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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 Development of human factor management requirements and
human error classification for the prevention of railway accid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Railway accident analysis for the derivation of human factor
management requirement and human facotr classification
- Reviewing preventive measures for human error in railway
system

Ⅲ. Result of Project
- Human error classifications and human factor management
requirements for safety critical work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Setting up human error assessment framework for safety critical
work
- Further verification on human error classification for safety
critical work
- Continuous update of human factor managemen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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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철도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시설, 신호, 전기와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조직, 자격, 교육훈련, 종사자, 철도 이용객 및 주변의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
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도운행 초창기에는 철도차량이나 시설결함에 의한 사고의
비율이 높아 차량 및 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발
생한 철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철도 이용객 및 이동거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철도사고
로 인한 사망자수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철도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건
널목 사고는 발생건수가 85%나 감소하였다[1,2]. 반면 종사자의 인적요인(Human
Factors)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열차의 충돌․탈선․화재
와 같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열차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사고를 유발한 원인의 2/3가 종사자의 인적오류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적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는 정립되지 않아 본 연
구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기관사의 오류로 인한 열차신호 위반이라는 사건에는
신호위반을 유발한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철도사고 보고체계에
서는 원인에 관련 없이 결과에 따라 모두 동일한 기술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서 ① 기관사가 인접선로의 신호를 자신의 신호로 오인하여 제동 취급을 소
홀히 함, ② 운전중 기관사의 졸음으로 인한 정차역 통과, ③ ATS가 작동하였으
나 기관사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 ④ 기관사가 정지신호는 확인하였으나, 신호변
경을 예측하고 감속하지 않음, ⑤ 기관사의 신호 미확인, ⑥ 기관사의 실념으로
정차위치 통과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안전대책이 모두 유사하게 수립되어 적용
중이다. 이들 사고는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는 분류 및 안전관리요건에 따라
상이한 대책이 제시되어야한다. 신호확인 소홀, 환경조건에 의한 신호 미인지, 신
호의 고의적인 위반, 신체조건으로 인한 신호 미확인은 각각 교육강화, 근무환경
개선, 자격제도 시행, 조직 및 교대근무 변경 등 상이한 안전대책과 연결된다.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
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3]. 선진국 철도
산업의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부터 1970년대 사이에 활발히 수행되었으

- 1 -

나, 시설 및 차량과 같은 하드웨어와 관련된 사고가 빈발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많은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유는 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은 단시간
에 효과가 나타나며,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나,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가 철도운
영기관의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용시 차이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되
기 보다는 특정노선에 국한하여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인간의 실수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자 미국, 영
국,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3]. 최근에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각종 국제 학술대회외 철도안전 연구에서 인적요인이 주요
연구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안전관리분야 외에 직원의 채용, 조직관리, 인력의 운
용, 장비의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안전 측면
에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많은 기초자료의 확보와 조사분석 등
의 연구가 필요하다[4]. 철도사고율이 낮은 선진국에서도 종사자의 오류는 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의 많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로 종사자의 자격제도 수행, 적성평가, 종사자 피로 저감 방안, 작업장 안전관리
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인적요인관리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공감대 형성, 조직의 변경, 안전문
화의 형성 등 장기간의 연구와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이
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사고조사 체계의 강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철도안전 중
장기계획[5～8]에 포함된 사항으로 국내에서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수립된
대책에 이들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1].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철도 산업의 구조변화, 철도 운영기관의 증가, 철도관
련 기술의 발전, 운행속도의 향상 및 이용객의 증가 등 많은 변화로 인해 종사자
의 근무패턴, 직무내용의 변경, 작업절차, 작업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적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종사자의 인적요인은 문화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종사자의 직무, 조직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여 선진사례를 직
접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철도종사자의 인적요인관리를 위
한 사전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철도
사고의 분석과 사고에 기여한 인적요인의 도출, 인적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요건의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2 -

국내의 철도사고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철도사고에 기여하는 인적요인은 규정
위반(혹은 위규운전), 개인 부주의, 전방주시 소홀 등 다양한 분류가 활용중이다.
그러나 이들 분류는 수행중인 인적오류의 예방대책(교육훈련, 비상대응훈련, 자격
제도 수행, 승무적합성 검사 등)과 연관성이 낮아 특정 사고원인이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적요인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해 철도사고에 기여하는 인적요인의 유형분석과 관리요건을 분석하여 제
시하였다.

인적요인 유형분류를 통해 사고나 장애 발생시 자료의 보고시 분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과 자료 확보를
통한 다양한 분석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
책의 제시와 대책의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다. 대책의 효율성이 평가되면 안전대
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교육훈련 및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
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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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사고유발
인적요인 도출
제1절 국내 철도사고와 인적요인 현황
1. 국내철도사고 발생 추세 분석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의 수와 이동거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철도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사고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도시철도사고 및 사고건수는 이용객의 증가와 승강장에
서 발생하는 사고의 급격한 증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
생한 철도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를 표에 나타내었다. 열차운행거리 및
탑승객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아직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단순
통계를 기술하였다.

표 1 국내의 철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평균
증감

계
건수
1,084
966
956
761
640
571
600
743
635
536
460
429
8,381
698
-60%

사망

일반철도
부상

건수

사망

도시철도
부상

고속철도사고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373
775 1,051
352
766
33
357
676
937
337
664
29
349
618
909
326
609
47
314
453
707
279
429
54
252
366
580
225
347
60
243
316
512
203
296
59
265
360
544
229
340
56
503
743
640
247
558 103
242
422
550
191
385
85
217
367
336
149
238 176
190
257
299
127
159 145
192
239
223
90
128 194
3,497 5,592 7,288 2,755 4,919 1,041
291
466
607
230
410
87

9
12
9
24
19
20
20
185
37
110
24
5
19
86
16
5
12
102
12
4
9
633
52
14
40
53 17.3
4.7 13.3
1033
-49% -69% -79% -74% -83% 488% 367% % -50% -2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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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
23
35
27
40
36
256
51
63
58
98
728
61

국내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통계를 분석하면 철도 시설 및 차량의 고장으로 인
한 사고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
다. 건널목 사고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고발생건수가 85% 이상 감소하였으며,
차량 고장에 의한 장애도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10년간 철도사고 발생건수 변화추이

그림 2 10년간 철도사고 사망자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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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철도의 시설 및 차량 개선과 같은 물리적인 개선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 될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의 국내 철도안전분야 예산의
93% 이상이 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과 같은 Hardware 개선에 투입되고 있다.
반면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자질향상이나 교육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은 2% 미
만이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및 중대사고 변화 추세를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다. 열차의 탈선․충돌과 같은 중대사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열차사고 발생 건수 변화추이

철도 자체의 안전성은 높아져 사고발생 빈도는 낮아졌다. 그러나 대량수송과
고속화로 인해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커지며,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2007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열차 내용을 다음에 나
타내었으며,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07.1월 경전선 무궁화호열차 탈선사고 : 모터카가 측선에서 출발하면서 선로
전환기를 할출한 상태에서 무궁화호열차 진입으로 탈선
- ‘07.1월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 차축발열에 의한 화차 차륜파손으로 탈선
- ‘07.3월 영동선 무궁화호열차 탈선사고 : 선로전환기 전환도중 입환표지 미현시
상태에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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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월 경원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 화물열차 차륜에 금속물체가 접촉하면서
차륜 탈선
- ‘07.5월 경부선 전동열차와 단행열차 충돌사고 : 단행 기관차 승무원의 정지
신호 확인 소홀 및 제동취급 지연으로 전동차 후부 추돌
- ‘07.11월 경부선 고속열차 충돌사고 : 회송열차 승무원의 장내신호기 정지신
호 확인소홀 및 전방주시 소홀

열차테러 사고 이외의 대형철도사고의 1차 원인은 차량결함, 시설결함, 인적오
류 등이 대분이나 사고조사결과 이들 요인과 운영 및 기타 환경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사고발생에 기여한 다양한 원인 중
한 가지만 제거되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규모를 상당수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년전부터 항공산업에서는 사고원인의 저감을 위해 준사고
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철도산업에서
도 이들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중에 있으나, 인적오류의 분석 및 이를 위한 자
료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사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종사자 입장에서는 철도산업구조변경, 고속열차
의 운행, 기존선로의 전철화, 선로개량을 위한 많은 운행선 인접공사 진행 등 기
관사, 관제사 등 핵심안전업무종사자의 근무 환경 역시 크게 변화하여 종사자의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국내의 철도사고 원인별 비율 도출
본 연구의 1차 년도에는 국내 철도사고에서 인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9]. 주요 내용을 다음에 수록하였다. 2005년도에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및 장애 800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 사고에 기여한 1차
원인의 비율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1건의 사고에 1개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원인이
사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사고원인이 사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가
중치를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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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1차 원인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사고 및 장
애에서 선로불법침입, 건널목 사고, 자살추정사고와 같이 철도종사자가 아닌 외
부요인에 의해 발생된 경우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부요인이
란 철도운영기관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일반대중에 의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또
한 여객의 안전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외부요인과 직무사고(운행 중이 아닌 철
도공사의 기타작업장 사고)를 제외하고 차량요인, 인적요인, 시설요인, 기타 환경
요인에 기인한 사고의 원인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원인별로
보면 고속철도 도입초기 안정화 등으로 인한 차량고장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
았으며, 기관사/신호원/사령요원 등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의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선로결함, 신호기 고장과 같은 시설요인이 17%로 나타
났으며, 폭우/폭설과 같은 기후 요인이 6%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차량고장의 경우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나 인적인 피해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반면 열차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중대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적요인이나 시
설요인의 비율은 28%와 17%로 나타났다.

그림 4 2005년도 국내 일반철도(고속철도 포함)의 사고원인 비율

일반철도와 운행 환경이 다른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
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별로 통계집
계 방식이 상이하여 본 절에서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메
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
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도시철도의 경우 차량고장 사고가 51%로 일반철도와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인적요인의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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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도시철도의 사고원인 비율

선진국의 경우 사고원인 조사의 객관성 확보와 원인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사고원인에 개입된 차량요인, 시설요인, 인적요인 및 환경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철도분야에 대한 사고원인별 분류를 미국의 연
방철도국[6]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국내의 철도사고 및 장애의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량요인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인적요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속철도의
도입초기 안정화 전까지의 빈번한 고장,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한 고장과 사고 조
사시 인적요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안아 원인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연방철도국의 경우 인적요인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기존 사고조사 양식에
추가적으로 인적요인 보고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인적오류 예방 안전대책 수립과 예방연구가 진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외
부요인을 포함한 경우 인적요인의 비율이 약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비율을 산출하면 미국 연방철도국의 자료와 유사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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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연방철도국(FRA)의 사고원인 비율

그러나 최근 철도차량 및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결과로 2008년도에 고시된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2]”에 수록된 사고 및 장애 원인에는 사고원인 비율이 변
경되었다. 철도안전법에 의해 국내에서도 철도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통계관리를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향후 자료분석에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안
전 대책수립시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1) 일반철도 사고 원인 비율[2]
- 차량요인(부품․재질불량 등 차량결함)

: 24.7%

- 인적요인(규정위반, 취급오류 등 인적결함)

: 36.7%

- 시설요인(신호, 전철분야 등의 시설결함)

: 5.9%

- 외적요인(자살, 선로무단통행 등 외적요인)

: 32.7%

2) 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고원인 비율[2]
- 차량요인(부품․재질불량 등 차량결함)

: 8.7%

- 인적요인(규정위반, 취급오류 등 인적결함)

