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재는 해양경찰 함정요원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 군무원 항해, 그리고 해기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해사영어는 일반 공무원 영어시험과는 달라서 항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영어로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완벽히 알 필

요는 없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해사영어 시험의 특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우선 한글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정리를 한 후에 영어 지

문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국제법 부분은 지문이 길고 암기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영어로 지문을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주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는지만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파트별 학습 방법으로는 첫째, SMCP 부분에서는 나오는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

어야 합니다. SMCP 제작 목적이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것이므로,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SMCP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SMCP에서 쓰이는 표현법과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국제법 부분에는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각종 숫자입니다. 톤수, 개수, 횟수 등의 수치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이 부분은 유의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항해는 기관 선택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오

지 않고 기본 정의를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 항해에 대한 기초 학습을 

한 이후에 영어 지문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logbook 기사는 SMCP와 내용상 겹치는 부분도 많고 쓰이는 용어들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법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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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기출문제와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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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해사통신용어의 개념

1. 목적
① 선박의 동정과 항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② 항해 중, 항구 접근, 수로상에서 항만과 다국적 선원들로 구성된 선박 간의 항해 통신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함.

③ 해기교육기관에서 해기교육의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함.

SMNV(Standard Marine Navigational Vocabulary, 표준해사항해용어)

：IMO가 1978년에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표준 해사 항해 용어이다.

MCP(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표준해사통신용어)

：IMO가 2001년 11월에 SMNV를 폐지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채택한 표준해사통신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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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반(General)

1. VHF 교신 절차(Procedure)
① Please use IMO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표준해사통신용어를 사용하시오.

② I will use IMO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

나는 표준해사통신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③ I will use INTERCO.

국제신호서의 기준에 따라 통신하겠습니다.

2. 철자(Spelling)
① 글자의 철자(Spelling of Letters)

When spelling is necessary, only the following spelling table should be used

：철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의 철자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Letter Code Letter Code

A Alfa N November

B Bravo O Oscar

C Charlie P Papa

D Delta Q Quebec

E Echo R Romeo

F Foxtrot S Sierra

G Golf T Tango

H Hotel U Uniform

I India V Victor

J Juliet W Whisky

K Kilo X X-ray

L Lima Y Yankee

M Mike Z Zulu

② 숫자와 수에 대한 철자(Spelling of Digits and Numbers)

A few digits and numbers have a modified pronunciation compared to 

general English.

일부의 숫자와 수에 대한 발음이 일반적인 영어와 다르게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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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Spelling Pronunciation

0 zero ZEERO

1 one WUN

2 two TOO

3 three TREE

4 four FOWER

5 five FIFE

6 six SIX

7 seven SEVEN

8 eight AIT

9 nine NINER

1000 thousand TOUSAND

3. 통보 부호(Message Markers)
In shore-to-ship and ship-to-shore communication or radio communication in 

general, the following eight Message Markers may be used. 

선박과 육상국 간의 통신이나 일반 무선 통신에 있어서 다음 여덟 가지의 통보 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1) 지시(INSTRUCTION)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luence others by a regulation.

이는, 다른 자에게 법규에 의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뒤따르는 통보사항에 포

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Comment：This means that the sender, e.g. a VTS-Station or a naval vessel, 

must have the full authority to send such a message. The recipient has to 

follow this legally binding message unless s/he has contradictory safety reasons 

which then have to be reported to the sender.

주석：이는, VTS 국이나 해군 함정과 같은 송신자가 그러한 통보사항을 발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신자는 이러한 통보사항에 상반되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

면 송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이러한 통보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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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INSTRUCTION. Do not cross the fairway.”

보기：“INSTRUCTION. 항로를 횡단하지 마시오.”

(2) 권고(ADVICE)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luence others by a Recommendation. 

이는 뒤따르는 통보사항에 다른 자에게 권고에 의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포함

되어 있음을 나타냄.

Comment：The decision whether to follow the ADVICE still stays with the 

recipient. ADVIC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followed but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주석：권고사항에 따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신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권고사항에 반드시 따라

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Example：“ADVICE. (Advise you) stand by on VHF Channel six nine.”

보기：“ADVICE. VHF 채널 69에 대기하시오(대기하기를 권고함).”

(3) 경고(WARNING)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orm others about danger.

이는 뒤따르는 통보사항에, 다른 자에게 위험을 알려주고자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

을 나타낸다.

Comment：This means that any recipient of a WARNING should pay immediate 

attention to the danger mentioned. Consequences of a WARNING will be up to 

the recipient.

주석：경고를 수신한 자는 즉시 언급된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경고의 중대성

은 수신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mple：“WARNING. Obstruction in the fairway.”

보기：“WARNING. 항로 내에 장애물이 존재함”  

(4) 통보(INFORM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s restricted to observed facts, 

situations, etc.

이는 뒤따르는 통보사항이 관찰된 사실이나 상황 등에 국한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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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This maker is preferably used for navigational and traffic information, 

etc. Consequences of INFORMATION will be up to the recipient. 

주석：이 통보부호는 항해 통보나 통항 통보 등에 주로 사용될 것이다. 통보의 중요성은 수신자

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mple：“INFORMATION-MV Noname will overtake to the West of you.”

보기：“INFORMATION. 기선 Noname이 귀선의 서쪽을 통하여 귀선을 추월할 것임”

(5) 질문(QUESTION)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s of interrogative character. 

이는 뒤따르는 통보사항이 의문을 나타내는 성격의 것임을 나타냄.

Comment：The use of this marker removes my doubt on whether a question is 

being made, especially when interrogatives such as What, Where, Why, Who, 

How are additionally used at the beginning of the question. 

The recipient is expected to return an answer.

주석：이 통보 부호를 씀으로서, 특히 질문의 첫머리에 What, Where, Why, How, Who와 

같은 의문사가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한 의혹이 없어진다. 수신자는 응답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mple：“QUESTION. (What is) your present maximum draft?”

보기：“QUESTION. 귀선의 흘수는(얼마인가)?”

(6) 응답(ANSWER)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s the reply to a previous question. 

이는 뒤따르는 통보사항이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임을 나타낸다.

Comment：Note that an answer should not contain another question.

주석：응답 속에 다른 질문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됨을 주목할 것.

Example：“ANSWER. My present maximum draft is zero seven metres.”

보기：“ANSWER. 본선의 현재 최대 흘수는 7미터임”

(7) 요구(REQUEST)
This indicates that the following message is asking for action from others with 

respect to the vessel.

이는 뒤따르는 통보사항에 의해, 다른 당사자가 해당 선박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함

을 나타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