일반 사양

배로우
놈
베링해

인천

푼타아레나스
브랜
스
해협 필드

리틀톤

아문젠해

장보고 기지

세종기지

벨링스하우젠해

로스해

호출 부호
선급
기관 등급
인도일
건조 조선소
선박길이
수선간장
형폭
형깊이
설계 흘수
구조 흘수
최고 마스트 높이
총톤수
순톤수
경하 배수 톤수
재화 중량 톤수

DSQL7
KR
UMA3
2009.11.02.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111 m
95 m
19 m
9.9 m
6.8 m
7.6 m
38.25 m
7,507 ton
2,252 ton
6,001 ton
3,070 ton

아라온 기본 운항 항로(참고용)

2. 주소 및 연락처
가. 운영자
명칭 : 극지연구소 (http://www.korpi.re.kr)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송도동 213-3)
대표전화 : +82-32-770-8520 (쇄빙선운영팀)
팩스번호 : +82-32-770-8709

나. 아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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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라온 제원 및 설비 현황

가. 특징
선체 외판두께 : 약 40mm
RE36 재질의 특수 강재를 사용하여 일반 철강재의 1.5배에 달하는 강도를
가지고 -40℃에서도 충격에 견딜 수 있다.
쇄빙 시 발생하는 선체 부분별 충격량, 경보 및 선체 응력 및 피로도를 감시
하는 선체충격모니터링 감시장치가 설비되어 있다.
3분 이내에 좌·우 각 3.5°의 횡경사를 발생시켜 얼음에서 탈출 가능한 빙경
사(ICE HEELING) 장치가 설비되어 있다.

나. 쇄빙능력(Ice class)
Ice class : KR PL 10(-30℃)
- 1m 두께의 다년생 평탄빙에서 3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연속 쇄빙이 가능하다.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인말셋 전화 : 001-870-764-935-333(선교)
이리듐 전화 : 001-881-651-465-162(선교)
팩스번호 : 001-870-783-110-109
인터넷 전화 070-8859-0730
아라온 이메일 : araon@networkship.com
-연
 구소 이메일로만 아라온으로 메일 발송이 가능하므로, 외부 이메일은
쇄빙선운영팀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수석연구원 이메일 : araon_cs@networkship.com
- 연구소 메일 계정만 수석연구원 메일로 발송 가능하다.
- 용량 : 첨부파일은 1MB 이내로 보낸다.
1MB 이상 파일 송부필요 시 극지연구소 쇄빙선운영팀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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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배치도 (General Arrangement)
측면도

선교

4번 데크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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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데크

2번 데크

01 데크

메인 데크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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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테이너 적재

발틱룸

생물연구실

최대 적재 가능량 : 29TEU
1) 화물창 상부 : 9TEU(냉동 6TEU 가능)
2) 화물창 하부 : 18TEU(냉동 12TEU 가능)
3) 선미 갑판 : 2TEU(냉동 2TEU 가능)

8. 중량물 적재 공간
대상: 25톤 이하 중량물
※ 선박 구조물로 인해 적재하는 화물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실제 선적 가능한 규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질·고기후 연구실

화학분석 연구실

가. 중량물 적재 공간

5. 연구실
콤파스 데크

H-beam 제거

이동용 대기 과학 컨테이너 작업실, 기상 위성 수신 안테나

4번 데크

라이다실(컨테이너)

3번 데크

대기 연구실

2번 데크

실험용 냉동고, 선수화물창

1번 데크

윈치 제어실, 보조 윈치룸, 전자 작업실, 연구장비 보관 창고B

메인 데크

항온 실험실, 수족관, 발틱룸, 해수분석 연구실, Autosal room, 화학 연구
실, 청정 실험실, 생물 연구실, 암실, 지질 연구실, 주 건식 연구실, 중력계
실, 건식 연구실, 연구장비 보관 창고A, 윈치룸, LAN Office, 기타(A Frame, 다중 채널 탄성파 시스템)

지하 1층

실험용 냉동고, 고압 압축기실, 윈치룸, 트랜시버 설비실

선수(4.5x11m)

우현(10.8 X 3.9m)

좌현 앞쪽(4.7 X 2.1m)

좌현 뒷쪽(5.8X 2.1m)

나. 중량물 적재 사례

6. 일반시설 및 공간
전기 기기실

3번 데크

헬리콥터 운용실, 세탁실 1, 도서관, 제1회의실

2번 데크

병원, 격납고, 헬리데크,

1번 데크

운동실, 사우나, 샤워실, 침구류창고, 세탁실 2

메인 데크

식당, 면세품 창고, 제2 회의실, 탈의실

II. 아라온 제원 및 설비 현황

<우현 적재>

<좌현 적재>

<화물창 상단 및 선수 적재>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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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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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성전화 및 팩스(INMARSAT F-77/FB-500)

9. 통신시설
가. 통신시설
인터넷 : VSAT
위성전화,팩스,이메일: INMARSAT F-77/FB-500/이리듐
- F-77은 2020년 11월 서비스 종료 예정
이리듐전화 : INMARSAT 위성의 통신범위를 벗어나는 극지역에서 사용

나. 인터넷(VSAT)

라. 이리듐

요금 : 무료
사용 가능 범위 (그림 참조)
- Elevation(앙각 10도 ~ 90도) : 통신이 가능한 범위로서 10도 이하일 경우는
통신 불가
- dBw : 신호세기로서 32dBw이하에서는 통신 속도가 급격히 감소
회선 속도 : 2Mb(down) / 1Mb(up)
※ 인터넷(VSAT) 위성신호 범위

요금
- Data 전송 : 180원/초
- 전화 및 팩스 : 80원/초
사용장소 : 선교 통신실
사용방법 : 당직항해사에게 사용 허가를 득한 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초
당으로 기록하고, 요금에 대하여 상호 확인 후 서명한다.

EL

요금 : 90원/초
사용 장소, 방법, 요금 정산 : INMARSAT 과 동일하다.

마. 내부 통신
 선실에는 내선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기 옆에 부착된 Auto
각
telephone number list를 활용한다.

dBw

10.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극지방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 시 2대의 헬기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착륙장

북극해역 위성 EL 및 dBw

남극해역 위성 EL 및 dBw

조종 구역 : 20.67m(maneuvering zone)
방해 받지 않는 구역 : 15.9m(clear zone)
조준 구역 : 7.95m(aiming zone)

탑재가능 기종 : AS350, Bell206, Bell4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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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탑재 헬기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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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 시설
NO.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수량

단위

1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

BM5

1

대

2

의료용흡인기

Suction

Medela Basic 30
mobile

1

대

3

제세동기

Defibrillator

Heartstart FRx

2

대

4

고압멸균소독기

Auto Clave

HS-1606VD

1

대

5

초음파진단기

Ultrasound System

ECUBE i7

1

대

6

자동혈액분석기

Automated hematology
analyzer

POTCHEMEZ,
SP-4430)

1

대

7

뇨검사기

Urine analyzer

URISCAN optima II

1

대

8

X-ray 촬영기

X-ray system

31-HR-100

1

대

9

무영등

Surgical light

진솔 7등

1

대

10

컴퓨터 방사선 사
진 촬영술 시스템

computedradiography
system

CR30-x

1

대

11. 병원 및 의료 시설
가. 의료 담당자
 지 항해 시 내과 또는 외과 전문 의사가 탑승하여 승선자의 진료와 치료를
극
담당하고 있다.

