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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 업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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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상교통 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

안 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 확보를 하여 세계 주요 항만  수역

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제 상 선박의 다양화, 형화, 연안  항계 내/인근의 교통상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 제는 항해에 

주요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발 하고 있다. 해상교통 제사는 이러한 특수한 업무  환경에 따라 차 그 업무 범 가 확 되는 경향이 있으

며, 계속하여 문화되어 가고 있다. 한 보다 질 높은 해상교통 제의 정보제공 업무 뿐 아니라 정확성, 비성, 단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제업무에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 제  해상교통 제사의 보다 체계 인 업무분석을 통해 제사들이 

효율 으로 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  보완을 도모하고 개선사항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해상교통 제, 업무분석,, 직무분석, Task Analysis, DACUM

†주 자 : jskim81@korea.kr 

* 공 자 : jsjeong@mmu.ac.kr, gkpark@mmu.ac.kr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35~137



- 136 -

     
    



- 137 -

[참고문헌]

[1] 오복자, “Task Analysis of Korean Geriatric Care Managers,” 
한간호학회지 제36권 제5호  논문집, pp.770∼781, 2006. 

[2] 조경숙, “Job Description of the Nurses Who Work in Operating 
Room Using DACUM Technique,”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논문집, pp.566∼577, 2008. 

[3] 소희 , “Task Analysis of the Job Description of Rehabilitation 
Nurse based on DACUM,” 재활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논문집, pp.16∼29, 2009. 

[4] 박종성, “The Subjects for Examination & Criteria for Preparation 
of Test Question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Qualifications Developed by DACUM,” 한국공학교육학회 
제13권 제6호  논문집, pp.33∼48, 2010.

[5] IMO RESOLUTION A.857(20),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1997. 

[6] IALA RECOMMENDATION V-127, “Operational Procedur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2011. 

[7] IALA RECOMMENDATION V-103/1, “Vessel Traffic Services 
Operator Training,” 2005. 

[8] 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호, “ 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 제운 규정,” 2012. 

[웹사이트]

[9] http://navercast.naver.com,  Report on wwww,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