: 39.5%

- 시설요인(신호, 전철분야 등의 시설결함)

: 4.0%

- 외적요인(자살, 선로무단통행 등 외적요인)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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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 분석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수행중인 “안전업무종사자 인적오류 관리
및 업무적성평가 기준개발”과제를 통해 인적요인 관리기준 및 관리체계가 제시
될 예정이다. 인적요인 관리를 위해 인적오류 관련 자료의 취득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하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고예방
대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인적오류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예로서 서론에서 설
명한 기관사의 신호위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기관사의
교대근무, 기관사의 교육훈련 실적, 기관사의 수면상태, 신호기의 위치, 해당 선
로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 자료, 기관사의 특이사항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안전정보시스템의 지원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
나 인적요인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분석기법은 정립이 되
었으나, 일부 사고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인적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향후 인적오류 관리체계가 국내의 철도산업에 적용될 경우 수집된 자료에 근거
하여 인적요인의 다양한 관리대책과 영향인자간의 정밀한 연관성 분석이 가능하
여 대책별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대책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인적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
육훈련이나 대책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제2절 인적요인 관리 현황 분석
1. 국외 인적요인 관리 현황
종사자의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국제철도연맹의 사고원인 분류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과거의 국제철
도연맹의 사고원인 분류체계에는 시설요인, 차량요인과 함께 인적요인을 1차 원
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인적요인이 시설, 차량 등 다른 요인의 주요 원인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 발생 비율이 높아 차량, 시설, 운영 등의 하부 원인으로 재분류하
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 수행된 많은 연구가 인적요인과 관련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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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기관사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작업자
와 관제사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수행중인 영국의 경우 위험원에 인적요인이 포
함되어 있으며, 신호오인이나 위반(Signal Passed At Danger, SPAD)과 관련된
주요 위험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철도안전표준위원회(Rail
Safety & Standard Board, RSSB)를 중심으로 인적요인 분석과 연구가 진행 중
이다. 제도적으로 "Railway Regulation 2000[10]"에서 위험도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본선철도(Mainline)에 대해 영국의 철도시설
관리자인 Network Rail[11]에서 철도사고 및 장애관련 자료, 각종 철도안전자료,
일반적인 파손과 신뢰성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철도사고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에서 언급된 철도위험도평가모델(Safety Risk Mode, SRM)[12]에 반영되어 있
다. 이후 영국 RSSB에서 이들 모델을 기초로 하여 위험도평가 모델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인적요인에 대한 위험도(사고발생 빈도와 사고발생시 피
해심각도) 예측 값을 표1에 수록하였다. 표에는 여객열차의 신호오진과 인적요인
관련 위험원 목록의 일부가 나타나 있다. 이중 가장 큰 위험도는 기관사의 신호
오인이나 위반으로 기관사의 신호오인에 대한 많은 대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
구는 영국철도안전표준위원회에서는 전체 철도운영기관에 적용이 가능한 자격제
도, 교육훈련, 사고조사, 안전정보관리, 국가규정, 안전관리체계 등의 총괄적인 연
구를 수행중이며, 철도운영기관, 역사 관리자,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변 신호기
개선, 종사자 피로관리 프로그램, 위험성이 높은 종사자 선정 및 관리, 차량 출입
문 개선, 역사 위험요소 개선과 같은 운영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중이
다.

표 2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의 인적오류 관련 위험원 목록[12]
인적오류 관련 위험원 내용

년간 위험도

열차 운행중 전철기 이동

0.0618

궤도유지보수 직원 오류

0.0536

여객열차 SPAD - 충돌 초래

3.123

기관사 신호상태 확인 실패

1.1595

기관사 주의상태 반응 실패

0.4473

기관사 잘못된 신호 주시로 오판독

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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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 관련 위험원 내용

년간 위험도

기관사 규칙/지시사항 위반

0.1414

기관사 신호기 위치 모름

0.1280

분류할 수 없는 기관사 오류

0.1254

신호원 통신 오류

0.1108

잘못된 정보를 기관사/신호원이 제공

0.1041

애매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기관사/신호원이 제공

0.1015

기관사 신호 안전상태 추측

0.0947

잘못된 선로변 신호 고장

0.0827

기관사 올바른 신호 주시 그러나 상태 오판독

0.0724

정확히 정보된 제공를 기관사/신호원이 이해하지 못함

0.0698

기관사 환경조건 오판

0.0686

기관사 열차 특성 오판

0.0667

원인불명의 기관사 오판

0.0552

기관사 규칙/지시사항 무시

0.0444

기타 환경조건

0.0187

기관사/신호원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0.0150

기관사 이전 신호기 오판독

0.0021

여객열차 SPAD - 탈선이나 건널목 충돌 초래

0.353

기관사 오류로 SPAD 초래

3.7057

기관사 제동취급 오류

0.3348

기타 기관사 오류

0.2872

기관사 과속 오류

0.0928

유럽연합에서도 인적요인에 대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가 완성되면
유럽철도국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유럽통합이후 국가간 열차의 상호운
영을 위한 연구로 기관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및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주된 사항은 기관사의 언어장벽에서 오는 의사소통,
기관사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 신호의 인식, 피로관리, 안전문화 등이다. 현재
국가간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TSI)을 기초로 하여 검토 중에 있다[13].

일본에서는 200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열차탈선사고를 계기로 인적요인에 대
한 연구와 분석이 진행중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안전관리규정, 안전총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자에 대한 국가의 규제강화가 있으며, 인적요인에 대한 자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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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의 증원, 인적요인 연구의 강화, 운전상
황 기록장치의 의무화를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14]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과거부터 수행하여 오던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종사자의 승무전 검사를 강
화하였다. 철도사고를 계기로 전체 교통기관에 대해 인간-기계인터페이스의 연구
(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해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
로운 기술개발과 기관사가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이다[15]. 일본의 경우 인적요인에 대한 강화 대책
은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대책의 강화이며, 새로운 대책의 경우는 연구와 추가적
인 분석을 통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수행중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대해 개인별 사고 및 교육훈련시 유발한 오류 이력과
비교하여 적성검사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 중이다.

호주에서는 Waterfall 철도탈선사고(기관사의 심장마비로 인한 열차제어 불능)
및 일본 열차탈선사고 역시 인적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역시 이들 사고
를 계기로 인적요인 분석을 수행 중에 있다. 사고의 결과로 위험도에 기반한 안
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호주의 경우 영국의 안전관리체계 및 기법
이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철도사고 중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38%로 연방철도국에서는
철도사고에 개입된 인적요인의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사고조사 양식에
인적요인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사고조사 양식을 사고 조사시 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16]. 이를 통해 사고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기입하거나 혹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었던 인적요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사고예방과
인적요인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작업자가 철도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작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기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기관이나 관리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적발된 경
우 규정에 따른 벌금을 개인과 기관에 부여하여 운영기관과 개인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사자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산업안전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히 종사자의 피로, 작업환경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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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요인 연구수행 현황 분석
국외에서 수행중인 인적요인 연구는 목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
에서 수행되어왔다. 분야별 연구로는 신호의 인지, 종사자의 피로 및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연구,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설계, 인간-기계인터페이스의
개선 설계, 적성 및 신체검사를 통한 자격, 종사자의 교육훈련 분야에서 수행되
어 왔다. 이러한 연구 분야와는 별개로 심리학과 산업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
석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된 사항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역
시 진행 중이다.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 대상의 변경은 많은 추가 작업과 대상기
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기관사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수행된 인적요인 연구현황의 국제 세미나시 토론된 주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문헌[3]과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다음에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가. 기관사의 피로관련 연구
기관사의 피로는 주의, 각성상태의 유지, 기억력, 의사결정, 외부 반응의 대응을
방해하는 인자로 철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교대근무, 인
원배치 등 다양한 외부 인자와 연관성이 있다. 과거 근무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기관사의 업무배치표를 기관사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배치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예로서 기관사의 업무특성상 발생하는 휴일근무, 자정이후의 교
대근무, 열차 운행지연, 사고처리, 동료기관사의 결근, 기관사의 결원 등으로 인
해 근무시간이 변경하는 경우 기관사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관사의 피로를 정량화하기 위해 피로지수
(Fatigue Index) 개념을 도입하여 종사자의 근무배치와 휴식시간 설정에 활용하
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운영기관별로 특성과 기관별로 종사자의 안전문화가
상이하여 적용이 확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에 철도공사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피로지수 개념을 도입한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표본 추출의 객관성 및 설문조사 시점상의 문제점이 대두되
어 현장에 직접 적용되지는 못했다.

- 16 -

나. 기관실 설계 변경관련 연구
영국에서는 차상 무선통신장치의 도입으로 음성통신을 이용한 기관사와 사령
간의 음성통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관실 내부배치(조작판, 표시부,
확성기, 핸드셋의 위치를 설계)에 대한 연구수행이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일부 기
관사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나, 설계된 이후 설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어 설문조사와 함께 인체공학측정용 도구 등을 활용하여 설계를 추진하였다.
이는 장시간 운전하는 노선의 경우 기관사의 피로와 실수를 저감할 수 있는 효
과를 얻기 위해서 이다. 또한 기관사의 신체조건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어 일부
기관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기관실의 내부를 설계하기 보다는 인체공학
적 기법을 적용하고자 노력중이다[17]. 분석에서는 인체측정 모형을 사용하는 기
법, 참가자 설문지를 통한 실험 수행, 인체해부모형 활용의 3가지 방법을 적용하
여 기기배치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요 장치별로 설치가능 위치를 설정한 후
위치별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다. 기관사의 직무분석연구
기관사의 직무를 정상운전조건, 비정상/고장 조건, 응급 조건으로 구분하여 직
무를 분석하였다. 직무의 순서에 따라 청각, 시각, 기타 감각을 통한 정보의 습득
과 전달을 포함하여 분석하여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사 교
육훈련체계구축 과제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보를 공유하였다. 직무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안전업무종사자 인적오류 관리 및 업무적성평가 기술개
발” 보고서에 수록하였다[18～20].

라. 선로변 신호기 개선연구
틸팅열차 운행 등 열차 운행속도의 고속화에 따라 선로변에 설치된 신호기를
기관사들이 실수 없이 인지하기 위한 연구로 신호기의 배치 및 속도제한 표지의
사용에 대해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운행선로
에 대한 경험이 신호의 인지 및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
한 영국의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사고시 신호기의 배치가 영향을 미치는 점
을 발견하였으며, 신호기의 배열 및 주변환경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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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기관사의 신호인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해 신호
를 잘못 판독하거나 착각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 기관사의 적성 및 신체검사 관련 연구
기관사의 적성 및 신체검사는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안전업무종사자 인
적오류관리 및 업무적성평가 기준 개발”과제의 위탁과제에서 세부적으로 수록하
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국외의 연구사례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적성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되는 많은 항목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으로 조사항목과 사
고유발자의 조사결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수행결과 일부 항
목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낮아 적성검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중이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수행중이며, 안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가 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기 위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증가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와 정밀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바. 인적요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인적요인의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요구된다. 사고로부터 수집
되어야하는 자료의 범위, 대상, 형태로부터 자료 조사의 방법, 자료 조사의 시기,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방법, 정보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자료에 대한 요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건을 분석
하면,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중인 정보시스템
은 인적요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국의 철
도안전표준위원회에는 Human Factors Team을 구성하여 철도운영기관의 인적요
인에 대한 자료분석과 운영기관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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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적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 유형분류
국내에서는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서 안전업무종사자의 고의
적인 위반에 의한 인적오류, 경험이나 지식 부족에 따른 오류, 망각이나 착각에
따른 오류, 피로나 주의 산만에 따른 오류의 대책은 각각 상이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적오류 대책은 대부분 교육훈련 및 종사자의 근무상태 관
리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많은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결
과는 종사자의 취급부주의, 작업자 부주의 정도로 간략히 구분되어 있다. 인적요
인의 유형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세분화된 유형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 제시된 인적요인 유형분류는 향후에 사고조사나 보
고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적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James Reason[21]의 오
류유형 분류체계와 Embrey[22]에 의해 제시된 분류체계가 많이 사용된다. 이들
분류체계의 기초사항과 이들 분류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자료
를 본 절에 수록하였다.