나. 병원 운영시간
진료장소

오전

08:00 ~ 12:00

병원(2번 데크)

오후

13:00 ~ 17:00

병원(2번 데크)

긴급 상황

24시간 (항해당직자 또는 의사에게 개별연락)

상황에 따른 장소

병원 내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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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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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지원 시설, 센서류 및 장비
1. 전력공급
장소

전압(V)

주파수(HZ)

소켓

220

60

Plug 18

사진

주거지역

비고
총 548개

연구실

총 52개

220

60

Plug 18

60

냉동
컨테이너 용

총 68개

갑판
CRF-114FD

440

LD-620RFI

MDF-U53V

총 68개

2.2. 냉동실

2. 냉동고 및 냉동실
2.1. 냉동고
장소

구분

온도

크기(내부)

제조사/모델명

1

생물
실험실

업소용

냉장 + 7˚C ~ -3˚C
냉동 – 6˚C ~ -24˚C

냉장: 545리터
냉동: 545리터

삼성/ CRF-114FD

초저온

-50˚C ~ -86˚C

630x600x1380mm

산요/ MDF-U53V

분석화학
실험실

업소용

냉장 + 7˚C ~ -3˚C
냉동 – 6˚C ~ -24˚C

냉장: 545리터
냉동: 545리터

삼성/ CRF-114FD

초저온

-50˚C ~ -86˚C

630x600x1380mm

산요/ MDF-U53V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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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수분석실 업소용

냉장 + 7˚C ~ -3˚C
냉동 – 6˚C ~ -24˚C

냉장 550x650x640
냉동 550x650x640

라셀르/ LD-620RFI

6

지질실험실 업소용

냉장 + 7˚C ~ -3˚C
냉동 – 6˚C ~ -24˚C

냉장: 545리터
냉동: 545리터

삼성/ CRF-114FD

II. 아라온 제원 및 설비 현황

장소

구분

온도

크기(내부)

1
2
3
4
5

선수화물창
선수화물창
지하 1층
지하 1층
메인 데크

냉동실1
냉동실2
냉동보관실1
냉동보관실2
항온보관실

-25˚C ~ 25˚C
-25˚C ~ 25˚C
-50°C ~ 25˚C
-50°C ~ 25˚C
-50°C ~ 25˚C

W2300 X D5450 X H2250
W2300 X D5450 X H2250
W2525 X D3500 X H2000
W2475 X D3400 X H2000
W4350 X D1500 X H2000

비고

3. 인양기기 및 윈치 시스템
3.1. 인양기기
톤수

권양속도

작업반경

위치

25톤

최소 15m/min

3 ~ 20m

선수 데크 우현

10톤

최소 15m/min

3 ~ 12m

선미부 메인 데크 좌현

3톤

최소 15m/min

1.6 ~ 15m

선미부 메인 데크 우현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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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시스템
아라온에는 주요 연구 활동 및 작업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선교, 기관실, 메인데크 식당앞 통로에서 작업 및 안전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CCTV 화면 필요 시 선장 허가를 득한 후에 별도의 IP 제공이 가능하다.
3톤 크레인

10톤 크레인

CCTV 현황
- 총 개수: 21대

25톤 크레인

CCTV 위치

3.2. 연구용 윈치
Winch명

성능

사용 Cable

Deep-sea
Winch

20T @ 30m/min
5T @ 90m/min

Synthetic Rope
1.125"(28.6mm) x 7,500m
Electro-optic cable
17.35mm x 8,500m
Coaxial cable
17.27mm x 8,000m
Coaxial cable
8.03mm x 6,000m
8mm x 6,000m 급 공드럼

Electro-Optic
and Coaxial
Cable Winch

20T @ 30m/min
6.5T @ 90m/min

Small Coaxial
Cable Winch
Small Empty
Winch
Small Deepsea Winch
Central HPU

3T @ 60M/min
1.5T @ 90M/min
5T @ 60M/min
3T @ 90M/min
6T @ 30M/min
4T @ 60M/min
250 HP 이상

Deep-sea W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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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Deep-sea Winch

설명

1

TOP BRIDGE 데크

화면: RADAR MAST 전면부
(S-BAND RADAR SCANNER 발판 하부)

Focal Model
172/242
Focal Model
180
Focal Model
180

2

4층 데크

화면: 전면 중앙
(BRIDGE 하부)

3

3층 데크

화면: AFT MAST 후면부
(MAIN HELI HANGER 윗쪽)

4

3층 데크

STBD LIFEBOAT 선수부 거주구 벽면

-

5

3층 데크

MAIN HELI HANGER 내부 2층

-

6

3층 데크 좌현

LIFEBOAT 선수부 거주구 벽면

7

2층 데크 우현

MAIN HELI HANGER 옆쪽 선측

8

1층 데크 좌현

HELI DECK 하부

9

1층 데크 중앙부

WINCH CONTROL RM 하부

10

메인 데크

화면: CTD 작업구역 비추는 CCTV
BALTIC RM과 AQUARIUM 사이 상부

11

메인 데크

화면: A-FRAME 우측 상단에 설치
A-FRAME 하부를 비추는 CCTV

12

선수

화면: 선수정면을 비추는 CCTV
설치: FOREMAST 작업등 설치된 곳 발판 하부

13

기관실

주요 작업현장 비추는 CCTV 총 9대

-

-

Small Coaxial Cable Winch

Central HPU

비고

배치도 참고

배치도에
없음

배치도 참고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Small Empty Winch

Steel wire
12.7mm x 8,000m
-

Electro-Optic and Coaxial Cable Winch

위치

Slip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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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승선준비 및 선내생활
1. 승선 전
1.1. 수출입 통관
수출 통관 절차
가. 제출서류
- 공통: 선적의뢰서(Shipping Instruction), Invoice & Packing List
- 사후관리물품: 외자구매 당시 수입신고필증,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수출승인서 (※ 사후관리물품은 선적서류 제출 전 총무자재팀 외자담당자와 협의)
- 서류제출시기: 출항 1개월 전 (※ 참고: [부록1] 선적의뢰서, [부록2] Invoice &
Packing List)

- 선적의뢰서(화물책임자, 운송내역상세 등)를 작성한다.
- 자산번호 및 Serial No.를 기재한다.
- 관세 및 부가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수입과 일반수출 여부를 구분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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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의사항

23

쇄빙연구선 「아라온」

승선자안내서

다. 선적준비

- 선박안전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재
한다.
-자
 산반출신고 및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다.

- 아라온의 외항선 자격 취득 후에 선적이 가능하다.
- 아라온에 선적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는 발송자가 수행한다.
- 아라온 선적 전 보세창고 보관 등 한국 내 발생 비용은 발송자가 부담한다.

(※ 관련부서: 총무자재팀 자산담당자)

-아
 라온 연구항해 패킹마크를 물품에 부착한다.
패킹마크 예시

다. 선적준비
-선
 적시기 : 내/외항선 여부 관계없이 쇄빙선운영팀에서 안내하는 연구장
비 선적일에 선적한다.
-운
 송차량 : 모항(인천)일 경우 연구원, 모항이 아닐 경우 쇄빙선운영팀에
서 수배하고 비용을 처리한다.

※ 아라온 선적 전까지 모든 과정은 발송자가 수행하며,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한국 내
반송신고(세관), 보세운송 등이 가능하다.
※ 참고: [부록3] 국내/외 대리점 정보

수입 통관 절차
가. 제출서류
- 공통: Invoice & Packing List

위험물 반입 절차
가. 제출서류
-공
 통: 위험물목록, 위험물포장검사증, MSDS
-서
 류제출시기: 출항 1개월 전

나.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 당시 물품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물품명, 자산번호, Serial No. 단가, 중량 등)
- 서류제출시기: 연구항차 종료 후 10일 이내

나. 기타사항
-위
 험물 여부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www.komdi.or.kr) 또는 위험물
포장검사 대행 업체에서 확인 가능

외국연구원 물품 수출 통관(반송신고) 절차
가. 운송경로
-외
 국→한국→아라온(한국)→남·북극→외국기항지→외국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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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 공통: 선적의뢰서(Shipping Instruction), Invoice & Packing List
- 서류제출시기: 연구항차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주의사항
- 샘플 수입 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약20%)가 발생한다.
- 검역대상(식물), 수입금지품목(토양)을 수입하는 경우 선상검역 및 샘플
조사까지 마쳐야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입항 전 검역신청서를 접
수한다. 검역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진행한다.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선
 적의뢰서(화물책임자, 운송내역상세 등), Invoice, Packing list, 반송
신고서류
-서
 류제출시기
• 출항 30일전 선적의뢰서, Invoice, Packing list를 제출한다.
• 출항 10일전 반송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연구 샘플 수입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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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상태 점검

나. 남극항해

수석연구원은 항차별 승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
 출서류: 출국일 기준 1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자가진단서, 치과검
진서
-기
 한: 아라온 출항 8주 전
-제
 출처: 쇄빙선운영팀
-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극지 활동 부적합 판정 시, 아라온에 승선할 수 없다.
-건
 강검진결과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의에게만 통보되며, 어떠한 경
우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1.3. 안전교육 및 장비
-아
 라온 승선 시 극지피복(방한/안전)을 지참해야 한다.
- 아라온

연구활동 참여자는 극지안전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아래 표 참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인증의 기초안전
교육(STCW basic training course) 중 개인생존기술 과정 또는 이에 준
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훈
 련 이수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아라온에 승선할 수 없다.
-외
 국인 승선자의 교육 이수증은 쇄빙선운영팀에 제출한다.

