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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hands-on training regarding maritime safety 
including abandon ship and fire-fighting as related to sea survival, fire-fighting knowledge and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 in seafarers engaged on a seagoing ship.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Two hundred-sixty-six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128) or control group(138). The hands-on training regarding maritime safety 
included sea survival and fire fighting drill, and it was implement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for two 
days from July 1, 2015 to June 30, 2016. Data was analyzed using chi-square, t-test and ANCOVA by 
using IBM SPSS Statistics(version 24)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d the hands-on training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ea survival knowledge(F=902.32, p<.001), shipboard fire-fighting 
knowledge(F=1013.76, p<.001) and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F=1802.62, p<.001) for maritime safet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who had traditional educ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a hands-on 
training i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improve sea survival, fire-fighting knowledge and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 in seafarers engaged. Further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a hands-on 
training regarding maritime safe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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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시작 배경과 필요성

최근 10년간 국내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항과실이 전체 해양사고의 81.9%를 차지

하고 있고, 이러한 운항과실은 인적요인에 기인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

고 발생빈도가 여전히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원인 

중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비율이 상당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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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는 인적요인에 대한 교육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

이다(Kim, 2013).
세월호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적요인

의 작용은 사고의 발생 원인부터 피해 결과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수십 년간의 해상 근무 경험을 갖춘 노련한 선원

이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해기 

및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

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월호 사

고도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현직 선원들의 미흡한 비상대응 능력은 많은 

해운업체 관리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현재 

많은 대형 선사에서는 자체 안전 캠페인 및 육·
해상 안전 교육(동영상 시청 및 집체 이론 교육)
을 통해 자사 선원들의 안전 경각심과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Lee, 2009).
그러나 해상에서의 비상대응 능력은 단순한 이

론 강의나 지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상황

과 유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실질적인 체험 

및 실습 훈련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해기 능

력이어야 하며, 일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러

한 훈련 시설과 교수 인력을 자체적으로 완비하

여 안전 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 

-n)는 선박에 승선 중인 모든 선원에게 주기적으

로 주요 비상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선상 대응 훈

련과 교육을 이수하도록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3장 19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안전관

리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 -gement code)에 

의한 각종 내․외부 선박 검사에서 선상 비상 훈

련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IMO, 
2005).

그러나 수천 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세부 업무를 전부 감

시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기록은 얼마든지 손쉽

게 조작 가능하며, 일시적인 내․외부 선박 검사에

서 이를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상업 

목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상선 및 여객선에서 실

제 비상상황과 비슷한 연출을 바탕으로 한 훈련

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 및 

운항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는 수행되기 어렵다. 
게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해양

수산부령 제131호가 2015년 1월 6일부로 시행되

기 이전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의 현직 선원에 대한 제도

적인 안전 재교육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2015년 

1월 6일 이전에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비고3항의 부가조항에 따라서 최근 5년 이내에 1
년 이상(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의 승무경력

이 있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 ․ 구명정수 교육 ․ 
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하였기 때문에, 승선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직 선원들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안전 

재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없었다(Han, 2016).
이렇듯 현직 선원들이 비상상황에서의 대처 능

력을 함양 및 연마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

와 제도가 부재한 해운 업계의 현실 속에서 세월

호 사고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

르렀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선원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비고3항의 부가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현직 선원들이 전문 해기 교육기

관에서 매 5년마다 안전교육을 반복 이수하도록 

강제화 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내 연안 여객선 

및 상선을 가장 안전 관리가 취약한 선박으로 분

류하여, 이 선종에 승무하는 현직 선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의 기간을 기

존 1일에서 개정 이후 2일로 확대하여 교육의 심

도와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선원법 시행규

칙 제57조 별표2 비고2항 개정). 
해양수산부의 해기 교육 위탁 기관으로 국내 

선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은 상기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따라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을 2016년 1월부로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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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이론 강의에 편중된 

과거 교육 과정에서 탈피하여, 모든 교육생들이 

실제적인 실습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되

어 있다. 또한, 실습 교육의 내용은 현직 선원들

이 승선 근무 중 실제 사고를 겪지 않고서는 일

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으며, 전 교육생이 모든 실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습교육에 배정되는 

교육 시간을 확대하였다. 
퇴선 및 화재 발생으로 대표되는 선박의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명 및 소화 안전 장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상기 지식은 구명 및 소화 장비의 

