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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휴 화가 보 되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하면서 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

상화 되었다. 육상에서는 특히 운   스마트폰과 운 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 안 운 에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실제 사고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한 교통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 선박에서도 기술 인 문제

가 해결되면서 육상과 동일한 인터넷이 환경이 제공되지만 해상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규제, 법 인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 승선 인 항해사들의 스마트폰에 한 사용 황과 사용 실태, 그리고 스마트폰이 선박의 안 에 미치는 주 인 험도를 분

석하여 향후 규제 여부를 단함과 동시에 실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사례 조사와 분석, 그리고 시뮬 이션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스

마트폰의 이용이 선박에서 얼마나 험한가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지침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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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using a smart phone that can access the Internet becomes routine in society throug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land, as especially actual accidents and research results show risk that using the smart 

phone while driving at the same time, and there are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that restriction of using of smart phone. But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smart phones at sea is incomplete state. On this paper. We invested  present status of use and reality of smart 

phone at sea and analyzed the subjective risk for judging to apply to regulation. And we analyzed risk quantitatively by using the 

simulation experiment; it Suggested a direction of guideline for use of smart phone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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