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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 잦은 선박사고와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선박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통 및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은 거의 오프라인교육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선박안전교육을 위해 스마트기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하여 선박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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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논문

1. 서 론

해를 거듭할수록 등록척수는 감소추세이나,

해양사고척수는증감을반복하고사고율도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해양사고의 약 90%가 운항

과실 등의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용도, 면허, 승선경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양사고가 나타나고 있으

므로 해양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 를 형성하고

있다.

선박검사 현장교육, 해기사 면허취득 교육 및

수협이 주관하는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 및



체계적인관리∙보급노력은다소미흡한상황이다.

선박운항및해양안전을위한예방교육을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해양

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해양

사고 예방용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방선순회특별교육으로 연인원 15,988명,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으로 연인원 5,590명으로 교육

받고 있으나, 선원복지센터 2012년 통계로 상선

인원은 19,614명이며, 어가인구는 15만명으로

교육기회가 미비하다.

현행정책은선원교육콘텐츠나선원의실질적인

안전의식 제고에 한 평가는 없었고, 선원외

해양안전종사자의 교육훈련도 없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학습자들의 지식 탐색과 습득방식은

과거에는 책이나 교사 또는 지식이 풍부한 누군가

에게질의하는것이 으나, 인터넷의검색서비스의

발달로학습자들이모르는것이있을때에는인터넷

검색을통해해당지식을찾아가는것이일반적이다.

최근의 교육 트렌드는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

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프라인교육은 공간의 제한

성과 교육기회 또한 제한적이다. 현업으로 인해

교육기회를놓치는경우, 재교육까지시간이걸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해양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선박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App.)을 개발하 다.

2. 선박안전교육 현황

2.1 선박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행동및태도를바꾸는교육으로시행착오를

통하여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며, 교육에 따라

생존과사망에미치는특성이있다. 특히, 해양에서

운항되는선박은사고가발생하는순간부터육상에

비하여 구조가 쉽지 않는 특성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었다.

해양에서발생하는사고는「해양사고등의수습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양사고, 선원사고, 항만사고,

재난사고, 해적사고 및 테러사고, 해양오염사고,

해수욕장 인명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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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해양사고의 정의

사고유형 내 용

해양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선원사고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그 밖의 안전사고(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

항만사고

「개항질서법」제3조에따른개항의항계안
(「항만법」에 따른 육상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항계부근에서발생한화재나
폭발 또는 항만운 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함

재난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재난중해양수산관련사고를말한다.

해적사고
해적∙해상강도 등에 의하여 선박이 피랍
되거나 화물∙현금 등을 약탈당한 사고 및
선원∙여객등이사상을당한사고를말함

테러사고
「국가 테러활동지침」( 통령 훈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불법행위 중 해양수산 관련
사고를 말함

해양오염
사고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함

해수욕장
인명사고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 기준」
(해양수산부예규제14호)에따라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 고시한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함



해양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서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선박 또는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해양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에서「해양(상)안전교육」

이라는 명칭으로 바다수 안전수칙에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2013)」에 따르면 해양안전활동을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및 재난 등을 예비

하고 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본연구의목적은선박종사자및선박이용자들이

교육콘텐츠를보다쉽게활용하여선박안전을기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발생

하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선박안전교육’

으로 정의한다. 

2.2 인적과실 유형에 따른 안전교육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서‘해양사고 30%

줄이기 책’에서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선박

운항부주의등인적과실에의한것으로(중앙해심,

2013), 현장 맞춤형 체험 교육,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강조하고, 종사자의 역량제고에 기여했다.

해양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운항과실과

취급불량 및 결함, 기타로 분류되며, ‘운항과실’은

운항 중 발생하는 출항준비불량, 선위확인 소홀,

항행법규 위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실수, 태만이

그 원인이며, ‘취급불량 및 결함’은 설비의 결함 및

전선의노후로인한합선이원인이며,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및 운항관리 부적절 등이 원인이다.