※ ETA 발급사이트: www.eta.immi.gov.au

뉴질랜드
1) 대한민국 국적:전산관광비자(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신청한다.
2) 타국가 국적: 해당국가 뉴질랜드 대사관에 문의한다.
칠레
한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하 기간 동안 칠레 방문 시 무비자 방문이 가능
하며,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1.5. 면세품 신청 및 보관
 석연구원은 승선전 개인별 면세품 목록 및 수량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
수
다. 분실 및 수령확인을 위해 가능한 개인면세품은 직접 아라온에서 수령 및
보관해야 하며, 쇄빙선운영팀은 면세품이 아라온에 무사히 적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참고: [부록4]면세품 신청서

교육 내용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승선하여
연구현장에서 관련 활동하는 자

호주
1) 대한민국 국적: 전산관광비자(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신청
한다. (상용/코드: B)
2) 타국가 국적: 해당국가 호주 대사관에 문의한다.

신청 기한: 출항일 기준 3주 전
극지일반

기초안전훈련
이론과 실습

해상생존
훈련 이론과 실습

제출처: 쇄빙선운영팀
비용 입금: 출항일 기준 5일 전 면세품 업체에 직접 지급

1.4. 비자 발급
미국: B1/B2 비자 발급
아
 라온호는 미국 입국 시 ‘미등록 해상운송수단’으로 분류되므로, 전자여행
허가제(ESTA)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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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해당국가 1인 보유한도가 담배 1보루이며 승선 시 담배 5보루를 선적했을 경우,
1보루를 제외한 담배(4보루)는 아라온 항해기간에 모두 소비하여야 한다. 보유
한도(1보루) 이상을 가지고 하선할 경우 밀수에 해당한다.		

 세법에서 권고하는 면세품 수량을 초과했을 경우 쇄빙선운영팀은 총 면세
관
품 수량을 조절할 수있다 .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가. 북극항해

 인 면세품은 항구 입항 전에 삼등 항해사에게 신고하고 개인 면세품 보유
개
허용량을 넘는 면세품은 본선 BOND STORE에 보관해야 한다. 1인당 보유
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항 전 삼등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관련법 위반 시 개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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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라온 승선
 선시기: 쇄빙선운영팀에서 안내한 일시에 맞춰 당일 승선해야 하며, 지정
승
한 승선일 이전에는 숙박할 수 없다. 단, 호텔 등 숙박 업소가 인근에 없는 경
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쇄빙선운영팀 승인을 받고 승선일을 조정한다.
식사: 안내한 승선시각 이전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 예시: 안내 승선시각이 14시일 경우, 저녁식사부터 제공

2. 승선 후
2.1. 교육/훈련 및 보험신청서 작성
교육/훈련
가. 대상: 국내외 항구에서 탑승한 신규승선자
(단, 6개월 이내 아라온에서 같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우 제외)
나. 시기: 출항 후 24시간 이내
다. 교육/훈련: 선박안전교육 및 퇴선훈련
라. 내용
선박안전교육: 안전관련 주의사항 및 장비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DVD를 이
용한 시청각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교육담당자(1항사, 3항사)가 교육 참가
자의 질의를 통해 보충 설명한다. 필요 시 EEBD(비상탈출용 호흡구), 산소
캔, 휴대용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방수복 착용법 등을 시연한다.
 선훈련: 선박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선박에서 탈출하기 위한 훈련이
퇴
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IV. 승선준비 및 선내생활

보험신청서 작성
 라온호에 승선하여 항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극지연구소에서 가입한
아
K P&I 동승항해담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선
할 수 없다.
아라온 승선자는 극지연구소에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한다.
※ 참고: [부록5]KP&I 보험신청서

2.2. 선내 통제
출입 통제
가. 통제 장소 : 선교, 기관구역, 기관제어실, 조리실
나. 선장/기관장은 항해 및 연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통제 장소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통제 장소에 출입이 허가 된 시간이라도 선장/기관장이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퇴실 등의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승선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라. 통제 장소에 출입 시 반바지, 슬리퍼 및 작업화 착용은 피하고 단정한 복장으
로 출입한다.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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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교에서 훈련관련 안내방송을 한다.
2) 승선자들은 퇴선 시 소집장소인 헬리데크에 구명조끼,안전모,방수복 및
산소캔을 휴대하여 모인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퇴선훈련이므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한다. 각 침실 및 복도에 퇴선경로를 표시한 포스터가 붙어 있
으므로 승선 중 탈출경로를 항상 숙지토록 한다.)
3) 헬리데크에 집합하여 인원수를 확인하고 개인 지참물 소지 여부를 확인
한다.
4) 퇴선 시 입수를 가정하고 실제로 방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5) 구명정에 실제 탑승하여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해보고 엔진 시동을 걸어
본다.
6) 질의시간을 갖고 훈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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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 및 제한
가. 통신의 이용
-전
 화
• 전화기 사용은 선교 당직항해사에게 요청하여 통화 후 비용을 정산한다.
-이
 메일
• VSAT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용 이메일은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 개인용 컴퓨터를 소지한 승선자는 개인 침실에서 유선 및 무선(WI-FI)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
• 개인 메일은 개인 장비로 수/발신이 가능하나 대용량 첨부 시에는 전
송이 불가능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수석 연구원 또는 선장에게 요청하
여 고위도 극지역 전용 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한다.
• WI-FI를 계속 켜둘 경우 타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므로 인터
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의 인터넷을 차단
한다.
• 무단으로 인터넷 공유기 또는 허브를 설치할 수 없다. (메인 라우터/방
화벽의 IP와 충돌하여 전체적인 네트워크 품질 저하됨)

나. 통신의 제한
- VSAT

위성은 위도에 따라 송수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라온호 운항 중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아
 라온호 운항 중 비상상황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은
수석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전 공지 없이 통신을 차단할 수 있다.
-속
 도 개선을 위해 VSAT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는 제한되어 있으며, 필요
시 수석연구원 및 선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제한 및 통제 상황
1) 조난, 화재, 구조, 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2) 기상도, 해빙도, 위성사진 등 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전송받기 위한 통신 속
도 확보가 필요할 시
3) 연구소와의 긴급 통신 및 대용량의 문서발송 필요 시
4) 기타 수석연구원 및 선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 차단대상 : VSAT (인터넷, 메신저, 이메일), 위성전화, 이리듐 전화 등
※ VSAT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느려짐으로 대용량 파일의
전송, 수신은 할 수 없다.

보도 통제
- 승선자가 항해 중 언론 인터뷰 등 대외 인터뷰를 시행할 때는 수석연구원
을 통하여 극지연구소장의 승인 하에 시행 한다.