1. 의도형성과정에 따른 James Reason의 분류
의도형성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림과 같이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
적인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적용 중에 있으며, 철도
산업에서 인적요인 연구가 많이 수행된 영국, 일본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1) Slip(Failure of attention) : 습관에 따른 오류, 주의력 분산에 따른 망각,
잘못된 정보인지, 대화(상호작용)중의 오류와 같은 집중력 관련 오류
2) Lapse(Failure of memory) : 작업 의도의 망각, 계획된 작업의 생략, 이전
에 수행한 행위의 망각 등 기억과 관련된 오류
3) Mistake-Rule base mistake : 규칙의 잘못된 적용, 잘못된 규칙의 적용과
같은 계획 수립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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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stake-Knowledge base : 기억력의 부족, 확신에 의한 편향, 자신감 과
다, 잘못된 이해
5) Violation : 습관성 위반, 편의를 위한 위반, 사회적 압력에 따른 위반

그림 7 의도형성과정에 따른 오류의 분류(J. Reason)

이러한 분류 결과를 인적요인 사고 자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고유발 영향인자
와의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사고분류와 사고
유발 영향인자의 관련성 분석은 철도운영기관, 운영노선, 기관별 작업자의 분포,
안전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 인적오류의 개입단계에 따른 Embrey의 분류
1992년 Embrey에 의해 제시된 분류체계로 계획, 확인, 작업, 의사소통 등 4개
단계의 오류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각 단계별 오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
며, 세부유형을 표에 수록하였다[18,19].

1) 계획 오류(Planning error): 작업수행 및 조치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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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오류(예: 작업 준비 미흡, 계획 미흡/부적절 등)
2) 확인 오류(Checking error): 시스템, 신호, 정보 등의 상태 확인 및 파악
단계에서의 오류(예 : 운행중 신호 미확인)
3) 작업 오류(Operation error): 작업수행 및 조치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예 :
운행중 열차속도 미준수)
4) 의사소통 오류(Communication error): 종사원 간의 의사소통 또는 작업
협의 시의 오류

표 3 인적 오류모드 분류체계[18]
오류유형

기호
P1

계획오류
(Planning error)

P2
P3
C1

확인오류
(Checking error)

C2
C3
O1

작업오류
(Operation error)

O2
O3
T1

의사소통 오류
(Communication
error)

T2
T3

세부 유형

정 의

계획 및 작업준비는 수행하였으나, 실제 작업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이었음
계획 및 작업준비는 수행하였으나, 완전하지
Incomplete plan
않은 (부분적 누락/불충분) 계획이었음
Missed plan
계획 및 작업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확인은 하였으나, 잘못(그릇되게) 확인한
Incorrect check
경우(상태 비정상 → 정상으로, 신호 오인 등)
Incomplete
확인은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누락 및
check
불충분한 확인
Missed check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잘못(그릇되게) 취해진
Incorrect action
조치
Incomplete
조치의 부분적 누락 및 불충분한 조치
action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요구되는
Missed action
조치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ncorrect
의사소통 내용이 부정확함
communication
Incomplete
부분적인 누락 및 불충분한 의사소통
communication
Missed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communication
Incorrect plan

3. 국내 철도종사자의 오류 유형분석 결과
가. 인적오류 유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 2005년도 사고 및 장애 자료｣(이하 사고 및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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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및 장애에 내재되어 있는 인적오류의 특성 및 유형을 분
석하였다. 200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중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사고 및 장애 자료 중 책임사고로 분류된 101건에 대해서만 인적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과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수행한 사고유형분류의 주요
내용을 다음에 요약하였다[18,19]. 인적오류관련 사고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작
업유형은 운전(77건, 40.3%)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점검/보수(69건, 36.1%), 입환
(29건, 15.2%)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191건의 사건을 인적오류를 일으킨 작
업자 별로 분석한 결과 기관사(28건, 27%)와 관련된 사고가 제일 많았고, 입환
등을 포함한 운전분야요인(80건, 41.9%)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지속적
인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직무교육 수행, 차량의 현대화, 유지보수 장비의 개선으
로 인해 유지보수 작업시의 오류저감대책이 수행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오류
유형이 향후에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2005년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된 사건 191건에 대해서 오류모드 분석
결과 O1 유형이 47건으로 전체의 24.6%, O3 유형이 45건으로 23.6%, O2 유형이
36건으로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작업오류(operation error)
가 67.0%, 확인오류(checking error)가 27.7%로 전체 인적오류 중 94.7%가 작업
오류와 확인오류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91건에 대해서 오류타입 분석 결
과 Slip/Lapse가 105건으로 55.0%를 차지하며 규정위반인 Violation이 52건으로
27.2%, Mistake가 34건으로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기초 자료는 “안전업무종사자 인적오류관리 및 업무적성평가
기준개발”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사고에 기여가 가장 큰 기관사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절에 수록하였다.

나. 2004∼2005년 기관사 인적오류 유형 분석
기관사는 철도사고의 발생과 사고발생 이후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 종사자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관사의 오류를 예방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본 절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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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 기관사의 인적오류가 개입된 사고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
다. 분석은 사건 발생에 인적오류의 개입 단계와 형태를 나타내는 오류모드, 개
입된 오류의 발생원인 관점의 오류타입, 기관사의 오류가 나타나는 운전상황, 사
건 발생에 기여한 기관사 및 관계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8 기관사 오류모드별 발생건수

그림 9 기관사 오류모드별 발생건수(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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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오류 유형 분석

기관사의 인적오류 유형 분석 결과 오류모드는 그림 8과 같이 작업 수행중(또
는 조치시)의 오류, 확인오류, 의사소통 오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오류는 1
건도 없었다.

오류모드는 조직의 문화, 작업절차, 환경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으며, 철
도산업의 민영화 이전인 2004년과 이후의 2005년의 오류모드를 비교(그림 9 참
조)하였다. 전체적으로 기관사의 오류는 감소하였으며 확인오류는 대폭 감소하였
고 작업오류는 다소 증가하였다.

오류타입은 Slip/Lapse가 65.6%, Mistake 18.0%, Violation 16.4% 순으로 나타
났다. 오류타입의 경우 Slip/Lapse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4년에는 Slip/Lapse 69.7%, Mistake 18.2%, Violation 12.1% 순이었으며 2005
년에는 Slip/Lapse 60.7%, Mistake 17.9%, Violation 21.4% 순으로 발생되었다.
분석 범위를 넓혀 향후 2006년과 2003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면 신
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기관사의 인적오류 유발 상황에 대한 분석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KTX 기장(기관사)의 정상상태에 대한 직무분
석을 수행하였다. 기관사에 대한 직무분석은 국내에서는 사례가 부족하고 일부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상상황, 비정상/고장상황, 응급상황으로 구분하여 직무를 분석하였다[20].
그러나 아직 정상상황과 비정상상황에 대한 정의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표 4 기관사 사고 및 장애 발생 상황별 빈도
순

사고 및 장애발생 상황

건수

비율

1

정상상황에서 발생한 기관사의 오류

33

54.1%

2

차량고장 상황 이후의 조치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11

18.0%

3

신호취급자 및 관제사의 오류 혹은 신호기 고장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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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사고 및 장애발생 상황

건수

비율

등으로 신호이상 상황에서 발생한 오류
4

열차지연 상황에서 발생한 기관사 오류

7

11.5%

5

악천후, 통신 불량, 승객 불법행위 등 기타 상황에서
발생한 오류

8

13.1%

61

100%

계

본 연구에서는 상황별로 분석하기 전단계로 2년간 발생한 기관사의 인적오류
를 ① 정상적인 근무상황에서 발생한 기관사의 오류, ② 차량고장 및 이상 이후
에 발생한 기관사의 오류, ③ 열차가 지연되어 운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기관사
의 오류, ④ 신호취급자, 관제사의 오류 혹은 신호기의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신
호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기관사의 오류, ⑤ 악천후, 통신 불량, 승객의
불법행위 등 기타 이례상황에서 발생한 기관사의 오류로 구분하였다.

2년간의 자료분석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비정상적인 상황보다는 정상적인
운행상황(입환작업 포함)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소 많았다. 차량고장 상황 이후의
조치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KTX와 같은 새로운 차량의 운행 및 신규기관사의
증가로 인해 차량고장시 고장의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
다. 신호 취급자의 실수나 관제사의 미확인으로 경로나 신호설정이 잘못 현시된
경우 기관사가 운행선로를 확인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 열
차지연 상황에서 과속을 통한 시간지연 회복 시도 등 일본의 후쿠지야마선 열차
탈선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된 위반사고 등 다양한 원인의 기관사 오류가 발
생하였다. 다양한 원인의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분석 절차는 인적요인
분석기법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3) 인적오류를 유발한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분석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사고 및 장애에 기여한 종사자의 직무별 분포
를 분석하였으며, 기관사의 오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기관
사의 오류가 포함된 사고 및 장애를 대상으로 ① 기관사의 단독오류, ② 기관사
와 차장의 오류, ③ 기관사와 차량 유지보수 작업자의 오류, ④ 기관사와 열차운
용원의 오류, ⑤ 기관사와 관제사의 오류로 구분하여 발생 빈도를 분석(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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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 5 기관사관련 사고 및 장애의 관련자 현황
순

사고 및 장애발생 관계자

건수

비율

1

기관사 단독 오류

43

70.5%

2

기관사와 차장의 오류

9

14.7%

3

기관사와 차량 유지보수작업자의 오류

4

6.6%

4

기관사와 열차운용원의 오류

4

6.6%

5

기관사와 관제사의 오류

1

1.6%

61

100%

계

기관사 단독으로 발생한 오류는 신호 확인 소홀, 차량상태 미확인, 제동취급 지
연 등으로 기관사 관련사고 및 장애의 70.5%를 차지하였다. 기관사와 차장이 관
계된 오류는 주로 통신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상의 오류로 발생하였다.
기관사와 차량 유지보수 작업자의 오류는 운행중 차량상태 미확인이나, 챠랑고장
이후 조치 미숙으로 발생하였으며 기관사와 열차운용원 또는 관제사의 오류는
신호조작 취급시 착각이나 오류로 발생하였다.

4. 국외 철도종사자의 오류 유형분석 사례
인적요인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는 영국, 일본에서 수행중이며, 일본의 경우 진
행 중으로 세부적인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은 2008년 7월에 개최한
Risk Management Forum[28]에서 RSSB의 연구를 통해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
을 다음에 수록하였다.

