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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선내에서 정  시 피난유도기구가 피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피실험자  74.3%

가 선내 정  조건 피난실험 시 피난유도기구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변 하 다.  

핵심용어 : 선내 정  조건, 피난유도장치, 피난, 설문조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onsciousness for the effect of evacuation guidance in case of ship blackout 

condition evacuation. As a research result, 74.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evacuation guidance is strongly helpful in the event of ship 

blackou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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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수산부의 선박용도별 해양사고발생 황 통계 자료에 따

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여객선에서는 충돌, , 화재, 폭발

과 같은 해양사고는 평균 16회 이상으로 꾸 히 발생하고 있

으며, 특히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 다.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각 련 기 에서는 연안

여객선 안 리 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 ( 략) 

‥‥‥. 

2. 설문개요  연구범

2.1 설문개요

 설문은 2015년 3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한나라호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피실험자 35명을 상으로 선내 정  

조건에서 피난유도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와 미설치 했을 경우

둘로 나 어 피난 실험이 종료된 뒤 수행하 다. ‥‥‥ (

략) ‥‥‥. 

Fig. 1  Survey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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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범

 이 연구는 선내에서 정  시 피난유도기구가 피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으며‥‥‥ ( 략) 

‥‥‥.  

 설문은 피난유도기구 유무에 따라 피난시의 이동자세, 피난 장

애요인, 피난 시 이동경로 선택에 향을 미친 요인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A그룹 (4문항)과 그 이외에 피난 유도기구의 

도움 정도, 피난유도기구가 부가 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 등

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 B그룹 ‥‥‥ ( 략) ‥‥‥.  

3. 응답결과  분석

 선내 정 조건 피난실험 시 피난의 장애요인 무엇이라고 생

각했는가라는 설문(A3)에 해서는 Figure 2에 제시한 응답

결과 변화와 같이 피난유도기구가  없는 실험에서는 “정 으

로 인한 어둠”이 피난의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

로 가장 높았지만, 피난유도기구 설치 이후의 실험에서는 

59%로 그 비율이 감소하고 “공포  불안감”, “익숙하지 않은 

피난 경로”의 비율이 증가하 다.  ‥‥‥ ( 략) ‥‥‥.

 

 Fig. 2  Change of answers for question A3

 

Fig. 3  Change of answers for question A4

 이동경로 선택에 직 으로 향을 미친 요인 무엇인가라는 

설문(A4)에서는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난유도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벽 는 계단”을 더듬으며 이동경로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감각 는 직감”에 의존하여 선택하거나 

“핸드 일”을 따라 이동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피난유도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피난유도기구”를 

따라 이동하 다고 응답하 다. ‥‥‥ ( 략) ‥‥‥.

5. 결    론

  이 연구는 선내에서 정  조건 피난 실험 시, 피난유도기구 

유무에 따라 피난 특성  피난유도기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내 정  조건 피난실험 시 피난의 장애요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설문(A3)에 해서 피난유도기구가 없

는 경우 "정 으로 인한 어둠"이 피난의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피난유도기구가 있는 경

우는 ‥‥‥ ( 략) ‥‥‥.

  둘째, 선내 정  조건 피난실험 시 피난유도기구가 있는 경

우 피난유도기구의 도움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피 실험자 

 74.3%가 “매우 그 다”, 20%가 “그 다”고 답변 하 다. 

이 결과를 통해 정  조건에서 피난 시 피난유도기구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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