2.3. 일반생활 안내
식사 및 식당이용
식사 제공 : 1일 3식, 연구 활동 시 야식 제공
- 기상 악화 시에는 조리된 음식이 아닌 대체 식품으로 제공한다.
- 예시: 빵, 연밥, 햇반, 콘플레이크, 레토르트 등
일요일 조식 제공 안내
- 연구작업이 없는 휴일의 조식은 조리부 휴식을 위해 간편식으로 제공한
다. (빵, 만두, 냉동피자, 라면 등)
- 단, 연구활동 기간에는 평일과 동일하게 조식 제공
항해기간
07:00 ~ 08:00

점심

11:30 ~ 12:30

야식

IV. 승선준비 및 선내생활

17:30 ~ 18:30

17:00 ~ 18:00

22:00 ~ 23:00 연구활동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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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

30

정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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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장소 : 메인 데크 식당
식사 비용 : 무료 제공 (극지연 직원은 출장비에서 ‘식비’ 항목 공제)
-국
 내 운항 중 연구소 용역 계약 업체의 경우 선장에게 현금으로 식사비
($24/일)를 지급한다.
식사 복장 : 위생을 위하여 청결한 복장 유지
-작
 업 시 착용한 작업복 및 작업화 등은 착용 금지
주방 사용 : 개인적인 주방 출입 및 사용 금지
 기 사용 : 기본 식사 3식 및 야식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간식 등에 사용
식
한 식기류는 사용자가 세척하여 정리하고 식기류 반출은 하지 않는다.
 능한 음식은 식당에서 먹어야하며, 화상 및 기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
가
에 커피, 차, 음료 등을 들고 선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음주
시간/장소: 음주는 주 2회 식당에서 23:00까지 허용.
음주 허용기준
- 기본기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하(소주1병 또는 맥주 355ml 3캔 이하)
- 예외사항: 행사 등의 경우 주류관리자 판단 하에 기본기준의 1.5배 적용
주류 반입: 음주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주류별로 미리 선박에 선적되며, 개인
이 별도로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불허한다. 세관 수색 시 신고하지 않은 주류
가 적발될 경우 개인의 책임이다.
주류관리자: 수석연구원(선원 외 승선자), 선장(선원)
주류관리자는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불시에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 참고: [부록6]극지현장 활동 음주허용 기준 및 주류관리 지침

※ 식자재의 유통기한: 신선한 식자재를 보유하고자 하나, 장기간 항해 등 식자재 보급이
불가능한 경우 유통기한이 넘을 수 있다. 단,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제빵류와 같이 냉동가
능한 식품은 냉동하여 보관하며, 신선한 식자재 보급이 가능한 경우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는 폐기한다.
※ 예시: 빵
 의 유효기간이 2016년 7월 30일이나 7월 20일에 출항하여 8월 2일에 도착
하는 경우, 냉동하여 보관하고 8월 2일까지는 식자재로 사용한다.

간식
일정량의 간식이 제공되며, 그 외에는 승선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연구원 식당 선반에 과자, 빵 등 간식이 있으며, 간식이 부족할 경우 주방 승
무원에게 요청한다.

흡연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화장실, 객실, 식당 등 모든 선내 생활공간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는다.

재떨이에는 담뱃재만 버리고,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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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후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등은 반드시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처리 장
소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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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장소

메인 데크

Deep Sea Winch 앞

4번 데크

외부계단 입구 왼편 흡연구역

1번 데크

세탁실앞 외부계단 흡연구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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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및 쓰레기처리

화장실 이용수칙

 양에는 어떤 쓰레기도 투기하지 않는다.
해
모든 쓰레기는 복도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분류하여 버린다.
음료, 캔, 병 등의 용기는 악취 및 벌레 발생을 막기 위해 내용물을 비우고 물
로 세척한 뒤 버린다.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봉투에 모은 후 선내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
소에 버린다.

이물질 투기금지
-전
 용 두루마리 화장지 외 이물질(크리넥스 티슈, 과일껍질, 키친타월, 여
성용품 등)은 변기 내 투기하지 않는다.
청결 유지
- 변기는 공기 흡입식 처리 시스템으로, 용변 처리수 양이 적어 오염이 쉽게
되므로, 용변 후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특히, 공용화장실
이용 시에는 후속 사용자를 위해 청결을 유지한다.
공용화장실 위치
위치

비고

1

2번 데크

여자 화장실 1개

우현 : 여자 화장실

2

1번 데크

남자 화장실 1개

우현 : 남자 화장실

3

메인 데크

여자화장실 1개, 남자화장실 1개

좌현: 남자 화장실, 우현: 여자화장실

세탁실 이용
 용시간: 08:00 ~ 22:00 (야간 사용 자제) / 야간 사용 시에는 출입문을 닫
이
아 둔 채로 세탁기를 사용한다.

분리수거 종류
1
2

분류색상
파랑색
초록색

3

빨간색

쓰레기 종류

설비현황

종이류 및 일반쓰레기
캔류 & 병류

위치

비닐&플라스틱류, 페트류(PET), 유제품류(메인 데크에만 있음)

비고

1

3번 데크

갑판창고 옆 세탁실

7대

2

1번 데크

왼편 계단실 옆 세탁실

7대(2대 건조기 포함)

분리수거함 위치
위치
선교

선교 화장실 입구 왼편

2

3번 데크 좌측

11번 연구원 방 앞 왼편

3

2번 데크 좌측

병원 출입문 왼편

4

1번 데크 좌측

윈치조종실 왼편

5
6

배식구 뒤쪽
메인 데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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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창고 뒤쪽 중앙
메인 데크 출입구 왼편

 체대상: 매트리스, 베게커버(베게커버의 경우 승선자 요구 시 제공)
교
교체시기: 필요 시
담당자: 일등항해사 및 임시승무원
교체방법: 사전에 안내한 선내 방송 및 게시글 공지에 따라 사용한 침구류를
지정된 장소(01데크 Linen Store)에 가지고 오며, 이후 마찬가지로 선내 공
지에 따라 세탁된 침구류를 가지고 간다.
비고: 이불커버는 승선하면서 지급된 것을 개인적으로 세탁하여 사용한다.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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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사용

나. 안전장구: 구명조끼, 방수복, 산소캔, 개인생존장비(PSK)

 발은 방안에 보관한다. (복도 비치 금지)
신
하선 전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여 승선 시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특히
냉장고 안을 깨끗이 비운다.
승선 시 제공받은 승선자 안내서류와 침실 열쇠는 하선 전 침실 내 지정된 장
소에 반납한다.
입/퇴실 시 침실에 비치된 비품의 분실,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
우 담당 승무원에게 문의한다.
하선 후 침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 청결 상태 불량 시 연구소에 통보하며 향
후 승선이 제한될 수 있다.

1) 구명조끼, 방수복, 산소캔: 침실 옷장 아래 선반에 보관되어 있다.
2) 개인생존안전장구(PSK): 침실 옷장 위 선반에 보관되어 있다. 분실 방지를 위해 손
잡이 부근에 ‘EMERGENCY ONLY’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손상된 스티커가 있
는 침실의 경우 분실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분실 및 손상은 본인
이 배상한다.
옷장 아래 선반

옷장 위 선반

구명조끼, 방수복, 산소캔 보관함

개인 생존 안전 비품 (PSK) 보관함

침실 비치품
가. 생활용품
1

종류

물품

전자제품

TV, 냉장고, 드라이기, 가습기, TV리모콘

2

가구

옷장, 서랍, 책꽂이

3

생활용품

고무슬리퍼, 수건, 샤워타올

4

세면도구

비누, 샴푸, 치약

5

청소도구

청소용 솔, 세제, 휴지통

6

세탁용품

빨래건조대, 빨래바구니

7

콘센트

220V, 60Hz용 3구 콘센트

8

필요 시 제공물품

살충제, 방향제

※ 비고: 칫솔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IV. 승선준비 및 선내생활

 실배정자: 해당 항차 수석연구원
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 후 침실변경을 해야 할 경우 수석연구원 및 관련
자와 협의 후 변경한다.
침실내부 구조: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 주요인프라/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쇄빙연구선 체험(VR)
http://www.kopri.re.kr/araon
침실 현황
위치

1인실

2인실

4인실(침대)

4인실(온돌)

층별 인원수

4번 데크
3번 데크

11

-

-

-

11

9

4

-

-

17

2번 데크

2

3

4

-

24

1번 데크

13

5

-

2

33

합계

35

12

4

2

85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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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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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용
 용기간
이
정
 박 중 및 일반 항해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황천 및 쇄빙 항해 중에는 선박
요동으로 인한 고장, 추락 등의 위험이 있어 운행을 중단한다.
 용방법
이
항
 상 화살표 점등 표시가 사라진 뒤 문을 연다. 특히 탑승 전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문을 열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주
의한다.
안내문구
엘리베이터 바깥쪽

2) 일등항해사는 수시로 기록부를 확인하며, 이후 내용에 따라 갑판/기관/
전기/전자부서 중 알맞은 부서에 처리요청을 한다.
3)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고충/불편사항을 해결 후 기록부 확인란에 서명하
고 일등항해사에게 보고한다.
4) 일등항해사는 해결 사실을 확인 후 종결처리 한다.
 밀사항 및 기타 공개가 어려운 사항
기
1) 기록부 기재가 어려운 고충/불편사항 발생 시 수석연구원 또는 1항사에
게 직접 이야기한다.
2) 의료와 관련된 경우 선의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안내문구
엘리베이터 안쪽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엘리베이터 버튼 점등이 꺼진 후

내리실 때 문을 꼭 닫아주세요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Please open the door when the

The elevator will not work, if the

elevator button light is off.

door is not completely closed.

