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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GING FOR FREEBOARDS
OF 9 METRES OR LESS
HANDHOLD
STANCHIONS
Min. Diam. 32mm
Min.120cm
Above Bulwark

Handholds
Min. 70cm
Max. 80cm

COMBINATION ARRANGEMENT
FOR SHIPS WITH A
FREEBOARD OF MORE
THAN 9 METRES
WHEN NO SIDE DOOR AVAILABLE

PILOT LADDER WINCH REEL

NO!

No shackles,
knots or splices

NO!

The steps must be
equally spaced

NO!

Handholds
Min. 70cm
Max. 80cm

The steps must be
horizontal and chocks
under the steps must be
tightly secured

Pad eye

Minimum
Clearance
220cm

NO!
PILOT LADDER

MAN-ROPES
(without knots)
Min. Diam. 28mm
Max. Diam. 32mm
IF REQUIRED
BY THE PILOT

Must extend
at least 2 metres
above lower
platform

Min. 180cm Long

SIDE ROPES
Min. Diam. 18mm

ALL STEPS
Must rest firmly
against ship’s side

MAXIMUM 9 STEPS
Between spreaders
Min. 40cm

31-35cm

A pilot ladder
requires a climb
of not less than
1.5 metres and
no more than
9 metres

Min. 91.5cm

NO!

SPREADER
Ladder must be
firmly attached
to ship’s side
1.5 metres above
accommodation
platform

NO
OBSTRUCTIONS

Spreaders must
not be lashed
between steps

ACCOMMODATION
LADDER

Side ropes must
be equally spaced

Secured to
ship’s side

NO!

Maximum
45˚ slope Should lead aft
0.5m

Lower
platform
horizontal
The lower
platform
shall be a
minimum
of 5 metres
above the sea

Min. 91.5cm

B

The steps should
not be painted,
dirty or slippery

All pilot ladder winch reels should
have a means of prevention from
being accidentally operated.

NO!

2m
Recommended
9 metres
freeboard mark

Minimum
Clearance
220cm

Loops and tripping
lines present a
tripping hazard
and foul the
Pilot Launch

Power winches must have an
operative safety device to lock
the winch in position.

2m

STERN BOW

Handhold stanchions
rigidly secured to deck

C

From bottom
must be a spreader

unobstructed
ship’s side

Height
Required by Pilot

Minimum
91.5cm

Responsible Officer
in contact with bridge

5th STEP

6 METRES

The brake and lock must be
operative on manually operated
winches.

Handholds
Min. 70cm
Max. 80cm

Side opening

Minimum
Clearance
220cm

Accommodation
ladder should
be secured to
ship’s side

(Using eyepad,
magnetic or
pneumatic
system)

Handholds
Min. 70cm
Max. 80cm
Ship’s side doors
used for transfer
should not open
outward

75cm

Lifebuoy with
self-igniting light

Bulwark & Pilot ladder
secured to deck
strong points

Minimum
91.5cm

75cm

도선사용 승하선설비 기준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도선사협회 (IMPA)

건현 9M 이하인 경우 설치방법

핸드홀드 스텐션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릴

건현 9M 이상인 경우 현측사다리와
결합 설치방법

NO!

(현측문이 없는 경우)

NO!

샤클,매듭,스플라이스
연결 금지

발판 간격 동일하게
할것

간격 70~80cm

(손잡이)
최소 직경 32 mm
불워크상 120cm

NO!

핸드홀드(손잡이)
직경 70~80cm

발판은 반드시 수평을
유지하고 발판밑의
쐐기는 확실하게 고정할 것

패드아이설치

NO!
도선사용 사다리
맨로프
(매듭이 없을 것)
최소 직경 28 ~ 32mm
(도선사 요청시 설치)

스프레더

NO!
사이드로프는 동일
한 간격을 유지할 것

현측사다리(accom.ladder)
선측에 고정될 것
최대경사는 45도
선미측으로 향하게 설치할 것

최소길이180cm

사이드로프
최소직경18mm

스프레더 사이의
발판갯수 최대 9개

모든 발판
선측에 견고하게
고정 될 것
최소 길이 40 cm
발판간격 31~35cm

선측에 견고히 밀
착되고 현측사다리
플랫폼에서 1.5m
상부에 설치할 것
사다리 길이는
1.5m~9m
사이일 것

장애물 없을 것

스프레더는 발판사이에
부착하지말 것

하단 플랫폼에서
위쪽으로
최소 2m이상
연장되어있을 것

하부플랫폼은
수면에서
최소 5m 이상에
위치할 것

NO!
발판은 페인트칠
되어서는 안되며
더럽거나 미끄러워서는 안됨

NO!

하부플랫폼은
수평을 유지 할 것

하단 로프는
도선사에게
걸릴 위험이 있고 도선선에
엉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최소높이 220cm
최소너비 91.5cm
의 공간 확보

핸드홀드(손잡이)
간격70~80cm

파워윈치 는 윈치를 고정 잠금할
안전수단을 반드시 가져야 함

핸드홀드스텐션(손잡이)이 갑판에 부착될 것

담당사관은 선교와 교신할 것

사다리 최하부에서
다섯번째 발판은
스프레더일 것

도선사가 요구하는
높이에 맞출것

윈치릴은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는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제동 및 잠금장치는 윈치에서
수동으로 작동가능해야함

9m 건현마크 설치
(IMPA 권고사항)

선미-선수

사다리 6m범위
내 선측에 방해물
없을 것

최소높이 220cm
최소길이 91.5cm
최소너비 91.5cm
의 공간 확보

현측 개구부

현측사다리는
선측에 반드시
고정될 것

개구부
최소높이 220cm
최소너비 91.5cm
공간확보

(아이패드, 자석 혹은
유압시스템이용)

핸드홀드(손잡이)
간격70~80cm

이동에 사용되는 현측
문은 바깥방향으로
열려서는 안됨
(선박 안으로 열릴 것)

플랫폼 너비
75cm x 75cm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비치할 것

불워크 사다리를 갑판에
강력하게 고정할 것

* 국제도선사협회(IMPA : In t ’l Ma ritime Pilot s’Assoc iation)는도선사 안전문제 를 환기하고
도선사의 안전확보, 권리보호 등 을 위해매 년 10 월1일 부터 2주간 전세계적 으로 도선 사용
승하선설비 안전캠페인(설문조 사)을 진행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