2009년부터2013년까지지난5년간해양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적과실인‘운항과실’로 전체

해양사고의 82.1%(재결분 1,404건)으로 전체

사고의 10건 중 8건 이상이 선박종사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다.

「국내 해양선박사고의 인적교류의 요인 평가」

에서 인적과실의 유형을 경계소홀, 항법적 요인,

운항상의 요인, 선박운항 중 기본법규 미준수,

선원의 위법행위 및 후행적 선박운행안전으로

분류하 다. 각 과실에 따른 필요한 교육의 Table

2와 같다.

2.3. 유관기관별 안전교육 현황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교재 및 구명조끼 상시착용 스티커, 선박운항

자를 위한 항해장비 사용법 등 배포 및 관련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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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인적과실 유형에 따른 교육

과실유형 교 육 내 용

경계소홀
선박상호간의 경적신호, 무전기기 신호,
항해등, 등화 및 형상물에 한 적절힌
인지 여부

항법적
요인

항로정보 숙지 및 적절한 항법 수행능력

운항상
요인

부적절한 조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그 위험성에 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안전점검
점검사항에 한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각 점검사항에 한 교육 또한
필요함

선원의
위법

음주운전및 무면허 사고에 한 예방
교육이 필요함

테러사고
「국가 테러활동지침」( 통령 훈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불법행위 중 해양수산
관련 사고를 말함

후행적
선박운항

안전

어선종사자에 한 국제신호기 교육 및
형상물과 화 교육



인에 참여하고, 수협과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에

선박검사원을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종사자들을 상으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해양

수산연수원에서는 해양수산관련 사업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박운항 및 어업에 관한 교육

등을 수행하며, 2013년부터 해양안전심판원으로

부터해양사고에따른집행유예직무교육 상자에

한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85개회원조합에서어업인안전조업지도

교육을 연근해 전 어선의 선주 및 간부 선원(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또는그직무 행자)을 상

으로교육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해상안전

길잡이’에서재난, 생태, 응급처지, 안전, 해양기상,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운분야에 수산분야 종사자

들을 상으로해양수산관련업체및단체, 학교와

공공기관과 함께 해양안전실천 결의 회 및 캠페

인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한국해운조합은 전국에 있는 운항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연안여객선 항로별 실태와 해양

사고별 유형을 파악하여 신규 운항자(선장)와

여객선 사업자를 상으로‘연안 여객선 항로별

실태’,‘여객선 해양사고 사례집’및 동 상을 제작

하 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

교육 공인기관으로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어촌계, 초등학교 해양안전프로

그램으로 구조, 환경, 안전에 한 상별,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 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바다에 뛰어

드는 요령, 구명뗏목 탑승, 심폐소생술 등에 한

교육과정을 2014년에 신설했다. 한국라이프세이

빙협회에서 해양안전교육으로 선박의 갑판에서의

높이 5m를 가정하여 입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상으로 바다수 안전수칙, 수상레저기구 안전

수칙, 구명동의 착용법에 한 해상안전교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의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www.mof.go.kr)에서 공개하 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명칭은 해양안전교육, 해상안전교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해수욕장, 해양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한 예방교육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해양사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박종사자나,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선박안전교육으로 정의

하고, 유관기관의 안전교육자료도 선박종사자나

선박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활용될수있는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자료의 유형은 PDF, PPT, 팜플렛, 동 상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PDF

형태로 자료를 공개하고, 각 기관별로 어선, 낚시

어업, 일반선, 여객선,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수행

하고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공개

하고 있으나, 해당자료를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포털 같은 사이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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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통안전교육 현황

면허취득 전∙후 단계에 따른 교육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기관은‘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으로 분류되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이후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수행한다.