가. 피해자
• 분명한 문제를 제기한다.
• 최대한 현장에서 자리를 피한 후 주변에 도움 요청한다.
• 수석연구원/선장에게 상황을 알린다.
•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한다.
• 수석연구원을 통하여 극지연구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나. 목격자

2.4. 선내 불편사항/성범죄 발생 시 대처법
승선 중 고충/불편 사항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관리
가. 승선자 고충/불편사항 처리 관리자
일등항해사

 등항해사
일
1) 승
 선자가 고충/불편사항이 발생하여 해결을 요청한 경우 연구원 식당에
비치된 고충/불편사항 처리 기록부에 내용과 침실번호를 기재한다.

40

IV. 승선준비 및 선내생활

다. 선장 및 수석연구원의 역할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 피해자와 상담하고 상담일지, 고충 신청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한다.
• 극지연구소에 즉시 보고한다.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나. 고충/불편사항 처리 절차

•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수석연구원/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 수석연구원/선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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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방지를 위해 seal이 부착되어 있으며, 비상시 외에는 개방 불가

구명 부환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의 물체이다.

비상호흡탈출구(EEBD) 12세트
- 화재 연기 등 호흡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
는 호흡장치이다.

구명부환

G.S.K. 13세트
-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고 있는 가방으
로 극지방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한다.
- 위치: 01데크 / 사우나실 체인지룸
- 내용물: 6인용텐트, 매트리스(3), 침낭(3),
부츠(6), 코펠세트, 버너, 연료통1L(3),
비상연료 직화제(2), 성냥(2), 건강음료
(30), 랜턴, 양초(5), 접이식눈삽, 얼음톱,
얼음칼, 다용도칼

V. 선내안전

EEBD

GSK 보관함

1. 안전장비

※ GSK 박스 구성품

1.1. 공용 안전장비
동력 구명정 2대(85인승/좌·우현 각 1대)
-선
 박에서 탈출할 경우 사용하는 동력 구
명정이다.

구명정

구명 뗏목 8대(25인승/좌·우현 각 4대)

구명뗏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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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이 침몰할 경우 일정 수압을 받으면
자동으로 고무보트가 펼쳐진다. 수동으
로 로프를 풀어 작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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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 안전장비
방수복

구명 조끼

V. 선내안전

위치: 개인침실 내 옷장서랍, 선교, 기관실, 선미 후갑판

착용방법

착용방법

1) 안쪽 상체 버클 채우기

2) 바깥쪽 상체 버클 채우기

1) 신발 벗기

2) 하의 착용하기

3) 하단 매듭 짓기

4) 하단 버클 채우기

3) 상의 착용하기

4) 모자 착용하기

5) 하단 버클 조이기

6) 양 옆에 달린 벨트 조이기

5) 하체 고무밴드 부착

6) 상의지퍼 채우기

7) 구명등 작동상태 확인

8) 구명 호루라기 작동상태 확인

7) 안면부위 고무밴드 부착

8) 방수복 착용 후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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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캔
 도: 화재로 인한 연기 등 호흡이 곤란한 경우 사용한다.
용
위치: 각 침실 옷장
사진 및 사용방법
산소캔사진

요구장비
품 명

방한 신발

머리 방호

바라클라바

수량/기준

1/1

1/1

1/1

요구장비
품 명

손 방호

방한 양말

고글

수량/기준

1/1

1/1

1/1

요구장비
품 명

아미 나이프

호각

방수 성냥

수량/기준

1/1

1/1

1/1

요구장비
품 명

양초

생존 매뉴얼

진공 머그컵

수량/기준

5/5

1/1

1/1

요구장비
품 명

핫팩

헤드 렌턴

케이블 타입 BAG

수량/기준

4/4

1/1

1/1

사진

사용방법

1) 캔을 들고 마스크(뚜껑)를 연결한다.
2) 마스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
를 아래로 눌러준다.
3) 한번 사용 시 약 10~15회 흡입 가능함

사진

개인 생존안전비품(PSK:Personal Survival Kit)
 도: 아라온호가 해빙에 구속되는 등 운항 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의 안전을 확
용
보하기 위한 안전비품
위치: 각 침실 옷장 상단
PSK 외관 및 내용물
PSK 전면부 사진

PSK 내부 사진

사진

사진

내부물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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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스즈키

방한 내의

방한 장갑

1/1

1/1

1/1

사진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요구장비
품 명
수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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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대피도

3.2. 화재

각
 침실 및 복도 벽면에는 현 위치에서 비상소집장소까지 가는 방법이 그려진
비상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승선 후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 비상상황에 대
비해야 한다.

1) 화재 발생 시
신호 :
10초이상 계속되는 장음
집합장소 : 헬리데크, 헬리데크 화재 시 선수에 집합(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행동요령 : 연기속 탈출 시 비상탈출호흡구인 EEBD를 사용하고, 사용이 불
가능 할 경우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저자세로 탈출한다.
(필요 시 침실에 비치된 휴대용 산소캔을 활용한다.)
2) 화재 발견 시
‘불이야!’등 큰소리로 가까운 주변인에게 알린다.
화재경보기를 누른다.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진압한다.(소형 화재의 경우)
선교에 알림 : 주변인을 통하여 선내 전화기(100번)로 선교에 		
알린다.
화재경보기

3) 소화기 종류

비상대피도(02 데크)

3. 상황별 대처요령
3.1. 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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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스프레이형
강화액 소화용구

A.화재
(나무,종이,고체)

B.유류화재
(휘발유,페인트)

C.전기화재
(전자기계)

D.식용유, 천, 꽁초, 휴
지통 복합 화재 등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1) 신호 :
단음 7회, 장음 1회
2) 복장 : 긴소매 상의와 따뜻한 옷, 튼튼한 신발, 모자 구명조끼 착용, 방수복
지참 (PSK 및 GSK는 특별한 경우 지참한다.)
3) 집합장소 : 헬리데크
4) 집합 후 좌우현 구명정 탑승 선택 및 절차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름
5) 비
 상해제시 :
장음 1회, 단음1회, 3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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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사용법

1) 안전핀을 제거한다.

비상호흡탈출구 사용방법

2) 호스를 화재방향으로
향하여 잡는다.

3) 손잡이를 쥐어 분사
한다.

1) 휴대용 가방을 목에 건다.

2) 주머니에서 두건을 꺼낸다.

3) 고압용 밸브를 열어 압력 게이지의 눈금을
확인한다.(공기가 충분한지 확인)

4) 안면랜즈를 앞으로 향하여 두건을 착용한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경우 방출 시 호스 손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잡을 시 동상의 위험이 있으
므로 주의한다.