인적요인과 관련된 121건의 사건 중 116건이 검토되었으며, 이중 62%에 해당
하는 86건이 신호오진 혹은 오판으로 발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지영역의 오류
가 12%, 의사결정 오류가 33%, 위반 9%, 미확인 46%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료
의 충분한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경우 46%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는 사고나 장애를 유발한 종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터뷰와 이에 대한 기록
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고조사 및 인터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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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분석이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기관
사에 대해 다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기관사의 인적오류 분류(영국 RSSB, 2007년 자료)
구분

세부분류

비율

Mistake

지식의 문제 (10%)
정신/태도(mind set) (45%)
미확인 (3%)

58%

Slip/Lapse

혼란(10%)
판단 실패(9%)
예측 실패(5%)

24%

Vilolation

규정위반(2%)

2%

구분이 어려운 경우

미확인(16%)

16%

계

100%

100%

5. 철도종사자의 오류 유형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기관사의 오류유형과 영국에서 발생한 오류유형의 분석결과
를 비교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오류중 Slip/Lapse가 66%로 영국의 2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Mistake의 경우 국내는 18%, 영국은 58%로 반대로 나타났
다. Slip/Lapse의 발생은 습관에 따른 오류, 주의력 분산에 따른 기억의 망각, 잘
못된 정보인지, 대화중의 오류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Mistake의 경우 규칙의 잘
못적용, 잘못된 규칙의 적용, 기억력의 부족, 잘못된 이해, 확신에 의한 편향 등
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Mistake로 분류가 가능한 오류중 상당
수가 Slip/Lapse로 분류되도록 사고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Mistake의 주요 대책으로는 기관사의 자격제도, 교육훈련을 들을 수 있다. 영국
의 경우 Mistake 관련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
한 근거가 된다. 국내의 사고분석 결과는 Mistake 보다는 Slip/Lapse가 보다 많
이 발생하여 교육훈련, 자격제도 보다는 운전습관의 교정, 주의력 향상,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설계,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이론에 근거한 분석이며, 향후 구축된 인적오류 분석체계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
가 확보되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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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에 대한 분석으로는 정상상황에서 기관사 단독으로 오류를 유발한 경우
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관사의 정상운전중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원
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철도사고 조사보고서에는 기관
사의 주의력 분산의 세부적인 원인이 모두 개인적인 특성으로 분류되고 있어 기
관실의 설계, 직무설계, 안전문화 등의 관점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제4절 기관사의 직무분석
기관사 및 관제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기관사의 직무에 대
한 세부적인 기술이 없어 영국에서 수행된 기관사의 직무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
안을 작성 후,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관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직무분석에 활용하였다.

1. 영국에서 수행한 기관사의 직무분석[20]
표 7 정상조건 운전시의 기관사 직무 내용[20]
순

직무

1.1
1.1.1

운행전 차량준비
운행전 차량 점검

-1

외관상의 안전점검

시각을 이용한 차량외부의 이상 여
부 확인

-2

기관실 장비점검
(수리관련책자, 비상대응장비,
AWS 해제, 제어부 설정)

시각을 이용한 기관실 장비의 이상
여부 확인

-3

엔진기동, 판토그라프 상승

-4

시스템 시험(고장정보, 화재경
보, DSD, 창문 및 와이퍼)

-5

브레이크 점검

-5.4
-5.5

비상제동 확인
브레이크 설정 확인

순

직무

시스템 점검
-5.1

마스터키 삽입 및 브레이크 작동

-5.2

제동 공기압 확인

-5.3

브레이크 해제

-5.4.1

비상제동 위치로 설정

-5.4.2

제동 공기압 상태 확인

-5.5.1

최대 브레이크 스텝을 밟아 확인

-5.5.2

제동 공기압 유지여부 확인(누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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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5.6

-5.7
-5.8

-7

직무

브레이크 누설 확인

DSD 확인
제동 완해

추가적인 화물열차 점검

순
-5.5.3

부 확인)
다음 브레이크 스텝을 밟아 확인

-5.6.1

브레이크 제어판 해제

-5.6.2

제동 공기압 Zero 도달 확인

-5.6.3

제동 제어기의 재설정

-5.7.1

DSD 페달의 해제

-5.7.2

브레이크 공기압력의 상승 확인

-5.8.1

제동 제어기 위치 조정

-5.8.2

마스터키 제거

-6

외부 전조등 점검

-7.1

화물의 탑재상태 확인

-7.2

문과 시트 조임상태 확인

-7.3

화물의 고정상태 확인
요구되는 제동력 확보가능 여부 확
인

-7.4
1.1.2

점검후 열차 고정

-1

종료절차 변경

-1.1

주행방향 전두부 기관실 설정 -1.1.1

-1.2

직무

제동 설정/정지

-1.1.2

마스터 스위치 차단

-1.1.3

DAR 설정 변경

-1.1.4

마스터키 제거

-1.1.5

AWS 제거 및 격리

-1.1.6

외부 조명등, 행선표시기 설정

-1.1.7

기관실 문 잠금

주행방향 후반부 기관실 설정 -1.2.1

제동 설정/정지

-1.2.2

마스터 스위치 차단

-1.2.3

마스터키 삽입

-1.2.4

마스터키 중립 설정

-1.2.5

AWS end 위치설정

-1.2.6

수동 브레이크 점검

-1.2.7

브레이크 장치 점검

-1.2.8

기관실 간단점검

-1.2.9

기관실 통신장비 설정

-1.2.10 외부 조명등, 행선표시기 설정
-2

차량 인수인계

-2.1

적신호시 DRA 설정

-2.2

제동을 Full Service로 설정 및
제동압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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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3

직무

차량정리

1.1.3

차량의 연결 및 분리

-1

열차에 연결

-1.1

수동 연결

순

직무

-2.3

마스터 스위치를 Off로 이동

-2.4

마스터키 제거 혹은 해제

-2.5

점검표에 고장사항이 있으면 기록

-2.6

열차전달시 기관사간의 브리핑

-3.1

브레이크를 Full Service로 설정

-3.2

엔진정지/판토그라프 하강

-3.3

마스터 스위치 off

-3.4

마스터기 제거

-3.5

결함 검토 및 기록(문서/구두)

-3.6

내외부 소등, 히터 정지(있는경우)

-3.7

창문 및 문 잠금

-1.1.1

연결될 차량의 브레이크 상태 확인
차량거리 6피트전까지 기관차 서행
및 정지
수신호 확인 및 연결

-1.1.2
-1.1.3
-1.1.4

-1.2

자동 연결

-1.2.4 연결기간의 높이차 확인

기관차 제동
연결상태 확인에 대한 입환원
-1.1.5
확인
-1.1.6 변경종료 절차 수행
구성요소 확인(입환원, 감시원,
-1.2.1
등)
차량거리 6피트전까지 기관차
-1.2.2
및 정지
차량거리 2피트전까지 기관차
-1.2.3
및 정지
-1.2.4.1 연결기간 높이차이 확인

신호

직원
서행
서행

-1.2.4.2 자격자에 의한 적합성 통보
-1.2.5

추진장치의 연결

-1.2.6

-1.2.7 차량간 배관 및 전선연결

-2

연결 차량으로부터 차량 분리

-2.1

입환 이동에 대한 설명접수

견인 시험
마스터 스위치를 중립으로 설정, 연
-1.2.7.1 결번튼 확인(양기관실의 청색신호
확인)
자격자가 수동으로 브레이크관, 전
-1.2.7.2
기연결선 연결 때 까지 대기
-1.2.8

변경종료 절차 수행

-2.1.1

차량이동에 대한 설명 접수(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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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순

-2.1.2
-2.2

분리차량의 제동체결 확인

-2.3

입환원, 감시원, 역무원 지시
에 따른 열차이동

-2.3.1 입환원의 지시에 대한 주의

직무
신호, 이동권한)
입환원과 통신방법 확인(깃발, 무
선, 수신호 기타)

-2.3.1.1 입환원 위치 및 통신수단 확인
-2.3.1.2 입환원 신호의 관찰 및 준수
-2.3.1.3 입환원 신호 확인

-2.3.2 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확인

-2.3.2.1 차량의 안전한 이동확인
-2.3.2.2 선로설정에 대한 확인
-2.3.2.3 탈선유도장치 제거 확인

-2.3.3 차량이동

-2.3.3.1 필요시 후진
-2.3.3.2 필요시 전진
-2.3.3.3 필요시 정지
-2.3.3.4 필요시 속도조절
-2.3.3.5 필요시 제동

-2.3.4 선로변 신호의 확인

-2.3.4.1 신호 관찰
-2.3.4.2 선로 설정확인
-2.3.4.3 잘못된 선로나 방향으로 진행 확인
모든 차량이 해당영역에 없음을
-2.4.1
확인
-2.4.2 모든 차량의 보안 상태 확인

-2.4

차량 이동후 확인

1.2

열차이동
열차의 일반적인 안전사항 감
-1
시
-2

1.2.1

1.2.2

여객 승강장의 안전한 출발

-1

감시원 확인

-1.1.

차장 출입문 취급 경우

-1.2

기관사 출입문 취급 경우

제동압력 감시

-3

비정상상태(소음, 진동 등) 감시

-1.1.1

차장으로부터 출발신호 접수

-1.1.2

출발신호 확인

-1.1.3

차장의 정지신호에 대한 주의경계
승강장 감시원으로부터 출발신호
접수
출발신호 확인

-1.2.1
-1.2.2

-1.2.3 출입문 닫기

계기판의 고장이나 계기상태 감시

-1.2.3.1 자동 출입문 닫음
-1.2.3.2 출입문 잠김 신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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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순

직무

-1.2.3.3 출입문 잠김 확인등 확인
-1.2.4

감시원 신호에 따른 출발준비

-1.2.5

출발신호에 대한 확인

-1.2.6

출발신호 재확인
감시원의 정지신호에 따른 비상정지
준비

-1.2.7
-2

기관사 단독 출입문 취급

-2.1

감시원이 있는 승강장 취급

-2.1.1
-2.1.2
-2.1.3

-2.1.5

자동문 닫기
승강장 감시원의 비상정지 신호
응답
출입문 확인등 확인

-2.1.6

승강장 감시원의 출발신호 대기

-2.1.7

승강장 감시원의 출발신호 확인

-2.1.4

-2.2

승강장 직원으로부터 완료 신호
접수대기
출발신호 확인

감시원이 없는 승강장 취급

-2.2.1 승객이 출입문상에 없음 확인 -2.2.1.1 CCTV를 통한 승강장 상태 감시
-2.2.1.2 반사거울을 통한 승강장 상태 감시
-2.2.1.3 필요시 승강장 하차를 통한 육안확인

-2.2.5 승강장의 여객상태 확인

-2.2.2

출발신호 확인

-2.2.3

자동문 닫기

-2.2.4

출입문 확인등 확인

-2.2.5.1 출입문에 지장물 여부 확인
-2.2.5. 출입문에 지장물 없음 확인

1.2.3

선로변 신호 확인

1.2.4

열차방호 장치의 확인

-1

AWS 응답

-2

DSD 제어

-3

기관사 경계장치(DRA) 사용

-2.2.6

열차 출발시 열차전체 확인(필요시)

-1

선로정보의 활용

-2

신호정보의 활용

-3

선로정보와 신호정보의 상호 확인

-4

선로변 신호에 따른 열차운행

-1.1

AWS 신호 청취

-1.2

신호특성 확인

-1.3

AWS 응답버튼 취급

-1.5

열차 속도 조정

-2.1

DSD 페달 제어

-2.2

경계장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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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3.1

직무
DRA 설정

순
-3.1.1

DRA 설정에 대한 환경과 위치확인

-3.1.2

DRA 설정과 DRA 활성화

-3.2

DRA 해제

-3.2.1

DRA 설정 확인

-3.2.2

DRA 설정 사유 확인

-3.2.3

진행 확인

-3.2.4

DRA 인출 및 해방

1.2.5

운절절차의 준수

-1
-1.1

선로정보 및 예상 문제점 확인
점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인 -1.1.1
-1.1.2
-1.1.3
-1.2
-1.3
-1.4
-2