성능, 명세, 이용법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별 장비 

운용 절차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연

계된 다방면의 복합적인 장비 운용 및 이해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리더십은 Stogdill이 1974년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Son, Ik-Joon(2007)이 정리

한 것처럼 학자들의 관심 영역에 따라 다소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Hersey & Blanchard(1982)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

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설명하였으며, Son, Ik-Joon(2007)은 리더가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상

호작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리더

십을 정의했다(Son, 2007). 이 연구의 대상이 되

는 국내선 상급안전 재교육의 이수자들은 연안 

상선 및 여객선에서 선장, 선박 직원 또는 상급 

부원(갑판장 및 조기장 등)으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다. 이 인력들은 선박 비상 상황 

발생 시 여객 및 동료 선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인

명 안전을 도모하고 기타 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현장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의 세월호 사고에서는 상기의 해당 선원들이 여

객들을 방치하고 선박에서 먼저 탈출하는 등 비

상 상황 시 반드시 필요한 현장 리더 역할을 전

혀 이행하지 않아 매우 큰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원들의 비상상황 대응능력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

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 역량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해기 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 중에서 신

규 해기사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선

박 실무 교육에 대한 연구(Lee, Sang-il, 2014; Im, 
Myeong-Hwan, 2013)는 꾸준히 시행되었으나 현

직 선원들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 교육 방법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체

험 위주의 일대일 실습 교육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이 교육생

(현직 선원)들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궁극

적으로는 체험형 실습교육이 비상상황에 대처하

기 위한 해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

임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체험형 실습교육이 현직 선

원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체험 실습 교육이 현직 선원의 해상생존지

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체험 실습 교육이 현직 선원의 선상소화지

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체험 실습 교육이 현직 선원의 비상대응 리

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이 연구는 체험 실습 교육이 국내 연안 상선 

및 여객선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선원들의 해상

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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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2016.01~2016.06)

Ye1 X1 Ye2

Control group
(2015.07~2015.12) Yc1 X2 Yc2

Ye: Measure of dependent variable in Experimental group
Yc: Measure of dependent variable in Control group
X1: Hands-on training for Sea survival & Ship fire-fighting
X2: Traditional instructor training

<Table 1> Research design

전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2. 연구의 대상 및 윤리적 고려

이 연구의 대상은 해양수산부의 해기 교육 위

탁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15년 7월 1
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1년간 시행한 국

내선 상급안전재교육 대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또한, 대조군은 상기 교육 개편 전인 2015년 7

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6개월간)의 교

육 이수자로 하였고, 실험군은 상기 교육 개편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6
개월간)의 교육 이수자로 하였다.

3. 연구의 도구 

가. 해상생존 및 선상소화 지식  

이 연구에 대한 교육생들의 지식 측정도구는 

미국 연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2014)
가 공표한 선원 안전교육지침 NVIC 04-14, 08-14, 
09-14와 국제해사기구의 안전 및 비상대응 교육 

표준모델(IMO Model Course, 2000) 1.19, 1.20, 
1.23 & 2.03을 기반으로 선박 퇴선 및 화재 발생 

시 핵심적으로 필요한 해기능력을 식별하여 국내 

연안 여객선 및 상선의 운항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

당성과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원

안전교육 전문가 5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사안

전교육 담당교수)의 자문을 구했다. 이들 전문가

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 수정과 보완을 거

쳐 하기 <Table 2>와 같이 최종 질문지를 측정도

구로서 완성하였다.

Subject
(No.)

Category 
of ability

(No.)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No.)

Sea 
survival 
knowled-
ge

(24)

Personal 
sea 

survival 
technique

(12)

Abandon ship(1), Hypothermia(2), 
Personal life-saving appliance(3), 
Survival swim(4), Distress 
signal(1), Helicopter assistance(1)

Use of 
liferaft

(12)

Liferaft structure(3), Launching(2), 
Evacuation and recovery(1), 
Handling in rough weather(1), 
Righting an inverted liferaft(1), 
Action to take when aboard a 
liferaft(3), Radio equipment(1)

Shipboard 
fire-
fighting
knowled-
ge

(24)

Small 
fire

fighting
(12)

Types and source of ignition(2), 
Fire prevention principle(3), 
Portable fire extinguisher(4), 
Escape route & methods(2), Fire 
main system(1)  

Extensive 
fire 

fighting
(12)