2009년 3월부터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교통

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망 및 8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의무적인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4 사이버교통학교

교통안전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이러닝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Off-line 교육은 교육장소

및 교육강사 등 교육준비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교육정보의 공유, 교육방법의 선택 등

교육의 접근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안으로 사이버교육에 한 요구가

커졌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사이버교통학교를 이용

하여 초∙중∙고등학생, 어르신들이 각 학교에 방문

하면 학교 수업을 받을 것처럼 차례 로 수강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화보기, 동 상강의, 게임하기, 퀴즈풀이, 책

읽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서비스를모바일로확 하여모바일용사이버

교통학교를 제작하여 스마트기기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안전교육 어플리케이션 현황

3.1 안전교육 관련 국내 어플리케션 현황

국내안전관련어플리케이션을조사하기위하여

선박, 항공, 육상교통 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

의료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살펴

보았다.

어플리케이션‘응급상황 처방법’은 응급상황

에서 환자발생시 응급처지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처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성인심폐소생술

(CPR), 제세동기(AED) 사용법을 그림과 함께

단계별로 제공한다. 4개의 메뉴로 단순하게 구성

하 다.

‘안전보건 실무길잡이’는 각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지사항,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기계기구제조업의 경우,

기계장치의 특성 및 위험성, 유해∙위험작업별

안전작업방법 등을 그림과 텍스트 자료로 구성

하 다.

‘안전디딤돌’은 안전기관별로 운 중인 재난안

전정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여 일반 중

에게 맞춤형 재난안전서비스는 제공한다.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테러예방교육’은 테러예방을 위하여 상황별

예측방법을제공한다. 테러 응및훈련모델, 테러

유형별 행동 요령, Quiz로 구성하 다. 

3.2 선박안전교육 관련 국외 어플리케션 현황

‘IALA Bouys & Light’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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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Authorities)에서 제정한 입표와 부표의

설치 목적에 따른 모양, 색깔, 번호 등에 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Self test를 통해 학습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하 다.

‘Vessel Light’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하는 등화에 해서 배울 수 있으며, Study,

Practice, Examination로 구성되고, 그림과

텍스트로 선박등화에 한 설명과 연습문제, 시험

으로 되어 있다. Study를 통해 등화가 보이는

각도가 학습자가 화면을 터치하면서 움직일 때

Top view, Side view가 변하면서 등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Rules of the Road’e’도‘Vessel Light’와

유사하게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주∙야간

신호, 등부표, 형상물, 알파벳과숫자등국제신호기

등에 한 학습자료와 4지선다형 시험으로 구성

되어 있다.

3.3 국내 선박안전 어플리케이션 현황

‘해양경찰청 모바일’은 해상교통 및 수상레저

이용자를 위하여 해상교통정보, 수상레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응 정보시스템’은 위험∙유해

물질(HNS)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위험, 유해

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물질정보, 방제방법,

응지침, 방제자재 등 방재관련 정보 및 기상

정보, 자원봉사 안전수칙을 제공한다.

‘스마트구조 ’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이

위급한상황을스마트폰을통해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 신고 어플리케이션이다. 응급

처치방법, 위기상황시 처요령, 생활안전수칙도

지원한다.

3.4 소결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인터넷망에서 자유롭게

접속하여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바일 학습이 늘어

나고있다. 안전분야도재난, 테러, 교통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선박안전 관련 어플리

케이션은 그 수가 적었고, 교육콘텐츠보다는 해상

교통 등 정보를 주로 전달하 다.

4.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획

4.1 개발 기획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각 기관별 안전교육

자료가 공개되었다. 콘텐츠를 크게 3가지, 선박

종사자들이선박에서담당하는업무에따라직무별,

충돌, 좌초 등 사고죵류별, 어선,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용도별로 분류하 다.

직무별로콘텐츠를분류할경우에는현재, 제작된

콘텐츠가 직무별로 제작되어 있지 않다. 선박용도

별로선박안전교육이진행되고있어관련콘텐츠가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가 사고종류별로 제작

되어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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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콘텐츠 분류

구 분 내 용

직 무 별 항해, 기관(전기), 기타교육

사고종류별 충돌, 접촉, 좌초, 침몰 등

선박용도별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목적에 적합한 분류로 판단된다.