-3

직무

외부 환경조건 확인

선로정보 인지/필요시 선구도 확인
지시사항 확인
점착력 취약구간 및 낮은 구간 확인
선로 파괴 취약구간 확인
SPAD 위험성 확인
기타 취약요인 확인
운전조건 확인(비정상 운행조건)
선로 상태 확인
외부 환경조건 관찰

-4

운행특성 확인(중량, 제동력 등)

-5

열차운영자의 운행정책 준수

1.2.6

선로상 위험성 감시(전도주시)

-1

선로변 및 선로상의 지장물,
-1.1
통행자 감시

-2

1.2.7

선로인접공사 확인

지적확인(경로에 따른 위치)

운행선 인접공사 감시

-1.2

열차 성능에 따른 절차 적용

-1.3

적절한 조치 수행

-2.1

전방선로 감시

-2.2

전방장애시 경적작동과 대응 감시

-2.3

경적작동(기적취명)과 제동취급

-1

예상된 선로와 상이한 선로로 진행

-2

분기기에서 정지신호 확인

-2.1
-2.2
-2.3
-2.4
-2.5
-3

분기기 표지 확인
선로번호 확인
주행신호와 연계된 변경신호 확인
Calling-on 신호 확인
입환신호 확인
분기기의 진행선로 설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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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비정상/고장 조건 운전시의 기관사 직무 내용[20]
순

직무

순

1.1

비정상조건 혹은 고장시
기관사 임무
운행외적 요인

1.1.1

임시/비상 속도제한 준수

-1

임시속도제한 구역

-1.3

임시속도제한에 대한 이해 및
-1.3.1
준수

1

-1.2

-1.3.2
-1.3.3
-1.3.4
-2

임시속도제한 구역

-2.1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없는 구간

-2.1.1 신호원과 기관사의 통신
-2.2

-2.1.2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있는 구간 -2.2.1
-2.2.2
-2.2.4
-2.2.5

1.1.2

임시신호 구간의 열차운행

-1

수신호 작업

-2

일시정지 작업

직무

변경된 운행정보의 확인
자동경보장치 응답
감속에 의한 경고 대응
속도제한 시작구간에서 적정속도로
진행 확인
속도제한 구역 통과후 정상속도로
복귀

사령에 의한 속도제한 영역과 제한
속도 통보
자동경보 장치 작동전 대응
2차 자동경보 장치 작동 대응 및
비상통보 대응
속도제한 시작구간에서 적정속도로
진행 확인
속도제한 구역 통과후 정상속도로
복귀

-1.2

수신호 사용작업자에 의한 열차 정
지
수신호 작업자로부터 진행 승인

-1.3

선로상 폭음기 제거작업 대기

-1.4

황색깃발 적용시 7.5km로 진행

-2.1

수신호 사용작업자에 의한 열차 정지

-2.2

수신호 작업자로부터 지시 접수

-2.2.1

수신호 작업자에게 열차번호 확인

-2.2.2

임시차단 구간에 대한 정보 접수

-2.2.3

수신호 작업자 지시 준수

-2.2.4

건널목 신호 접수

-2.2.5

임시 속도제한 지시 접수

-2.2.6
-2.2.7

기타 추가적인 지시 접수
기관사 요청 차단영역 지시 접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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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순
-2.3
-2.4
-2.5
-2.6

1.1.3

임시선로를 통한 열차운행

1.1.3

임시선로를 통한 열차운행

-1
-2

직무
수신로 작업자에 의한 차단영역 지
시 접수
감사원으로부터 임시차단 작업의
조언
80km/h 이내의 속도로진행하면서
열차접근경보장치 해제
임시 차단작업구간에서 정지 및 사
령에 의한 지시접수
신호원으로부터 통지
기관사의 임시선로에 대한 정보 보
유 확인

-3

임시선로에 대한 정보를 보유
-3.1
한 자격자의 동승

사령실 접촉

1.1.4

예약된 플레폼의 변경처리

-1

접근 역의 분기기 신호 판독

-2

경로설정의 유효성 확인, 차량 수용
가능여부 확인(열차길이)

-3

열차길이와 역사길이가 맞지 않는
경우 사령실 접촉

-4

역사의 방향확인 후 출입문 개방

1.1.5

예약되지 않은 입환, 연결,
분리작업

-1

작동에 대한 명령접수

-2

작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2.1

요구되는 작업에 대한 정확한 확인

-2.2

입환작업 진행방법에 대한 확인

-3

직무절차에 따른 입환작업 수행

-4

명령에 의해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SPAD 제한에 대한 확인

-1

신호원으로부터 명확한 신호접수

1.1.6

고장난 열차의 도움제공

-2

사령요청에 의한 신호무시통과 -2.1
-2.2

-3

규정에 따른 열차운행

-4

열차의 터널진입 확인

-5

고장난 열차의 기관사와 접촉

열차방호 시스템의 무시

-3.2

기적 취명
선로위험에
이하)
열차감속

-3.3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영역의 확인

-3.4

이선 진입에 따른 기적 취명

-3.5

다음신호로 진입전 사령에 확인

-3.1

대한

접근경보(25km

터널 진입전 사령확인후 진입
-5.1

고장난 열차의 기관사 주시

-5.2

고장난 열차의 기관사 탑승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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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순

-5.3
-6
-7

고장난 열차와의 연결

-7.1
-7.2
-7.3
-7.4

1.1.7
-1
-1.2

직무
열차 정차
고장난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정보
접수
폭음기 작동시 비상정지
TPWS 해제
작업절차에 따른 열차 연결작업수
행
열차 연결 확인 및 자동제동장치
확인
TPWS 작동 복귀

선로상/선로변 장애물의 처리
기관사가 사전경고를 받지 못
-1.1
한 경우
위험원에 따른 열차정차의 결
-1.2.1
정
-1.2.2

선로변 위험원인 확인
열차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고려
위험원이 상대선로에 심각한 위험
을 초래할 경우

-1.2.2.1 사령에 즉시 통보
-1.2.2.2

사령에 위험원의 종류와 위치 통보
(대형동물 등)

-1.2.2.3 사령에 열차정지 요구
-1.4

인근열차에의 경고

-1.3

가능한 일찍 사령에 통보

-1.4.1

접근열차에 기적 취명

-1.4.2

접근열차에 적색등 현시

-1.4.3

접근열차에 위험성 통보(전조등 사용)

-1.4.4
-2

기관사가 사전경고를 받은 경
-2.1
우
-2.2

-2.3

주의 운전

1.1.8

여객 통신경보에 대한 대응

-1

인근의 적합한 장소에 최초로
정차가 허용된 경우

-2

여객 통신경보 원인 확인

장애선로의 2km 지점에 폭음기 설치
(사령에서 지사가 없는 경우)
사령으로부터 위험원에 대한경고
접수
필요시 기관실에 감시원 등의 자격
자의 동승

-2.3.1

육안확인 후 정차가능 조건 유지

-2.4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조등 작동

-2.5

잠재적인 위험의 지속적인 감시

-2.6

다음신호에서 사령에 특이사항 보고

-2.1

감시원과의 접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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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7

열차 재출발 준비

1.2
1.2.1

열차고장 처리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5

순

임시수리 가능에 따른 수리

직무

-2.2

승객과의 직접 접촉 수행

-3

적절한 조치 수행(비상대응 등)

-4

통신장비 사용 혹은 목격자의 이름
과 주소 확보

-5

사령에 상황통보

-6

여객 통신장비 재설정

-7.1

감시원의 출발신호 현시 대기

-7.2

열차가 안전한 상태에서 출발확인

-1

열차정지에 적합한 최초장소에 정차

-2

사령엔 장보고장 보고 및 환결설명

-3

사령의 지시에 따른 정차유지

-4

사령의 지시 접수

-5.1

사령의 연결

-5.2

안전장치의 설치

-1.2.2.1 사령에 즉시 통보
-1.2.2.2

사령에 위험원의 종류와 위치 통보
(대형동물 등)

-1.2.2.3 사령에 열차정지 요구
-1.4

인근열차에의 경고

-1.3

가능한 일찍 사령에 통보

-1.4.1

접근열차에 기적 취명

-1.4.2

접근열차에 적색등 현시

-1.4.3

접근열차에 위험성 통보(전조등사용)

-1.4.4
-2

기관사가 사전경고를 받은 경
-2.1
우
-2.2

-2.3

주의 운전

-2.3.1

여객 통신경보에 대한 대응

-1

인근의 적합한 장소에 최초로
정차가 허용된 경우

-2

여객 통신경보 원인 확인

폭음기 설
경우)
대한경고
등의 자격

-2.5

육안확인 후 정차가능 조건 유지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조등 작
동
잠재적인 위험의 지속적인 감시

-2.6

다음신호에서 사령에 특이사항 보고

-2.1

감시원과의 접촉 수행

-2.4

1.1.8

장애선로의 2km 지점에
치(사령에서 지사가 없는
사령으로부터 위험원에
접수
필요시 기관실에 감시원
자의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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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7
1.2.1

-5

-7

직무

순

열차 재출발 준비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임시수리 가능에 따른 수리

자격자가 동승하여 계속 운행

-2.2

승객과의 직접 접촉 수행

-3

적절한 조치 수행(비상대응 등)

-4

통신장비 사용 혹은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 확보

-5

사령에 상황통보

-6

여객 통신장비 재설정

-7.1

감시원의 출발신호 현시 대기

-7.2

열차가 안전한 상태에서 출발확인

-1

열차정지에 적합한 최초장소에 정차

-2

사령엔 장보고장 보고 및 환결설명

-3

사령의 지시에 따른 정차유지

-4

사령의 지시 접수

-5.1

사령의 연결

-5.2

안전장치의 설치

-5.3

임시 수리작업 수행

-6

작업절차에 따른 고장수리
수리관련 자격자에게 고장부위에
대한 통보
수리관련 작업자에게 고장설명

-7.1
-7.2

-8

퇴근전 고장보고서 작성 및 제출

1.2.2

열차고장 처리

1.2.3

선로중간지점에서
처리

-1

신속한 구원요청

-2

직무

-7.3

수리관련 작업자에게 작업절차서에
따른 설명

-1

신호원에게 고장보고

-2

감시원에게 협조 및 통보

-3

궤도회로의 활성상태 확인

-4

2km 후진 혹은 사령통보지점 이동

-5

20m 전방에 폭음기 설치

-6

폭음기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
서 열차 수리 대기

-7

열차정지 신호 수정

-8

열차 수리사항을 기관사에 통보

-1.1

사령과 통신

-1.2

고장 상황 통보

-1.3

열차 고장 위치 통보

-1.4

구원 요청

-2.1

열차고장 현시

열차정지시

인근열차로부터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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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2.2