Organize and control fire-fighting 
operations(2), Tactics of fire 
control in various cases(2), Use of 
firefighter's outfit(2), Use of fixed 
fire-fighting system(2), Rescue of 
casualties(1), Inspect & service 
fire system(2), Investigation & 
report(1)

Source: 1) United States Coast Guard(2014) Navigation and
          Vessel Inspection Circular: 04-14, 08-14& 09-14
       2) IMO Model Course(2000): 1.19, 1.20, 1.23& 

2.03

<Table 2> Structure of the test tool in knowledge

해상생존지식 측정도구의 구성은 퇴선 및 해상

생존 분야 12문항과 구명뗏목 운용 분야 12문항

으로 구성되어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상소화지식 측정도구의 구성은 소형화재 대

응 분야 12문항과 대형화재 대응 분야 12문항으

로 구성되어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측정도구의 모든 문항은 객관식 4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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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며, 정답의 추측을 막기 위하여 각 답가지에 

‘모르겠다’를 삽입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 또는 

무응답은 0점을 부여하여 총 24점 만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비상대응 리더십     

이 연구에서는 Son, Ik-Joon(2007)이 해군 부사

관의 리더십 핵심역량을 진단하고자 개발한 측정

도구를 이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수정 과정에서는 선원안전교육 전문가 5
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사안전교육 담당교수)
의 자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비상상황 시 

선원에게 필요한 리더십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5가지 분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국내 연안 여

객선 및 상선에서의 비상상황 대응이라는 교육 

주제에 알맞게 수정하여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목표설정 5문항, 계획 및 조

직화 5문항, 기술적 전문성 5문항, 문제해결 5문

항, 환경대응 5문항의 5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상

대응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

도 Cronbach’α는 .96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α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
월 30일까지 총 1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시행된 

16건의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을 이수한 현직 선

원 327명 중 실험에 동의한 266명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비고2항의 개정

에 따라 동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이전인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 이수

자들은 대조군으로 지정하였으며, 교육과정 개편 

이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의 교육 이수자들은 실험군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과정은 현직 선원들을 위한 법정 안전교육

이므로, 교육과정 시작 직전과 완료 직후에 각 

사전 및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국

내선 상급안전재교육 첫째 날 개강 직전에 시행

하였으며, 사후조사는 동 교육 과정을 모두 완료

한 직후 마지막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5. 연구진행절차

가. 해상생존 교육의 구성 변화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은 크게 해상생존 분야

와 선상소화 분야로 구분된다.
하기 <Table 3>과 같이, 개편 전 해상생존 교

육은 총 2시간의 교육 시간 중 1.5시간을 저체온

증과 퇴선 및 생존 수영법, 구명뗏목 해상운용에 

대한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다. 법정 교육으로 배

정된 전체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실

내 풀장에서 관련 실습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지식 주입식 이론 

강의를 교육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론 교육의 콘텐츠를 파워포인트 및 교재서적과 

같은 전통적 교육 매체와 시청각 동영상 교육 매

체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전달하였다.

[Fig. 1] Sea survival training of new curriculum

개편 이후 해상생존 교육은 총 5시간으로 확대

되었다. 저체온증과 퇴선 및 생존 수영법, 구명뗏

목 해상운용에 대한 이론 강의를 1시간 진행하

고, 나머지 4시간 동안 실내 풀장에서 해상생존

에 필요한 실제 구명 장비를 활용하며 실습 훈련

을 시행하였다. 모든 교육생들이 실내 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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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afety refresher training (for coastal vessels under Korean seamen act)  

Sort Subject Key contents (syllabus) Theory
class

Practical 
exercise

(a)

Total
(b)

Ratio of 
practice

(%)*

Old
curriculum

(until 
2015.12.31)

Sea 
Survival 

Personal sea survival techniques including hypothermia 1.0

2.0 25Liferaft launching and operation at sea (with video contents) 0.5

Demonstrates launching an inflatable liferaft 0.5

Shipboard 
Fire

Fighting

Types and source of ignition, Fire prevention principle 0.5

3.0 33

Organize and control fire-fighting operations aboard ship including 
recent fire accident case 0.5

Inspect and service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ing system & 
equipment 0.5

Small fire extinguishing training using portable and movable fire 
extinguisher (Only 30% of all trainees exercised at first hand.) 0.5

Training the use of firefighter's outfit 0.5 0.5

sub total 3.5 1.5 5.0 30

New
curriculum

(from 
2016.01.01)