따라서콘텐츠를사고종류별, 선박용도별자료로

나누고, 메뉴도 사고종류별 교육자료, 선박용도별

교육자료로 구성하 다.

4.2 콘텐츠 보완 및 활용방안

콘텐츠를 이용하는 상자는 교육 학습자, 교수

자로 나눌 수 있다. 선박종사자와 선박이용자가

학습자이고, 교수자는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강사

이다. 교육강사들은 주로 파워포인트자료(PPT)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PPT형태의 PDF자료를 제공하 다.

학습자들도교육콘텐츠를활용할수있고, 학습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안전의식진단’메뉴에서

선박안전을 위한 퀴즈에 참여할 수 있게 하 다.

교육강사가 도서 지역을 방문할 때, 스마트폰과

HML케이블만 있으면 현지의 TV 또는 빔프로

젝터를 활용하여‘선박안전교육’콘텐츠를 구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기 위한

‘안전의식진단’을 할 수 있게 하 다. 교육자료의

그림과텍스트를활용하여퀴즈를제공한다. 문답을

통해 학습자의 안전의식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와 그림 위주의 정적인 퀴즈는 학습의

결과가 이미지나 텍스트로만 보여진다.

단순히 보여지는 수동적인 성향의 결과값이

아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를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s)를 활용한

인터렉티브형 퀴즈를 개발하 다. 모션그래픽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상이

융합(Convergence)된 것이다. 심벌, 아이콘, 2D∙

3D 오브젝트 등과 같은 그래픽 요소가 라이브

액션(Live Action)으로 종합되어 구현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충돌상황에서 선박의 진행방향을

선택하는결과에따라선박이이동하여충돌하거나

피항하게 되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소리를 통해

인지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4.3 메뉴구성 및 콘텐츠 선정 방안

선박안전교육 관련 콘텐츠를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 크게 사고유형별 및 교육유형별 콘텐츠와

출항전 점검표 등 상황에 맞는 점검표가 있었다.

또한, 선박종사자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선박

검사 안내, 기관정비업체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연락처 정보, 조석표, 기상정보를 포함하는 안전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메뉴구성과 관련 콘텐츠는 다음의 Table

4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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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인터렉티브형 퀴즈

Table 4  메뉴 및 콘텐츠 구성

Menu Contents

선박
안전교육

사고유형별 및 교육유형별 교육자료, 
안전의식진단

안전
점검표

출항전 점검표, 출항전 기관 점검표, 기관
정기적 점검표, 낚시어선 출항전 점검표,
화재 취약구역별 점검표

연락처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어업통신국, 기
관정비업체, 항만 관련 기관, 긴급전화

안전정보
기상특보, 바다날씨, 조석표, 항행통보∙
경보, 법령정보



4.4 개발도구 선정

어플리케이션은 Native App., Mobile Web,

Mobile Web App., Hybrid App.로 분류할 수

있다. Native App.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지만 모바일 운 체제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개발언어로 만들어진다. 버전별, 제조사별 제품

마다 다른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Mobile Web은모바일의웹브라우저에최적되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PC환경의 웹을 1,024

또는1,280의해상도로최적화하는것이다. 별도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카메라나 GPS

등 모바일 플랫폼의 기능에 제한이 있다.

Mobile Web App.은 Web과 App.이 결합된

것으로 첫 페이지는 Web으로부터 풀 브라우징을

받고, Native app.과 유사한 방식을 실행환경을

제공하지만, 모바일브라우저에서실행되는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각종 센서를 제어할 수 없다.

Hybrid App.은 Native App.을 Mobile Web

App.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외부형태는 Native

App.이지만, 실제 그 내부는 Mobile Web App.이

실행되는 것이다. 자체사이트만 지원하므로 타

사이트 브라우징을 할 수 없다.

MEAP(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은 한 번의 개발로 Android, iOS 등

다양한모바일운 체제와단말기를지원하는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운 플랫폼이다. 데이터베이스가

한 화되어 있어 판독이 용이하고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 관련 설명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료관리 및 다양한 단말기의

성능변화및모바일운 체제에도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하기위해MEAP방식의M_Biz maker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다.