5) 비상탈출호흡구(EEBD)
화재로 인한 연기로 호흡이 곤란할 경우, 비상탈출호흡구 또는 산소캔을 착용
하여 집합장소까지 이동한다. (비상탈출호흡구:15분사용가능, 산소캔:1015회 흡입 가능)

6) 비상 해제 시 :

장음 1회, 단음1회, 3회 반복

3.3. 익수자 발견
1)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명부환을 던진다. 이때
익수자가 맞아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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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 선교에 연락하여 익수자와 빠진 위치
(선박 기준 오른쪽/왼쪽)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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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작업
1) 해당 작업의 책임연구원이 작업자로 배정한 사람만 연구작업장소에 출입
한다.
2) 외부갑판 작업 시 개인안전 장구(안전모, 장갑, 구명조끼, 안전화)를 착용
한다.
3) 선미 끝단부, 현측문 개방 및 황천 중 작업 시 구명작업복, 안전줄을 착용
한다.
4) 코어나 CTD등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이동시 아래쪽으로 지나가지 않
는다.
5) 윈
 치를 사용한 전개, 회수 작업 중 케이블의 끊어짐으로 인한 인명손상을 방
지하기 위해 부근 출입을 금한다.
6) 극
 지방 연구작업의 경우 유빙 상황을 잘 파악하여 장비의 전개 회수 중 유빙
으로 인한 케이블 및 장비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7) 혹
 한에서 작업 전 전자 장비에 대한 결빙 예방 대책(온수 또는 담요로 감싸
기 등)을 미리 수립하여 장비 손상을 방지한다.

갑판작업 사진

해수 염분 수온 측정 장치(CTD) 작업
대차는 반드시 3인 이상이 이동시켜야 하며 이동 중 선박의 급작스러운 횡요
로 인한 부상에 주의한다.
대차의 이동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STOPPER를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케이블 내 신호선에 1000V 이상의 고전압이 통과하므로 관리자 외에 케이
블 접촉을 금한다.

안전줄 착용 사진

탄성파 지질탐사 작업(SEI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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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의 압축공기를 이용하므로 에어건이 해양으로 완전히 전개되기 전까지
는 고막 손상 방지를 위해 귀마개를 착용한다.
케이블 전개 후 UMBILICAL 과 STREAMER 간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견
시를 철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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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암석/생물 시료 채취기(DREDGE) 작업
시료 채취 중 순간적으로 케이블의 장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작업 중 출입을 통제한다.

 프가 엉켜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풀린 경우 장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
로
로 주의한다.

3.5. 결빙지역 상륙
각종코어(CORER) 작업
 어는 주로 중량물이 많고 크레인과 윈치를 같이 사용하여 이동하기 때문
코
에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1) 최초 상륙자(전문 안전 요원)가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상륙한다.
2) 결빙지역 상륙 시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동해야 하며, 개인안전장비
를 지참하고 현문에 신고 후 선박에서 내린다.
3) 작업 종료 후 선박에 돌아오면 현문에 신고한다.
4) 해빙 시에는 수시로 결빙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선박으로 돌아온다.
5) 북극해 지역에서 상륙 시, 반드시 BEAR WATCHER를 배치하여 포유류로
부터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로프 또는 케이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개/회수 작업 중 로프가 신체에 감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결빙지역 상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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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링(MOORING)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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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리콥터 안전활동
헬
 리콥터 탑승 시에는 반드시 HSO(헬리콥터 안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하
며, 탑승 전후에는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한다.

4.1. 탑승 전
접근 안전 지역
헬리콥터로 접근할 때는 조종사가 탑승자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기체의 앞으
로 접근해야 한다. 기체의 뒷부분은 꼬리날개가 항상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절
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안전벨트와 헤드셋의 착용
헬리콥터에 탑승하면 반드시 안전벨트 및 헤드셋을 착용한다.

4.3. 내릴 때
낮은 지대로 내려 기체 앞으로 이동
헬리콥터에서 내릴 때는 평지 또는 낮은 지대로 내려야 한다. 높은 지대로 내릴
경우 회전하는 헬기 날개와 가까워져 위험하기 때문이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후 이동 시에는 기체의 앞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뒤쪽으로 이동할 경우 고속으
로 회전하는 주회전 날개와 꼬리날개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4.2. 탑승 시
엔진시동 또는 정지 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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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의 엔진이 막 시동할 때와 정지할 때, 절대로 헬리콥터에 접근하지 않
는다. 주회전날개는 지면 방향으로 낮게 출렁거리므로 이때 접근자에게 치명
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헬리콥터의 주회전날개가 완전히 멈춰 있을 때 접근하거나 완전한 회전을 할
때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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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수석연구원의 역할
1. 수석연구원의 책임과 권한
※ 극지연구소 지침 2403

1.1 임명
쇄빙연구선 운영담당 부서는 항차별 운항계획 확정 시, 항차별 연구·보급업무
를 총괄할 수석연구원을 소장의 명에 의해 선임한다.

1.2 책임과 의무
1) 연구·보급 활동 주관
수석연구원은 선내 연구·보급 활동을 주관하며, 선장 및 참여 연구원과 협의하
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선내에 공지한다.
2) 승선 연구원 관리
수석연구원은 승선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원만한 승선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성범죄 관련 대처
수석연구원은 선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
를 하여야 한다. 사건 발생 즉시 쇄빙연구선 운영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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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및 지원장비의 운용
수석연구원은 선장과 관계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제반 연구장비의 운용과
탑재된 헬기, 작업정 및 바지선 등의 사용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단, 선장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헬기사용을 요청할 경우, 수석연구원은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4) 통신 부분 규제
수석연구원은 원활한 연구·조사활동을 위하여 사전 선장과 협의하여 선내 통
신장비 사용과 인터넷사용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2. 선장과의 업무 협조
※위탁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선박의 운용)
1) 관리회사는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깊이 인식하고 선박의 안전 유지 및 작
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선장은 선박과 인명의 안전 및
관련법 등에 따른 선장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연구소는 관리회사에 선박의 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관리회사는 선박을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 입·출항시키거나 연구소의 사업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적법한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불
가항력의 사유로 선박이 정박항을 떠나야 할 경우 관리회사는 사전에 연구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 보급활동 지원)
1) 본선이 연구·보급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수석연구원은 선장에게 본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1) 업무지원 요청
수석연구원은 쇄빙연구선이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선장에게
본선의 항로, 운항유형, 연구·조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쇄빙연구선 운영담당 부서장은 선장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사전 지도하여야 한다. 단, 선장은 쇄빙연구선의 안전운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운항일정 조정
수석연구원은 동승한 참여연구원과 협의하여 부여된 항차내의 운항일정을 자
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참여연구원 및 참여연구팀간 의견이 불일치된 조
정사항과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쇄빙연구선 운영담당 부서장
을 경유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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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항로, 운항유형,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요청을 할 수 있
으며, 이를 거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선
 장은 선박의 안전유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선장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가지
며, ①항의 규정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관
 리회사(선장)는 수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보급 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반’을 가동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구·보급 활동에 필요한 최선의 노
력을 하여야 한다.

| 선장의 선원법상 의무와 권한 |
1) 지휘 명령권
선장은 선박운항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
는 여객·기타의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선장은 해원·여객·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선내에 있는
사람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게 하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원조를 청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4) 선박 위험시의 조치 의무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 및 적화
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
5) 조난선박 등의 구조 의무
타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만 한다.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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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선적의뢰서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양식 준수 (서식, 단위, 병렬 등)
- 한 박스 안에 여러 물품이 있는 경우 각각 물품의 unit weight, total weight, unit price,
total weight를 기재
- 한 박스 안에 여러 물품이 있는 경우 각각 물품 앞에 박스 번호 기재. 셀 병합 금지
- 박스 중량 및 크기는 정확하게 기재 (선박 복원성 문제로 안전 운항 위협)
- 아라온 패킹마크 양식 사용

기관명/부서명

극지연구소 쇄빙선운영팀

화물책임자 (내선번호)

홍길동 (8525)

작성자 (내선번호)

김길동 (8524)

계정번호

관/부가세 발생 시 지급계정 (10자리)