Sea 
Survival 

Personal sea survival techniques including hypothermia 0.5

5.0 80

Liferaft launching and operation at sea (with video contents) 0.5

Demonstrates launching an inflatable liferaft Training 
in an 
indoor 
swimmin
g pool

0.5

Survival swimming with life-jacket including 
demonstrations of personal life-saving appliance 2.5

Handling liferaft and actions to take when 
aboard a liferaft in water 1.0

Shipboard 
Fire

Fighting

Types and source of ignition, Fire prevention principle 0.5

6.0 67

Organize and control fire-fighting operations aboard ship including 
recent fire accident case 0.5

Inspect and service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ing system & 
equipment 0.5

Small fire extinguishing training using portable and 
movable fire extinguisher

All 
trainees 
exercise 
at first 
hand.

1.0

Extensive fire extinguishing training using fire main 
hydrant  

0.5

Training the use of firefighter's outfit  0.5 0.5

Fire extinguishing training using fixed fire-fighting system 1.0

Drills in smoke-filled spaces including extinguishing an 
extensive fire and rescue of casualties  

1.0

sub total 3.0 8.0 11.0 73

Source: KIMFT(2016) Course of study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 Ratio of practice(%) = (a) ÷ (b) × 100

<Table 3> Comparisons between the old curriculum and the new curriculum

직접 구명조끼를 비롯한 개인생존장비와 조난신

호기를 활용하여 선박 이탈, 생존 수영 및 체온

유지법을 실습하였고, 또한 구명뗏목의 진수와 

수상 운용까지 조별 편성하여 실습 교육을 시행

하였다. 이처럼 해상생존 분야 교육은 실습 교육

을 강화하고자 전체 교육 시간에서 체험 실습 과

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개편 전의 25%에서 개편 

이후 80%로 확대하였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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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상소화 교육의 구성 변화  

상기 <Table 3>과 같이, 개편 전 선상 소화 교

육도 배정된 법정 교육 시간이 총 3시간에 불과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화 교육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나면 1시간 정도의 잔여 시간이 있을 

뿐이었다. 1시간의 실습 교육은 휴대식 및 이동

식 소화기를 이용한 소형 화재 소화 훈련과 소방

원 장구 운용 실습을 시행하는데 국한되었다. 게

다가 장비 예산 및 교육 시간의 부족 문제로 인

하여 총 교육생의 30% 정도만이 소형 화재 소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편 이후 선상 소화 교육은 모든 교육생이 직

접적으로 소방원 장구를 착용하고 실제 발화 상

태에서 소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을 총 6시간으로 확대 배정하였다. 또한 연기로 

밀폐된 구역에서 소방원 장구를 착용하고 소화 

및 구조 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승선 근무 중 작

동 기회가 거의 없는 고정식 소화 장치를 이용한 

소화 훈련을 시행하여 선박 소형 및 대형 화재 

상황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투입되는 소화 장비 예산과 교원 

수를 증대하여 총 교육생 전원이 직접적으로 소

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결론적

으로 선상소화 교육 전체 시간 중에서 체험 실습 

교육의 비중이 개편 전 33%에서 개편 이후 67%
로 확대되었다([Fig. 2] 참조).

[Fig. 2] Fire-fighting training of new curriculum

6.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조사 자료는 IBM사의 SPSS Statistics 
(Version 24)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군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과 t-test를 실시하였고, 일대일 체

험 실습을 강화한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실험

군과 이론 강의 위주의 개편 전 안전 교육 과정

을 이수한 대조군간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

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 정도의 차이 검증은 공변

량분석(ANCOVA)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집단간 사회인구학적 및 
직무 역량적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집단간 사회인구학적 및 직무 

역량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의 경우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주 

교육 수요층이며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차이가 

개인별 지식 습득력에 영향을 미쳐 연구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의 연령

대 구성비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지정하여 카

이제곱검정을 통한 두 연구대상 집단 간 동질성

을 검증하였다.
또한 해당 교육의 주요 수요층인 현직 선원들

의 경우 개별 승무경력과 담당 직책에 따라 해기 

분야의 사전지식 수준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두 집단의 개별 승무경력과 담당 직책을 

직무 역량적 특성으로 지정하여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두 연구대상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4>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의 연령대(χ²=3.949, p=.139), 승무경력(χ²= 
1.517, p=.824), 담당 직책(χ²=7.790, p=.649) 분야

에 대한 동질성이 만족되었다.



한 세 현

- 8 -

Sort
C.G.(N=138) E.G.(N=128)

t p
M. S.D. M. S.D.

