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사진없음■ 영상없음■

예방과장

이홍섭

3706-1500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3706-1540

담 당 자

3706-1541

매수 : 4매

신중학

- 소방안전! 스마트폰 앱으로 게임하면서 배운다! -

서울시, 안전상식 놀이로 배운다… 3종 게임앱 개발‧무료 보급

- 市 소방재난본부-한국콘텐츠진흥원-(주)리젠소프트 안전문화 컨텐츠 공동개발
- ①모세의 기적 ②우리는 소방관 ③구원의 날개, 스마트폰 게임 앱 3종 개발 무료배포
- 한국어 영어 2개 언어로 제작, 전 세계 144개국서 게임 App 다운로드 가능
·

·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놀이로 배우는 안전문화 게임 콘텐츠인 소방차
길 터주기, 주택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헬기
인명 구조 등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App) 3종을 개발 완료하고
보급에 들어갔다.”고 1일(화) 밝혔다.
□ 이번에 개발된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市 소방재난본부와 한국콘텐츠진흥
원, ㈜리젠소프트와 공동으로 ’17년 4월 17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1년간의 작업 끝에 개발 완료했으며, 스마트폰에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누구나 게임을 즐기면서 소방안전 상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

한국어·영어 2개 언어로 제작하였으며, 전 세계 144개국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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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가능하다.

○

영문 게임명은

Mose’s Miracle(소방차 길 터주기), Safety

Master(주택용 소방시설설치), Rescue Heroes(소방헬기 인명
구조) 등 이다.

□ 지금까지의 시민 안전홍보 콘텐츠는 수동적, 일방 주입식이었던 반면,
이번 게임 어플리케이션 3종은 스마트폰 환경을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흥미와 동시에 놀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소방안전 콘텐츠의 보급을
시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게임은 소방관의 시점에서 소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한 거리만큼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게임을 통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소방차 길 터주
기의 필요성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게임

소방차 길 터주기 게임 화면

○

앱 다운로드 화면

게임은 스마트폰 Google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세
의 기적”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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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게임은 여러 주택에서 동시다발
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감지, 소화기를 활용하여 진압
하고 화재가 다시 발생하기 전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재설치
하고, 일정시간 이상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스피드 게임으로 이용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우리는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게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게임 화면

○

다운로드 화면

게임은 스마트폰 Google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우리
는 소방관”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 “구원의 날개” 소방헬기 인명구조 게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소방헬기로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임으로 빌딩, 열기구, 새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단계별로 구조해야 할 시민의 숫자가 증가 되는 등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

게임은 스마트폰 Google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원

※

의 날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구원의 날개” 소방헬기 인명구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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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화면

다운로드 화면

□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게임개발 보급으로 소방안전문화가 저변확산 되기를 기
대한다.”고 밝히고, “게임을 통해 출동 중인 긴급 소방차에게 양보의
절실함을 깨닫고, 법정 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재난대응에서 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안전의식이 확산되고,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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