-2.3

직무
고장열차의 구원

필요시 비상방호

-3

열차 구원

-3.1

구원 열차에 위험신호 전달

순

직무

-2.2.1

열차 수리 감시원 지원

-2.2.2

고장열차 300m 전방에 폭음기 설치

-2.2.3

열차 방호 위치에서 구원열차 대기

-2.3.1

운행중인 열차에 선로점유 통보

-2.3.2

400-1500m 사이에 폭음기 설치

-3.1.1

적색신호 현시

-3.1.2

적색등 현시

-3.1.3

머리위로 두손을 들어 위험 표시

-3.1.4

손전등을 급히 흔듬

-3.2

구원 열차의 기관실 탑승

-3.3

구원 열차 기관사에 상황 설명 -3.3.1

고장열차의 위치 통보

-3.3.2

구원 위치 통보

-3.3.3

구원열차의 기관사의 지시사항 확인

-3.3.3.1 구원 위치까지 이동
-3.3.3.2 폭음기 작동음 청취후 정차
-3.3.3.3 고장열차까지 주의 서행운전
-4

차량 연결

1.2.4

차축발열 처리

-1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로
검지시

-1.1

자동브레이크 작동설정

-1.2

차축 과열상태 점검

-1.3

HABD 벨브차단 확인

-1.4

사령에 상황보고

-1.5

사령의 추가지시 사항 접수대기

-1.6

사령의 지시에 따른 수행

-1.6.1

사령의 지시에 따른 진행

-1.6.2

감시원에 고장객차의 승객 이동 요구
7~16km/h 속도로 분기기나 건널목
통과
사령의 지시에 따른 열차 처리

-1.6.3
-1.6.4
-2

-2.2

지상 차축발열검지 장치로 검
-2.1
지시

차축의 과열 확인

사령으로부터 차축발열 통보 접수

-2.1.1

차축발열 의심위치에 대한 사령의
정확한 통보

-2.1.2

차량점검을 위해 인접선로 열차방
호 필요성에 대한 조언

-2.2.1

발열상태를 손접촉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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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2.3

직무

순

차축 과열의 다른 원인 확인

-2.2.2

차축상자에 온도계를 이용한 확인

-2.3.1

핸드브레이크 해방 확인

-2.3.2

제동이 풀리지 않은 브레이크 확인

-2.4

사령에 확인사항 통보
사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사항
접수 대기
사령의 권한에 따른 열차이동
감시원에게 고장객차의 승객을 이
동 요청
7~15km 의 속도로 분기기나 건널
목 통과

-2.5
-2.6

사령 지시에 따른 열차이동

-2.6.1
-2.6.2
-2.6.3

1.2.5

견인력의 부분상실, 점착력 상
실처리

-1

예상되는 문제점 고려

직무

-1.1

낮은 점착력 구간에 대한 지식활용

-1.2

기타 자주 발생하는 조건 고려

-1.3

시각 고려(당일 최초 운행열차 등)

-2

빈번하게 체결되는 브레이크 시험

-3

정상시보다 일찍 체결된 브레이크

-4

차륜 공전 예방

-5

수작을 통한 모래 살포

-6

사령을 통한 우회경로 확인

표 9 응급상황 운전시의 기관사 직무 내용[20]
순

직무

1

응급상황시의 기관사 임무

1.1

사고로 인한 열차정지 처리

1.1.1

상황판단에 따른 응급 조치

1.1.2

사령에 상황 통보 및 조언

순

직무

-1

열차의 정확한 위치 판단

-2

타선로의 지장여부 확인

-1

차상 무선통신장치 사용

-2

무선 전화사용

-3

주요정보의 사령 통보
지장선로의 열차확인
지장 위치 2km 지점 선로에 폭음
기 설치
기타 환경조건 검토후 폭음기 설치
위치 확인

1.1.3

열차방호 설정

-1

-2

비상열차 방호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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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자격자의 도움 요청

순

직무

1.2

열차내 화재 처리

1.2.1

즉각적인 상황판단

1.2

열차내 화재 처리

1.2.1

즉각적인 상황판단

1.2.2

사령에 상황통보

순

-2

열차 정차여부 결정(화재진압 가능
성 고려)
열차 정차 위치 결정

-3

열차가 정지한 정확한 위치 확인

-4

화재로 인해 영향받는 선로 파악

-1

-2

열차 정차여부 결정(화재진압 가능
성 고려)
열차 정차 위치 결정

-3

열차가 정지한 정확한 위치 확인

-4

화재로 인해 영향받는 선로 파악

-1

열차내 무선통신 장치 사용

-2

통신장치 사용(선로변 전화기, 핸드
폰 이용 등)

-1

-3
1.2.3

여객의 안전 확인

-1
-2
-3
-4

1.2.4

화재발생 차량 분리

-1
-2
-3
-4

1.2.5

화재발생 직후의 처리

-1

열차 운행 불가능시 처리

직무

사령에 중요사항 전달
여객 대피 통보(화재에 안전한 영
역 확인)
전기 공급장치 차단
공기조화설비(에어컨,
장치 등) 차단

히터,

환기

필요시 열차탈출 설정
전기동력차량의 전기공급 가능여부
확인
화재발생 객차내 모든 승객 탈출
확인
가능한 신속히 화재차량 분리 수행
화재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으로
이동

-1.1

사령에 상황 통보

-1.2

인근 운행열차 보호

-2

기관사 단독상황에서 승객 안전
여객 탈출 안내가 수행될 때까지
-1.3.1
확인
여객 안전확인
비상대응 요원 도착전까지 객차에
-1.3.2 잔류한 승객을 안전한 영역으로 대
패 보조
열차 운행 가능시 처리
-2.1
사령에 상황 통보

-2.2

기관사 단독상황에서 승객 안전 -2.2.1 화재 영향영역으로부터 승객 탈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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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확인

1.3

열차 분리사고의 처리

1.3.1

신속한 상황판단

1.3.2

사령에 상황 통보

1.3.3

1.3.4
1.3.5

연결기 및 호수 확인

열차방호 작업수행
승객의 안전 확인

순

확인
화재 영향영역에서 재출발시 자격
-2.2.2
자에 의한 확인
화재 영향을 받은 객실의 양단에
-2.2.3 자격자 배치를 통한 여객 출입 통
제

-1

열차내 무선 통신장치 사용

-2

사용가능한 통신장치 사용

-3

사령에 주요정보 전달

-1

연결기 및 호수의 손상정도 확인

-2

손상부위의 연결(복구) 가능성 확인

-3

연결기 혹은 호수가 없어진 경우
선로나 선로변의 탈락부품 확인

-4

사령과의 통화

-1

지장선로 운행열차의 확인

-2

사령에 의한 열차방호 요청

-1

열차에서 추락한 승객여부 확인

-2

열차간 통로 안전 확인

-3

승객의 안전한 위치점유 확인

-1

감시원의 상황통보

1.3.6

열차 보안

-2

열차 마지막 칸의 안전성 확인 -2.1
-2.2

열차 재운행을 위한 설정

-1

열차 분리점의 재연결

-3
-1.1

사령으로부터 열차 이동 승인대기

-1.2

직무절차에 따른 열차이동

-1.3
-1.4
-1.5
-1.6

전기장치 연결

자동 제동장치 확인
수동 제동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
열차 보안을 위한 출입제한 테이프
사용
열차 개수 확인

-2.3

1.3.7

직무

수신호에 의한 열차 이동을 위한
자격자 배치
열차연결을 위해 주의운전을 통한
열차이동
연결기 복원

-1.6.1 전기장치 차단 확인
-1.6.2 연결기 확인
-1.6.3 자격자의 차량상태 확인 전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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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순

-2

열차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절차

-2.1

분리된 열차의 전두부만 이동

직무

-1.7

락확인
제동 파이프 연결

-1.8

제동 연결상태 확인

-1.9

분리차량 연결후 사령통보

-1.10

자격자의 차량상태 확인을 위해 가
장 가까운 정차장소에 정차

분리된 후부 열차의 양단 300m 지
점에 폭음기 설치
분리된 후부 열차의 종단 램프 작
-2.1.2
동
-2.1.1

-2.1.3 분리된 전두부 열차 작동
-2.1.4
-2.1.5
-2.1.6
-2.2

기관사가 도움을 기다리는 경우 -2.2.1
-2.2.2

해당선로 운행차량이 다음 신호 진
입전에 분리된 열차의 점유 통보
확인
고장 선로가 단선일 경우 선로에
폭음기 설치후 출발
분리열차의 전두부 도착시 사령에
통보
사령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세부사
항 접수
지원열차 도착방향으로 2km 이동,
혹은 사령에 위치 통보

-2.2.3 선로에 3개의 폭음기 설치
폭음기에서 20m 이상 떨어진 지점
에서 구원열차 도착 대기
구원열차의 기관사에 분리열차의
-2.2.5
위치 통보
-2.2.4

-2.2.6 구원열차의 기관사에 협력
1.4

열차 탈출

1.4.1

사령에 상황통보

1.4.2

열차방호 설정

-1

사령실에 해당선로 방호 요청

-2

해당선로 운행 열차 차단

-3

필요시 비상 방호설정

-3.1

필요시 자격자의 도움 요청
해당선로 2km 지점에 폭음기 3개
설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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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무

순

-4

2km이내 폭음기 설치시 기타상황
고려
열차방호 완료시 감시원 통보

-1

사령과 통신수단 확보

-2

선로 전원차단을 사령에 요청

-3

제3선로에 단로기 설치

-1

승객 탈출 지시 여부 결정

-1.1

승객 탈출 방향 확인 및 지시

-1.2

안전 영역 확인

-1.3

안전 영역까지의 안전한 경로 확인

-2

적절한 자격자 섭외 및 도움

-3

승객에 탈출 안내방송
가능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영역까
지 인솔
승객이 안전한 영역에 머물도록 조
치
승객의 열차 탈출 지원을 위한 감
시원 보조

-3.3

1.4.3

1.4.4

선로 전류 차단 요청

승객의 안전성 확보

-4
-5
1.4.5
1.5

비상 요청 절차

1.5.1

“비상상황”통보

1.5.2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항 전달

-1

성명, 직위 및 기타정보

-2

열차 번호 전달
비상 요청자의 전화나 무선번호 전
달
비상 요청자의 현재위치 전달

-3
-4
1.5.3
1.5.4
1.5.5
1.5.6

1.5.7

탈출 의미의 명확한 전달 확인 -1

사령의 지시 접수

직무

정확한 사고발생 지점 통보
선로 방호 및 방호가 필요한 선로
정보 제공
비상 대응서비스 필요 여부 전달
음성, 철자, 단의의 오해가 가능한
단어 대체 설명

-2

메시지에 대한 복창으로 즉시 접수

-1

사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복창으로
지시 확인

-2

기관사의 완전한 의미 접수 및 필
요시 지시사항 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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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X 기관사 직무난이도 분석에의 적용[18,19]
위에서 기술한 기관사의 직무내용을 국내의 KTX 기관사(이하 기장)의 운전
직무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KTX의 직
무특성을 도출하였으며, NASA-TLX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지 방법으로 기관사
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한편으론 KTX 운전취급절차서와 운전에 관련된 각종 지
침서[24～26]를 분석하고, KTX 기장 등 전문가들을 통하여 필수적인 운전직무와
절차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KTX 운전 직무는 총
14개의 기본 직무로 분류되었다. 14개 기본 운전직무와 세부 내용 및 절차는 표
에 정리하였다[18,19].