5. 어플리케이션 개발

5.1 설계방향 수립

Solution의 성공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 및

유지보수를보장하기위하여기존의전통적인개발

방법론을 탈피하여, 분석-설계-구현-운 -유지

보수 등 모든 개발절차 및 운 과정에서 진행되는

공정을프로세스를중심으로실질적으로통합지원할

수 있는 SPi개발방법론을 활용하여 구현하 다.

데이터 및 기능 중심의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서의 절차와 다르게 최첨단 모바일 앱(App)

저작도구를 활용한 프로세스 중심의 SPi(Software

Process innovator) 방법론은 분석에서 구현 전

과정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안정적, 통합적인개발환경을구축하 다.

5.2 어플리케이션 설계

모바일 서버(Biz-Sever)를 통하여 어플리케이

션과 데이터베이스가 통신을 하게 된다. 모바일

서버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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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개발방법론 구성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웹서버를 통하여 관리자

웹페이지를 운 하도록 지원한다. 사용자의 어플

리케이션은 무선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서버와

통신하여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메뉴에는 선박안전교육,

안전점검표, 주요안내, 안전정보로 구성하 다.

선박안전교육은 사고유형별, 교육유형별 자료와

선박에 관한 안전의식을 진단할 수 있는 퀴즈로

구성하 다. 퀴즈는 텍스트와 그림을 활용한 일반

적인 퀴즈형태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즉 인터

렉션을 강화한 인터렉티브형으로 개발하 다.

안전점검표는 출항 전 점검표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점검사항을사용자가확인할수있고확인한

내용은 날짜별로 저장할 수 있게 하 다.

주요안내에서는 선박검사안내 및 선박종사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업통신국 등 유관기관 및

업체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정보에서는지역별기상, 조석표, 항행정보,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관리자어플리케이션메뉴는자료관리에초점을

두어, 선박안전교육자료, 안전의식진단관리, 안전

점검표, 주요안내, 관리자관리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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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시스템 구조도

Fig. 4  일반 퀴즈(좌)과 인터렉티브형 퀴즈(우)

Table 5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메뉴

주메뉴 서 브 메 뉴

선박안전교육

사고유형별 자료

교육유형별 자료

안전의식진단

안전점검표

출항전 점검표

출항전 기관 점검표

기관 정기적 점검표

낚시어선 출항전 점검표

화재 취약구역별 점검표

연락처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어업정보통신국

기관정비업체

항만관련기관

긴급전화

안전정보

기상특보

바다날씨

항행경보

법령정보

Table 6  관리자 어플리케이션 메뉴

선박안전교육
자료관리

선박안전교육자료관리 목록
검색

등록
수정

안전의식진단
관리

안전의식
진단관리 목록

검색
등록
수정

안전점검표
관리

안전점검표
관리 목록

검색
등록
수정

연락처 관리
연락처
관리 목록

검색
등록
수정

관리자관리
관리자
관리 목록

검색
등록

수정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는 관리자 어플리케이션

보다 쉽게 선박안전교육자료를 검색, 등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성은 관리자 어플리케이션과

동소이하다.

6. 결 론

해양사고의원인은선박자체의결함이나기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보다 선박종사자의 경계

소홀, 항해법규위반, 안전미준수 등과 같은 운항

과실에의한사고가 많아 과실을 줄이기 위한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어선의경우에는어업인안전교육의경우

에는 1년 1회 4시간의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조업일정등사유로교육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

에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 다.

일반선의 경우에도 운항스케줄에 따른 교육참석이

쉽지 않아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학습 후

10분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1일만 지나도 7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한다.

반복교육의중요성을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교

육 후 관련 자료에 한 접근이 쉽지 않아 반복학

습이 용이치 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양사고방지를위한선박

안전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다수의 선박

종사자가오프라인교육을 받거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교재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산발

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학습하여 해양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

으로 기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2014년도

자체연구사업으로 추진하 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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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관리자 웹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