Sea survival 
knowledge 9.87 2.11 9.82 2.39 .179 .858

Shipboard fire- 
fight knowledge

9.68 2.62 9.63 2.07 .166 .868

Emergency resp- 
onse leadership

70.80 7.18 70.07 6.35 .880 .379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5> Homogeneity test of Sea survival 
knowledge, Shipboard fire-fighting 
knowledge, and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ort

C.G. E.G. Total
χ2 p

N(%) N(%) N(%)
Age(Year)

0~29 0(0.0) 0(0.0) 0(0.0)

3.949 .139
30~39 2(1.4) 4(3.1) 6(2.3)

40~49 13(9.4) 21(16.4) 34(12.8)

50~ 123(89.1) 103(80.5) 226(85.0)

Crew career(Year)

0 4(2.9) 5(3.9) 9(3.4)

1.517 .824

~4 31(22.5) 25(19.5) 56(21.1)

5~9 36(26.1) 31(24.2) 67(25.2)

10~14 31(22.5) 26(20.3) 57(21.4)

15~ 36(26.1) 41(32.0) 77(28.9)

Current Duty

Capt. 37(26.8) 32(25.0) 69(25.9)

7.790 .649

C/Off. 13(9.4) 16(12.5) 29(10.9)

2/Off. 7(5.1) 6(4.7) 13(4.9)

3/Off. 0(0.0) 2(1.6) 2(0.8)

C/Eng. 21(15.2) 23(18.0) 44(16.5)

1/Eng. 14(10.1) 9(7.0) 23(8.6)

2/Eng. 3(2.2) 5(3.9) 8(3.0)

3/Eng. 2(1.4) 2(1.6) 4(1.5)

R/Off. 0(0.0) 2(1.6) 2(0.8)

Rating. 37(26.8) 26(20.3) 63(23.7)

Other 4(2.9) 5(3.9) 9(3.4)
C.G.=Control group, E.G.=Experimental group

<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competenc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2.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 정도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

립표본(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해상생

존지식(t=.179, p=.858), 선상소화지식(t=.166, 
p=.868), 비상대응 리더십(t=.880, p=.379) 3가지 

분야에 대한 동질성이 만족되었다. 

3. 체험 실습 교육이 현직 선원의 해상생존
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
에 미치는 효과

체험 실습 교육 위주로 새롭게 개편된 국내선 

상급안전재교육을 현직 선원들에게 실시하기 이

전과 실시 이후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

전 조사 값을 공변수 처리하여 공변량분석

(ANCOVA)으로 검정하였다. 

[Fig. 3] Sea survival knowledge of seafarers 
according to a hands-on training

해상생존지식 분석 결과, 실험군 17.83±2.86점, 
대조군 12.16±2.6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02.32, p<.001, 
<Table 6>). 즉, 체험 실습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

시함에 따라서 현직 선원들의 해상생존지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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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Pre-test Post-test

M. S.D. M. S.D. F p

Sea survival knowledge
C.G.(N=138) 9.87 2.11 12.16 2.67
E.G.(N=128) 9.82 2.39 17.83 2.86 902.32*** .000

Shipboard fire-fighting
knowledge

C.G.(N=138) 9.68 2.62 11.78 2.84
E.G.(N=128) 9.63 2.07 17.98 2.43 1013.76*** .000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

C.G.(N=138) 70.80 7.18 75.34 4.66
E.G.(N=128) 70.07 6.35 101.13 5.24 1802.62*** .000

*:p<.05, **:p<.01, ***:p<.001, C.G.=Control group, E.G.=Experimenta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도가 개편 이전 교육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참조).
선상소화지식 분석 결과, 실험군 17.98±2.43점, 

대조군 11.78±2.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3.76, p<.001, 
<Table 6>). 즉, 체험 실습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

시함에 따라서 현직 선원들의 선상소화지식의 정

도가 개편 이전 교육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참조).

[Fig. 4] Shipboard fire-fighting knowledge of 
seafarers according to a hands-on 
training

비상대응 리더십 분석 결과, 실험군 

101.13±5.24점, 대조군 75.34±4.66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02.62, p<.001, <Table 6>). 즉, 체험 실습 위

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현직 선원들의 

비상대응 리더십의 정도가 개편 이전 교육 때보

다 더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참조).