표 10 KTX 기본 운전 직무
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절차 및 내용
① 출무표 서명날인
② 승무일지, 열차시각표, 무전기 인수확인
③ 승무일지로 전도운행구간 서행 등 운행제한사항 확인

1

출무

④ 열차시각표로 전도역 정차역 확인 및 출발시각 확인
⑤ 시행전달부 확인날인
⑥ 게시 교육 및 지시전달사항 확인
⑦ 사고사례와 운전주안점등 상황실 교육
⑧ 출무인사

2

① 인계받을 동력차가 있는 출발선으로 이동
동력차로
② 인계받을 동력차가 있는 유치선으로 이동
이동
③ 인계받을 동력차가 있는 차량기지로 이동
① 동력차 외관검사
② 동력실 및 기계실의 기기상태 및 비품확인
③ 운전실의 상태 및 차량상태기록부(로그북) 확인

3

출발 전
차량
점검

④ 제어대 고장표시창 및 각종 계기등 정상 확인
⑤ F2:기술자료 점검확인
⑥ F4:열차정보 안내
⑦ F6: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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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절차 및 내용
⑧ F7:제동시험
⑨ 열차팀장과 미팅 및 업무교신
⑩ 차량관리장과 차량정보 교환(휴대전화번호 확인)
① 출발신호기 진행현시 확인
②

무전기로 들려오는 "OO열차 기장님, 출발 하십시오"라는
열차팀장 발차전호 청취

③ 출입문 닫힘등(PBL-CS-BL-01) 점등 확인
④ 역전간(MC-FR-01) 전방 위치로 조작
4

출발

⑤ 운전모드선택기(MC-TT-01) 견인위치로 조작
⑥ 주제동간(MC-BK-PN-01) 완해위치 확인
⑦ 주제어간(MC-IC-01) 견인위치로 서서히 이동
⑧ 출발신호기 통과후 ATS 정상적 응동상태 확인
①

5

가속

가속 필요 인지 (속도제한ㆍ곡선주로ㆍ상하구배 등의 표지나
신호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 견인위치 서서히 이동
③ 모터블럭 전류계(AM-M-01-02-03) 확인
①

6

감속

감속 필요 인지 (속도제한ㆍ곡선주로ㆍ상하구배 등의 표지나
신호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 복귀시 "0"도달전 약간시간(2초)후 이동
③

감속은 전기제동(MC-IC-01) 및 공기제동(MC-BK-PK-01)
병행취급

①

절연구간 예고 시스템(GPS)에서 “절연구간 예고, 절연구간
예고 VCB를 개방 하십시오” 음성 청취

② 선로변 절연구간 예고 표지 확인
③
7

주제어간(MC-IC-01)을 “0” 위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위치 표시등(LS-CO-TT-01)의 점등을 확인

기존선 ④ 주회로차단기 스위치(SW-VCB-01) 내림(OFF) 및
주회로차단기 개방 표시등(LS-VCB-01) 확인
절연구간
통과
⑤ 선로변 절연구간 표지 확인
⑥

선로변 역행 표지 확인 및 역행표지 통과후 전차선
전압계(VM-HV-01)로 전압 확인

⑦

주회로차단기 스위치(SW-VCB-01) 올림(ON) 및 주회로
차단기 투입허용 표시등(LS-VCB-CS-01) 확인

⑧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단추(PB-CS-VCB-01)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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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절차 및 내용
①

절연구간 예고 시스템(GPS)에서 “절연구간 예고, 절연구간
예고" 음성 청취

②

ATC 신호현시 패널C1에 ATC 자동 절연구간
표시등(LS-NE-ATC-02)의 점등 확인

③ 선로변 절연구간 예고 표지 확인
8

열차상태 표시패널의 주회로차단기 개방표시등(LS-VCB-01)
고속선
절연구간 ④ 및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표시등(LS-VCB-CS-01) 점등 확인
통과
전차선 전압계(VM-HV-01) 및 견인전동기 1,2,3
⑤ 전류계(AM-M-01,02,03)의 바늘이 내려갔다 올라가며
적정위치에 놓이는 것을 확인
⑥ 선로변 역행 표지 확인
⑦

ATC 신호현시 패널 C1에 ATC 자동 절연구간
표시등(LS-NE-ATC-02)의 소등 확인

①

팬터그래프 내림예고표시등(LS-DW-PTG-01) 확인 및
선로변의 팬터내림 예고표지를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을 “0” 위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위치 표시등(LS-CO-TT-01)의 점등을 확인

③ 주회로차단기스위치(SW-VCB-01)를 내림(OFF)
기존선
9

→
고속선
진입

④

팬터그래프선택기(SW-PT-01)를 “0” 위치로 전환 후 전차선
전압계(VM-HV-01)가 “Red” 위치를 가리키는지 확인

⑤

“무전기를 TRS로 전환 하십시오” 음성 청취 후
무전기전환스위치를 내림

⑥ 선로변의 팬터내림 표지 및 팬터올림 표지 확인
⑦ 팬터그래프선택기(SW-PT-01)을 “NHSL" 위치로 전환
전차선 전압계(VM-HV-01) 및 견인전동기 1,2,3
⑧ 전류계(AM-M-01,02,03)의 바늘이 적정한 위치에 놓이는지를
확인
⑨ 주회로차단기 스위치(SW-VCB-01) 올림(ON)
⑩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단추(PB-CS-VCB-01) 올림

10

고속선
→
기존선
진입

①

팬터그래프 내림예고표시등(LS-DW-PTG-01) 확인 및
선로변의 팬터내림 예고 표지를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을 “0” 위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위치 표시등(LS-CO-TT-01)의 점등을 확인

③ 주회로차단기스위치(SW-VCB-01)를 내림(OFF)
④

팬터그래프선택기(SW-PT-01)를 “0” 위치로 전환하여 전차선
전압계(VM-HV-01)가 “Red” 위치를 가리키는지 확인

⑤ “무전기를 VHF로 전환 하십시오” 음성 청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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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절차 및 내용
무전기전환스위치를 올림
⑥ 선로변의 팬터내림 표지 및 팬터올림 표지 확인
⑦ 팬터그래프선택기(SW-PT-01)를 “NEL" 위치로 전환
전차선 전압계(VM-HV-01) 및 견인전동기 1,2,3
⑧ 전류계(AM-M-01,02,03)의 바늘이 “Green" 위치에 놓이는지를
확인
⑨ 주회로차단기 스위치(SW-VCB-01) 올림(ON)
⑩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단추(PB-CS-VCB-01) 올림
① GPS에서 "OO역 입니다. 정차역인지 확인 하십시오" 음성 청취
② 열차시각표에서 정차역인지 확인
③ 장내 신호기에서 진입선 확인

11

도중역
정차

④ 80km/h까지는 전기제동을 사용
⑤ 80km/h이하에서는 공기제동을 사용
⑥ 계단제동 및 계단완해 사용
⑦ 정차역 정차 후 승강문 열림 누름단추 누름
⑧ 열차승무일지에 특이사항 기록
① 정차역 정지목표에 정확히 정차
② 홈위치에 맞게 출입문 취급하여 열음
③ 시각표 확인하여 반복열차 열차번호 입력
④

운전실 분전함 회로차단기 상태 확인 후 차량상태기록부에
기록

⑤ 제동관 공기 1.5 bar 감압
⑥ 제동중립스위치 "ON" 위치
12

종착역
정차

⑦ 견인주제어기(MC-FR-01) "0"위치
⑧ 운전모드선택기(MC-TT-01) "0"위치
⑨ 역전기(MC-FR-01) 중립위치
⑩ 스위치 함 패널에 있는 모든 스위치 "OFF" 위치
⑪ 팬터그래프선택기 "0" 위치
⑫ 스위치 함(SB 키) 쇄정
⑬ 제동관 및 균형공기의 완전배기를 확인
⑭ 열차무선전화기 전원공급스위치 "OFF" 위치
⑮ 운전실 출입문 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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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절차 및 내용
①

차량상태기록부(log book)에 인계사항(있을 시) 기록 및
인수인계

② 열차승무일지에 특이사항 기록
13

차량
인계 및
도착
보고

③ 열차지도운영실로 이동
④ 당무 지도운영팀장에게 특이사항(있을 시) 통보
⑤ 무전기ㆍ열차시각표 반납
⑥ 다음 교번 확인후 퇴근
①

부산역 도착 후 열차운용팀장 열차무선전화기 확인 후
출입문을 닫음

② 입환표지 무유도등을 확인 후 입환속도 준수하여 입환 시작

14

③

부산구내 유치선이 짧은 관계로 주의를 기울여서 인상 후
서비스 유지 취급하여 반대운전실로 이동

④

출발선까지 인상하는 경우는 운전실 교체 후 서비스취소 후
열차번호등록, 제동시험 완료 후 인상준비

부수입환

⑤ 입환 표지 무유도등을 확인 후 입환 속도 준수하여 입환 시작
⑥ 출발선까지 인상 후 출입문 쇄정 후 이동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에서는 앞서 파악된 KTX 기본 운전 직무를 대
상으로 NASA-TLX[27]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난이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보고서에 해당내용을 수록하였다. 단 주요 평가항목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 11 NASA-TLX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설 명

Mental Demand
(정신적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 (thinking), 의사결정
(deciding), 검색 (searching), 계산 (calculating) 및 기억
(remembering)등과 같은 정신적 또는 인지적인 활동이 얼
마나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Physical Demand
(육체적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밀기 (pushing)나 잡아당기
기(pulling) 또는 돌리기 (turning)와 같은 육체적인 활동이
얼마나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emporal Demand
(시간적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적 압력
(time pressure)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를 들어 숨돌릴 틈
도 없이 많은 조치들을 수행해야 주어진 직무를 완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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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설 명
있다면 높은 시간적 압력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ffort (노력)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경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엄청난 집중 등이 요구되
면 높은 노력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Performance
(직무성취도)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경우, 얼마나 성공적으로 또는 정확
하게 직무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rustration
(당혹감)

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직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
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은 높은 당혹감을 느끼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KTX 기관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하였다[18].

3. 직무분석 결과의 적용성 검토
인적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① 오류유형분류, ② 분석 Database 확보, 혹은 사
고 및 장애자료의 확보, ③ 분석기법의 정의(직무분석은 분석기법의 일종), ④ 자
료의 분석의 절차에서 분석기법중 하나에 포함된다. 인적오류 분석기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본 보고서의 5장 인적오류 원인-결과모델의 구
성중 인적오류 분석기법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NASA-TLX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종사자로부터 타
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직무부하가 높은 직무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나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에 발생되는 인적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KTX 기관사, 관제사, 신호취급자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적용시에는 철도운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도시철도, 일반철도, 화물기관사에 대해 노선별로 수행하
여야 한다. 그러나 본연구의 목적이 인적오류관리체계 도출로 사례연구 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수행은 운영기관에서 수행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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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 사업의 타과제와의
연계활동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사업에서 추진 중인 “철도안전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사
업총괄”과제와 “철도사고 위험도분석 및 평가체계구축” 과제와 관련된 사항의 연
구내용을 본 절에 기술하였다. 다만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관련
된 인터페이스는 다른 과제의 보고서에 기술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1. 철도안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사업총괄 과제와 연계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는 철도안전법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지침의 개정, 철도안전관리규정의 인적요인 관리 항목검토, 철도안전 교육훈
련 전문기관지정,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 많은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본 과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수행한 내용을 본 절에 간략히 기술하였다.

가. 국가 철도안전계획 수립에 반영된 종사자 인적요인 관리현황 분석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06-2010)[1]에 포함된 전체 77개 추진 과제중 23개
과제가 본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주요 과제로는 1) 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 2)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3) 사고경력자 및 초급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4)
교육훈련 지침 마련, 5) 열차 운행선 공사사고의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6) 철도
사고 조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7)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현장운영,
8) 안전업무종사자 인적관리 및 업무적성평가 기준 개발 등이 있다.

