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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해양사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
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은 경
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사고 데이터는 데이터의 특
성을 고려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해양사고
데이터용 관리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해양사고 데이터 관리 체계
제안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는 크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과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 림 1. Database schema for maritime accident analysis.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적인 사고 정보를 포함하여, 자선
및 타선 항적 정보와 같은 정형화 된 정보가 저장되며, 형
태가 정해지지 않은 각종 파일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경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고 데이터는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
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사고 기
본

정보(AccidentInfo)

테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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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사고 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체계는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여 복잡한 구조의 해양
사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사고분석 통합 프
레임워크와 연동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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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이 사고 ID(AccidentID)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