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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선박조종 시뮬 이션 모델은 항해사에게 요구되는 항해장비 숙달, 충돌 험 회피, 비상상황 응 등의 해기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

를 하고 있으나, 인 오류에 의한 사고는 여 히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선박조종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조종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항해자를 상으로 국제항공  해상수색구조편람(IAMSAR manual) 제3권 선내비상사태(On board Emergencies) 익수자

(Person Overboard) 편에 구성되어 있는 표  선박조종법을 검토하 다. 그리고 교육훈련 시 나타나는 항해자의 인 오류 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인지 시뮬 이션 모델 구축을 한 기 자료를 검토하 다.

핵심용어 : 인지 시뮬 이션, 인 오류, 모델, 선박조종, 익수자, 구조 

Abstract  : The model for ship maneuvering simulation is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officer's ship maneuvering skills such as  

navigation equipment operation, collision avoidances, countermeasure an emergency situation so on. Despite using such ship maneuvering 

model, critical maritime accidents are occurred periodically in the world. To find adequate simulation model to evaluate competence 

abilities of deck officer who have maneuvering skills with some competence levels, we search the standard ship maneuvering method 

representing on the part 3 Person Overboard(POB) to onboard emergences of IAMSAR manual. Moreover we monitor the officer's 

human factors appearing dur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nsider the use of human factors as funda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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