선적구분

v 연구 항해 물품
□

선적지

v 한국
□

위험물 포함 (IMDG Code)

v 리튬배터리
□
□ 기타위험물

선적의뢰내용

v 일반수출
□
□ 재수입
v 사후관리물품 재수입
□
□ 연구샘플(미검역) 수입

특이사항

(관/부가세 발생 방지를 위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 필요)
(* 줄바꿈: alt+Enter)
- 부이 설치 후 2018년도 아라온으로 회수
- 2015년 항공운송으로 수출된 건으로 아라온으로 재수입
- 장비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반출된 후 알라스카 놈에서 아라온
으로 선적코자 함

□ 기지 반출입 물품

v Nome
□

□ Barrow

□ 액체류(시약)

□ 화공약품

v 사후관리물품 일반수출
□
□ 연구샘플(검역) 수입

※ 파일명 부여 방법
- 극지연구소 물품인 경우 (항차 내 수행과제 순서대로 1.1 1.2 1.3… 부여)
1.1항차_홍길동김길동(화물책임자와 작성자)_재수입_사후관리
1.1항차_홍길동김길동(화물책임자와 작성자)_수출_사후관리
1.1항차_홍길동김길동(화물책임자와 작성자)_재수입
1.1항차_홍길동김길동(화물책임자와 작성자)_수출
1.1항차_홍길동김길동(화물책임자와 작성자)_수입_샘플
- 외부기관 물품인 경우
1.1항차_홍길동(연구소담당자)_외부(KIOST김철수)_재수입_사후관리
1.1항차_홍길동(연구소담당자)_외부(KIOST김철수)_수출_사후관리
1.1항차_홍길동(연구소담당자)_외부(KIOST김철수)_재수입
1.1항차_홍길동(연구소담당자)_외부(KIOST김철수)_수출
1.1항차_홍길동(연구소담당자)_외부(KIOST김철수)_수입_샘플

※ 발송화물 중 위험물의 MSDS 등 관련자료는 인보이스 제출 시 함께 제출
※ 사후관리물품은 총무자재팀 자산관리 담당자와 협의 후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 사후관리물품 인보이스 작성 시 수입 신고 당시 모든 정보와 일치해야 함 (통화 단위, 물품
명, 금액, 중량 등)
※ 재수입 물품은 품명 앞에 '#'표시, 수출 당시 물품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함 (물품명, 단위,
단위중량, 단가, Serial No. 등)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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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국내/외 대리점 정보

[부록2] Invoice & Packing List
Box
No.

Description
of Content

HGD
내용물 영문
#1

품명

Quantity

Unit

내용물
한글

1

BOX

Unit
Total
Weight(Kg) Weight(Kg)
1.0

1.0

1.0

1.0
Dimension

Quarant
cbm
eine
width
depth
height
(a*b*c)/
검역여부
(가로,cm) (세로,cm) (높이, cm)
1,000,000
Y
60.0

100.0

70.0

0.4

60.0

100.0

70.0

0.4

기
관
명
극지
연구
소

Unit
Amount
Price
(USD)
(USD)
1.0

1.0

화물 사업 화물책임자
비
책임 책임 연락처 (전화
고
자
자
/이메일)
홍
길
동

고
길
동

010-xxxxxxxx
(asdf@
kopri.re.kr)

가. 국내대리점
인천 대리점
대리점명
대표번호
팩스
담당자1

담당자2

이름
메일
전화번호
이름
메일
전화번호

주소

새인천항업
82-32-770-1826
82-32-764-0868
최병환 상무(업무총괄)
bhchoi@nis1995.com
82-32-770-1802
김대현 부장(운항)
posdh@nis1995.com
82-32-770-187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8 경신빌딩 807호

광양/여수 대리점
대리점명
대표번호
대표메일
담당자1

담당자2

이름
메일
전화번호
이름
메일

주소

주식회사 팬스코
82-61-791-6539
pansco@pansco.co.kr
이재광 소장
jklee@pansco.co.kr
82-61-791-6538
서규환 과장
seokh@pansco.co.kr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390(도이동 780-2) 운영건물 1층

동해항 대리점

담당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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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메일

조광해운
82-33-521-5982
82-33-521-5984
chokwang@ckshipping.com
심원철 부장
shim@ckshipping.com
4, DONGHAEHANG 3-GIL, Donghae-si, Gangwon-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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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명
전화번호
팩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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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대리점

부산항 대리점
대리점명
대표번호
팩스
대표메일
담당자

이름
메일

주소

포스인터내셔날
82-51-465-4855
82-51-465-2622
posbiz@posintl.co.kr
하동규 부장
dgha@posintl.co.kr
No. 602. DongJin Bldg.(Jungang-Dong 4-Ga), 95,
Jungang-Daero, Jung-Gu, Busan, 48929, Korea

포항대리점
대리점명
대표번호
팩스
대표메일
담당자
주소

이름
휴대전화

포항해운
82-54-256-1600~4
82-54-256-1605
pohang@pohangshipping.com
김원식 소장
82-10-5382-5119
(3787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번지 해운센타
217호

미국 대리점
대리점명
대표번호(24시간)
팩스
이름
담당자
메일
전화번호
주소

Alaska Maritime Agencies
001-1-907-562-8808
001-1-907-782-4110
Brittney Kennington
ancops@alaskamaritime.com
001-1-907-223-8786
4341 B Street, Suite 202, Anchorage, AK, US 99503

뉴질랜드 대리점(선박운항, 승하선)
대리점명

담당자

이름
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웹사이트

ISS-McKay Ltd.
Andrew Sherburd
Andrew.sherburd@iss-mckay.co.nz
001-64-3-328-7734
001-64-21-311-958
Unit 6, 303 Blenheim Road, PO Box 9383, Christchurch,
New Zealand 8041
www.iss-shipping.com

뉴질랜드 대행사(화물 보관 및 적양하)
대리점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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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름
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폰

A&F International Corp Ltd
Marclay Jung
marclay30@gmail.com
001-64-21-185-7171
001-64-3-358-8428
070-7013-4246
26 Berkshire Dr, Avonhead, Christchurch,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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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면세품 신청서

호주 대리점
대리점명
전화번호(대표)
팩스
담당자

이름
메일
전화번호

Tasmanian Worldshipping Agencies
001-61-03-6223-2000
001-61-03-6223-4477
Stephen Parodi
Stephen.Parodi@twws.net
001-61-459-744-701
Suite 12, 3rd Floor, Galleria Building 33 Salamanca
Place Battery Point, Hobart Tas 7004, Austraila

주소

대리점명
전화번호(대표)
팩스

담당자2
주소

2. 신청부서명:
3. 신청금액
한화

미화

￦14,400

임의환율

합계

1,120

14,400

4. 구매확정금액(쇄빙선운영팀에서 기입합니다.)

칠레 대리점

담당자1

1.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메일
이름
휴대전화
메일

AGUNSA
001-56-61-61-7300
001-56-61-222-8239
Milenko
001-56-61-61-7311
001-56-9-9825-6761
mbuljan@agunsa.cl
Claudio
001-56-9-7516-5021
cbobadilla@agunsa.cl
Isidora Goyenechea 3365, Floor 14th, Las Condes, Chile

한화

미화

￦14,400

환율

합계

1,150

14,400

* 환율은 주문일 당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입니다.

5. 신청리스트(한화)
순번

신청자

품명

수량

단위

단가(원)

합계(원)

1

홍길동

알로에 180ML*30 (CAN)

1

BOX

14,400

￦14,400

2

￦0

3

￦0

4

￦0

5

￦0
합계

￦14,400

6. 신청리스트(미화)

2

US$0.00

3

US$0.00

신청자

품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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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단가
(IUSD)

US$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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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US$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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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계
(USD)
US$0.00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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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KP&I 보험신청서

나. 동승항해 서약서 Agreement of the Co-Sailing

가. KP&I 동승항해담보 신청서 Inquiries on third party’s boarding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8 썬타워빌딩
Suntower B/D 1-158 Sinmunno 2-ga,
Jongno-gu, Seoul, Korea 110-062
TEL:82-2-739-9755~8 FAX:82-2-739-9759

하기 서명 날인하는 본인(본인의 동행인)은
년 월 일 ______________
(항구명)에서 선명 __________________호에 승선함에 있어 하기 사항을 숙지하
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my companion), who signed below, hereby agree that I will observe the
following matters when boarding the ship, _______ at ____________(port’s
name) on _______________(Date of boarding)

선박명(Name of Vessel)
성명(Name)
국적(Nationality)
나이(Age)
동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귀하
Dear __________________Co. Ltd.