[Fig. 5]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 of 
seafarers according to a hands-on 
training

Ⅳ. 논 의 

이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개편된 국내선 상

급안전재교육을 연구 대상으로 체험 실습 교육 

방식이 과거 이론 강의 위주의 교육 방식과 비교

하여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

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체험 실습 교육이 현직 

선원의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전교육 방법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원법 대상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인력의 해상 안전 교육 과정 마련

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Table 6> Sea survival knowledge, Fire-fighting knowledge, and Emergency response leadership of 
seafarers engaged on a seagoing ship according to the hands-on training on shipboard 
emergen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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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2016년 이후 새롭게 개편된 국내선 

상급안전 재교육을 이수한 실험군은 기존의 이론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을 이수한 대조군보다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

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Yoon, Sun-Hwa(2012)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안전지

식의 정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고, 
Kang, Dae-yeol(2005)의 연구에서 체험적 안전교

육을 받은 프로그램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에 비하여 안전행동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

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Choi, In-Jin 
(2015)은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

전 체험교육 이후의 교육 이수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반행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

자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교육생 체험형 안전 

교육이 안전사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교육 분야에

서는 교육생 직접 체험형 교육 방식이 매우 중요

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기 교육 분야에서는 실제 선박

과 같은 환경에서의 실무 체험형 교육을 중시하

고 있다. Kim, Hong-Ryeol et al.(2012)에 따르면 

해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해기 실

습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해기 분야의 특성

상 선상의 실제 모습을 재연한 환경에서의 실습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기 분야의 안전 교육은 실제 

발생 가능한 환경과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한 교

육생 체험형 교육이 가장 유효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더불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 및 해기교육

기관의 교원들도 해기 안전 교육에 있어서 체험 

실습 교육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대일 체험 형태의 실습 교육은 

과거 이론 강의식 교육과 비교하여 교육의 성과 

수준은 높지만 교육 인력, 시간 및 기자재 같은 

직·간접적인 비용이 더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 선원법 대상 해기 교육은 대부분의 교육비용

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편성된 국가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해

기 안전 교육 과정에 체험 실습 교육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상 안전 교육에 

대한 금전적 투자와 기반 제도 강화가 여러 분야

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급작스럽게 선원법을 개정하여 현직 선원의 5년 

주기 안전 재교육을 강제화하였으나, 실질적인 

안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충실하

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해상 안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교육 장비 

및 시설의 선진화이다. 체험형 안전 교육의 장점

은 실제 사고 상황을 교육생들이 선제적으로 경

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선원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의 해상생존훈련용 실내 풀

장의 장비 및 시설들은 실제 사고 상황을 유사하

게 재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들은 안전 및 비상 대응 

훈련 분야에 있어서 실제 사고 상황과 흡사한 연

출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Cho, 2016)

[Fig. 6] Helicopter rescue training of Meriturva 

Maritime Safety Training Centre(Finland)

 

실례로 선진국들은 해상생존훈련용 실내 풀장

에 풍우발생장치(비·바람), 조파장치(파도), 조명음

향장치(천둥·번개) 및 모의 헬리콥터장치(헬기인

양구조) 등을 설비하여 교육 환경을 실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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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하고 있다. 예상되는 최악

의 해상 사고 상황을 배경으로 해상생존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

이다. 국내 해기 안전교육에도 해당 장비 및 시

설의 적절한 도입과 이를 활용한 한국형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Fig. 6, 7] 
참조).

[Fig. 7]  Night and rough weather case of swimming 

pool in Maersk Training Centre(Denmark)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해기 안전교육 분야에서 교육생 체

험 실습 교육 방식이 현직 선원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여 과거의 이론 강의식 교육 방식과 비

교함으로써 체험 실습 교육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연구 결과 체험 실습 교육을 이수한 실험군은 

과거의 이론 강의 위주 교육을 이수한 대조군보

다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

더십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현직 선원의 해상생존지식, 선상소화지식 

및 비상대응 리더십의 향상은 실제 선박 사고 발

생 시 급박한 순간의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염

려와 우려를 받고 있는 선박 안전 분야의 개선을 

위해 현직 선원의 안전재교육 시행과 체험 실습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타 전문 또는 학문 분야의 

교육 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해기 안전 분야의 교육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세

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교육에 대한 다양한 투

자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노력을 바탕

으로 해기 안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많은 연

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 추가적으

로 연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적 종속변수들을 검증하여 체험 실습 내용 및 훈

련 시나리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해기 안전교육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체험 

실습 교육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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