직업(Job)
회사/부서/직위(Company/Dept./Position)
신분증명번호(Identification No. or
Passport No.)

1. 본선 승ㆍ하선시는 선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
른다.
In boarding or disembarkation, I will thoroughly follow all instructions
from the master or authorized person a board the ship.

승선목적(Purpose of boarding)
승선일(Date of Embarkation)
하선일(Date of Disembarkation)
승선항(Port of Embarkation)
하선항(Port of Disembarkation)
항해구간(Trading Area)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Whether the workmen'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for Employees has
entered or Not?)
※ 첨부 : 동승항해 서약서 및 동승인 준수사항.
(Please fill in the documents attached.)

작성일(Date)
회사/소속/직책(Company/Dept./Position)
TEL
FAX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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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선 기간중 본인(본인의 동행인)의 인명 사상, 질병 등은 본인 스스로 유의하고
본선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해 회사 및 본선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While staying on board, I (my companion) will take care of myself
(himself) to prevent injury, death, or disease. As long as an accident
was not caused by the direct and intentional result of the company’s
employees, I will not call the company or the ship to account for the
accident.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작성인(Name)

Yes / No

2. 승선 기간중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관세법 위반 행위(밀수 등)를 하
거나 이러한 행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는다.
While staying on board, I will observe all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I will not violate custom law (smuggling, etc.) or I will
never be involved in any kind of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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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선은 여객을 위한 객선이 아님을 인지하고, 선내 시설의 불비로 인한 여하한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I will keep it in mind that this ship is not designed for passengers.
Therefore, I will not call the company to account for any kind of
accidents that result from insufficient installment of shipboard facilities.
이에 본인(본인의 동행인)은 하기에 서명하여 상기 사항을 위반, 해태함으로써 발
생되는 여하한 손해나 불이익과 관련하여 선주, 선장 및 기타 선주 피고용인에 대
해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소송행위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I (my companion), hereby, sign and agree that I will not claim or raise a
law suit against the ship’s Owner, the master, or the employee of the
ship’s owner relevant to any kind of damages or disadvantages that may
result from violating or being negligent the above matters.

작성일 Date :
주소 Address :
성명 Name :

(인) (signature)

다. 동승인 준수사항 Guidelines observed by Passengers on Board

하기 서명 날인하는 본인(본인의 동행인)은
년 월 일 ______________
(항구명) 에서 선명 __________________호에 승선함에 있어 하기 사항을 숙지하
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my companion), who signed below, hereby agree that I will observe the
following matters when boarding the ship, _______ at ____________(port’s
name) on _______________(Date of boarding)
1. 승ㆍ하선시는 대리점 및 기타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고, 선내에서는 선장이나 권
한 위임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In boarding or disembarkation, I will follow the instructions from the
agent and other guides, and I will also conduct all instructions from the
master or authorized person on the ship.
2. 외부에 용무가 있어 승ㆍ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장이나 당직사관에
게 허가를 득하고 행선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In cases where I have to board or disembark from the ship because of
work to do related to outside, I will obtain the permission from the
master or the watch officer, and tell him where I go.

4. 선원의 고유 권한에 대하여 참견하거나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행 및 유
언비어 등을 유포하지 않는다.
I will not interfere in the crew’s own authority, and I will not act ba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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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내 이동 시는 반드시 허가된 구역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개방되어 있지 않
은 구역, 선장 및 책임사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실, 선교 및 통신실의 출입은
금지한다.
When I go to a different place on board, I will use the passage at
permitted areas. I will not go to the areas which are not open to visitor
or passengers, or the engine room, the bridge, or the radio room where
I am not permitted to go by the master or the officer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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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anything bad or rumors that may cause disharmony between crew
members.
5. 밀
 수, 밀항 등의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기타 범법행위를 금지하며, 마약 및 위
험물은 절대 반입을 금지한다.
I will not violate custom law, immigration law, other laws by smuggling
or stowaway. I will never bring drugs or dangerous materials to the ship.
6. 허가되지 아니한 장비 및 기기 등을 손대지 말 것.
I will not touch the equipment or machinery for which I am not permitted.
7. 침실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I will not use fire at cabins or places where a fire may occur.
8. 침
 실을 떠날 때는 방문을 잠그거나 귀중품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When leaving a cabin, I will lock the door or I will carry my valuables
with me at all time.
9. 선
 내에서 실시하는 비상훈련 및 기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퇴선 위치 및 비
상시 자신의 부서와 임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I will join the shipboard emergency drills and other education, and I
will familiarize myself with my position in case of abandon ship, and
also with my station and duties in case of an emergency.

10. 선외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I will not dump trash or garbage off the ship.
11. 항해 중 야간에 갑판출입을 하지 말 것.
I will not go up to the deck at night during navigation.
12. 신체상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장이나 당직사관
및 위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f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y physical body or if I feel sick, I
will tell the master, the watch officer, or sanitary manager.
13. 항해중 돌발적인 선체의 동요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이용하여
다닐 것.
To protect my body from sudden movement of the hull during
navigation, I will use handrails, walking on board.
14. 기타 본선은 여객을 위한 객선이 아님을 인지하고, 선내 시설의 불비에 의한 여
하한 사고 및 인명 사상, 질병의 발생 등은 본인 스스로 유의하여야 한다.
I will keep it in mind that this ship is not designed for passengers, and
I will take care of myself to prevent accident, injury, death, or disease
which may result from insufficient installation of shipboard facilities.
작성일 Date :
성명 Name :

(인) (signatur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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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 「아라온」

승선자안내서

[부록6] 극지현장 활동 음주허용 기준 및 주류관리 지침
<분류 기호 : 지침1603>
제정 2014. 11.01.
개정 2018. 09.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지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가 남·북극 과학기지(이
하 “기지”라 한다)와 쇄빙연구선 「아라온」(이하 “쇄빙연구선”이라 한다)에서
극지현장 활동 수행 시 극지현장 활동 음주허용 기준과 주류관리 지침을 정함으
로서 효율적인 연구활동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지에 근무중인 월동연구대원
2. 기지근무를 위하여 임무교대중이거나 임무교대후 귀국 대기중인 월동연구대원
3. 연구활동 및 기타의 목적을 지니고 기지에 체류중인 자
4. 연구활동 및 기타의 목적을 지니고 쇄빙연구선에 승선한 자
5. 쇄빙연구선 승무원

3.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극지 야외 활동 시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최고 선임자를
주류관리자로 한다.
제5조(주류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주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주류관리자는 음주 기준에 의거 적정히 주류를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2. 주류관리자는 선상작업, 고무보트 운용, 차량 및 장비 운용 등 업무수행을 위
한 작업 수행 시 작업참가자에 대하여 사전에 비치된 음주측정기에 의거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 알코올 농도 0.05%인 경우 작업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주류관리자는 제3조의 음주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음주 기준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현장활동자의 책임과 의무)
1. 극지 현장 활동자는 본 기준에서 정한 음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극지 현장 활동자는 주류관리책임자의 음주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음주기준) 극지 현장 활동시의 음주 기준은 음주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
 본 음주 허용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5% 수준 이하로서, 회별 1인당 소
주(360ml) 1병 또는 맥주(355ml) 3캔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한다.(개정
2018.9.10.)
2. 음주는 주 2회 지정된 장소에서 23:00까지 허용한다.(개정 2018.9.10.)
3. 극
 지 야외활동 수행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주류관리자가 판단하여 제1호에
서 정한 음주 기준의 1.5배를 적용할 수 있다.
4. 주
 류는 현장별 관련부서의 협조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개인별 별도 주류 반입
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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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 일자) 이 지침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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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류 관리자의 기준) 극지 현장별 주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과학기지는 월동연구대장을 주류관리자로 한다.
2. 아라온호는 항차별 수석연구원을 주류관리자로 한다.

제1조(시행 일자)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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