국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14개 기관에서는 매년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을 국가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는 안전계획 수립은 물론 철도안전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주요 사항으로 철
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과제와의 연관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운영기관별 종사자 안전관리 현황 및 종사자 인적요인 분석을 통한 기관별 특성
을 파악하여, 인적요인 관리요건 개발시 반영하였다. 즉 조직의 규모,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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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규모, 예산,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운행노선의 특성, 종사자의 연
령, 사고 및 장애 발생 통계, 여객의 이용패턴 등 인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나. 국가안전관리 아키텍쳐 작성에 인적요인 관련 사항의 반영
이를 위해 인적요인 관리와 관련된 사항, 국가안전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철도안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사업총괄과제[28]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
련 자료와, 세부일정, 주요내용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결과로 철도안전시스템 엔
지니어링 및 사업총괄 과제에서 작성중인 국가안전관리 아키텍쳐에 인적요인관
리 및 국가안전계획 수립, 목표설정과 관련된 항목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종
사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요 요구사항을 Yellow Book[29] 및 시스템엔지니어
링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작성하였다. Yellow Book의 인적요인 적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1) 인적요인 관리의 개념과 실현가능성
- 예비위험원 분석 : 관련된 작업자의 식별, 예비 인적오류 확인
- 위험원 목록작성 : 인적요인 관련 Database 확보
- 예비 안전계획 수립 : 인적요인 책임자들에게 직무 할당, 인적요인 관리정
책 수립을 부과
2) 인적요인 관리 요구사항 정의
- 위험원 분석(위험원 확인 사항의 검토) : 반영된 인적요인의 확인
- 위험도 평가 : 인적오류 설정 및 정량화, 인적오류 저감 반영
- 안전요구사항의 설정 : 인적요인 관련 안전 요구사항 도출
- 전체 안전계획 수립 : 인적요인 계획 수립의 반영
3) 설계에의 반영 및 위험도평가와 안전성평가 수행
4) 인적요인 관리 대책의 실행
- 위험도 평가 및 이에 근거한 안전관리규정(Safety Case)의 작성을 통하여
인적요인 관련 입력자료 제공
5) 인적요인 관리 대책의 실행 및 승인
- 인적요인 분석 작업에 대한 독립안전성 검토, 안전성 승인, 안전관리 책
임의 양도
6)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인적요인 관련 위험원 목록의 개정 및 안전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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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정, 인적요인 관련 Database의 지속적인 확보를 포함
7) 폐기단계 활동을 통한 기존 위험원 목록의 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개정

다. 연구수행에 시스템엔지니어링의 도입
종사자의 안전관리요건 도출, 연구자료의 분석에 시스템 엔지어링 관련 전문가
의 자문과 철도안전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사업총괄과제의 검토 내용을 지속적으
로 반영하였다. 연구 수행에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인적요인분야 연구인 Yellow
Book App. 3[28]의 철도인적요인관리 절차,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NR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모델[30]을 준
용하였다.

라. 인적요인 관련 철도운영기관의 심사요건에 반영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에 요구되는 교육훈련, 전문성, 자격관리, 기록관리 등
의 사항은 철도안전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철도안전관리규정 심사요건, 종합안전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되는 항목으로 이들 심사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제시된 요건은 인적요인 관리프로그램, 운영경험의 반영, 기능요건
분석(향후 반영 추진), 직무분석, 직원충원 및 자격, 인간신뢰도 분석(향후 반영
추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추가 연구를 통한 향후 반영), 절차개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인적요인 검증 등이 있다. 이중 국내에 전문성이 없거나, 현
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운영기관과 국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사례로 국내의 교육훈련시에는 교관요원의 자격에 대해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기준은 국외의 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관요원의 교육훈련, 전문가와의 교류, 보수 교육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2. 철도사고 위험도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과제와의 연계
철도사고 위험도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과제[31]에서는 1) 철도시스템의 위험원
목록을 도출하여, 2) 철도사고 시나리오의 구성, 3) 철도사고 발생 빈도평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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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피해 심각도 평가, 5) 철도시스템 위험도 평가의 연구를 수행중이다. 본
과제에서는 위험원 목록의 분류 및 철도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에 포함된 인적요
인 항목, 관련된 인적오류의 발생 빈도의 정량화를 위한 기법선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철도사고 원인분류체계에 인적요인 유형분류 및 위험원 목록의 반영
인적오류와 관련된 위험원 목록과 유형분류를 철도시스템의 위험원 분류와 사
고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적오류 유형을 반영하여 향
후 수행되는 사고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에 인적요인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나. 철도사고 시나리오의 구성
열차의 충돌 및 탈선사고의 경우 기관사의 신호오진을 제외하면 인적요인의
개입이 많지 않다. 그러나 열차화재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보다는 사고이후 기
관사의 대응에 따라 승객의 생존율이 크게 변화한다. 열차화재사고의 경우 인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요인은 많지 않으나 사고이후 대응과과 관련된 위
험요인은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HEART(Human Error Assessment and
Reduction Technique)와 같은 인간신뢰도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인적오류의 정량
화 방안을 모색하였다[32,33]. 또한 사고시나리오 구성에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기관사의 인적요인 항목을 반영하였다.

3. 교육훈련체계 구축과제와의 연관성 분석 제시
철도사고 발생이후 안전대책으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상 포함되는 항
목으로 철도운영자는 물론 종사자도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시
기, 내용, 대상, 방법, 효과 측정 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정, 교육훈련의 주기 및 방법, 효과 측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사고의 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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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기관사 혹은 경험이 부족한 기관사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상황 인식에
도움
- 경력기관사에 대한 신규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추가 교육
- 기관사의 비상상황에 대한 가상체험과 대응능력의 향상
- 운행선로에 대한 지식의 증가로 위험요인의 사전 인지
- 안전과 관련된 주요정보의 취득과 전달기법의 학습으로 사고 예방
- 차량 고장시 수리 혹은 대응능력의 향상
- 사고 발생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2차사고 예방
- 교육과 평가에 대한 기록을 통한 교육 참여 유도
- 자격의 유지 및 관리에 활용
- 적절한 교육법의 선택 : 시뮬레이터, 교관, 교재, 가상현실, 교육장 등

본 연구에서 수행된 사고분류, 사고자료 및 인적요인 관련 사항을 KAIST에서
수행중인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과제[34]에 전달하여 개발 중인 기관
사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에 반영하도록 연계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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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사고유발
근본원인 분석
제1절 사고유발 인적요인과 사고유발 근본원인의 관계
본 절에서는 철도에서 사고를 발생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토의 내용
을 정성적으로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종사자의 인적요인을 산업공학 측면에서 접
근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산업공학은 물론 심리학 측면에서도 동시에 접근
하고 있다. 종사자 개인의 특성은 물론 국가별, 조직별 특성이 반영되어 정량적
이고 구체적인 연구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가 국제
적으로 추진 중으로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아래
의 내용은 영국의 철도안전표준위원회에서 철도종사자들의 인적요인 연구를 위
해 분산되어 있는 인적요인 연구내용을 취합하여 작성한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
회의 인적요인 지침서[4]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1. 종사자가 실수하는 이유

인간은 숫자를 읽는 등의 단순한 작업부터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실수를 통해
서 경험을 습득하는 장점이 있다.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초보적인 교육의 형태로 철
도사고 사례와 사고조사결과를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알려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
지 않도록 전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직접적인 실수가 아니어도 직
무설계, 작업절차, 작업환경 등에 문제가 있으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예로서
호주 Waterfall 열차사고,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열차탈선사고, 독일 ICE 고속
열차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는 종사자의 실수와 함께 작업절차, 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1) 기술에 기반한 작업중 오류 : 레일교체 작업과 같이 고난이도 작업의 빈
번한 수행시 발생하는 오류로 slip/lapse로 구분한다. 원인은 주의력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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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감시소홀로 발생한다. 여기에는 유사한 전화번호의 혼동, 잘못된
대상에 유사한 작업의 행위를 수행하는 오류 등이 있다. 또한 기억력의
문제로 인해 절차상의 행위를 일부 누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규정에 기반한 작업중 오류 : 작업자가 알고 있는 규정을 잘못된 대상에
적용하거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작업이 진행되
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3) 지식에 기반한 작업중 오류 : 지식이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행위, 잘못된 지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는 인간이 의사결정시 가정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자
신감에 따른 상황의 무시, 최근 습득내용에 편향된 행위 등으로 잘못된
결정을 취할 때 발생한다.

2. 종사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
종사자는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반한다. 또
는 편의를 위해 고의적인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일상적인 위반 : 예외적인 위반을 유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입
환원이 이동전 기관사에게 수신호로 위험신호를 보내지 않음
- 상황적 위반 : 의도된 위반, 예로서 입환원이 보이지 않아도 정차하지 않는
기관사, 새로운 상황에 직면시 해결을 위해 위반함. 높은 발생 빈도와 높은
위험도를 나타냄
- 예외적 위반 :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수하게 발생
- 효율성을 위한 위반 : 주관적인 최선책으로서의 위반 혹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습관적인 위반(Routine Shortcuts)으로 작업의 생략이 정기적으로 이루
어짐. 빈도는 높으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위반시 항상 처
벌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규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무의식중
에 자동적으로 위반하게 될 수 있다.
- 규정에 대한 거부(사보타지)

이러한 규정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중 현재 사용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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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의 당위성을 인식시킬 것. 규정 필요성의 설명
- 규칙의 타당성의 인식시킬 것. 규정 신뢰성의 설명
- 규칙을 이해하도록 할 것.
- 규칙이 실질적일 것. 조직보호 보다 개인작업자 보호도를 고려 할 것
- 조직과 팀의 목표와 일맥상통 하도록 할 것.
- 훈련이 끝난 뒤, 반드시 시연할 것
- 규칙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것.

3. 종사자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
오류는 작업자에게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부주의, 지식의
부정확, 부족한 지식, 잘못된 상황의 인식, 망각, 동료와의 문제 등에 의해 발생
한다. 호주에서는 3년간 발생된 100건의 철도사고를 분석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유발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기관사였으며, 대부분 신호무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관사의 신호무시는 기관사의 오류라기보다는 기관사의 작업조건에서 많은 문
제점이 도출되었다.

4. 종사자의 오류저감 방법
조직에 따라 장비의 설계, 교육훈련 체계, 직원선발 절차, 안전문화, 작업조건이
상이 하여 종사자의 오류관리는 특정조직의 특정 조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종
사자의 오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접근법이 사용된다.

1) 설계변경 : 특정 종류 오류의 예방을 위한 설계, 의사 결정전 종사자가 검
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 자동화로 인한 인적오류의 배제는 새로
운 문제점을 유발하거나 사고시 회복을 어렵게 함
2) 훈련 : 보다 적은 실수를 유발하도록 연습을 수행하여 오류 발생시 효과
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에는 추가교육, 규정
개정, 지식의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음
3) 채용 : 적당한 사람이 적당한 직무에 배치되도록 선정하는 방법으로 필요
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여 업무 수행을 담당하게 한다.
4) 안전문화 : 리더십, 팀워크관리 등을 통해 조직에서 개발/발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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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과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책임의식 등
5) 작업조건 : 실수에 따른 결과와 확인, 작업부하, 근무교대, 도덕성, 작업동
기, 스트레스 등 종사자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제거한다.

위에서 언급된 방법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철도의 운영기관별, 조직별, 직무별,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수행도영
향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를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
된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에는 Human Error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Fault Tree(고장 수목), Human Error Assessment and Reduction(인적오류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에 중점을 두어 분석), Murphy diagrams(고장을 명백한 원인에
의해 분석), SHERPA(System Human Error Reduction & Prediction Approach,
구조적 관점에서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가능한 해결책 도출) 등의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5.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
위에서 설명한 내용 중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작업자들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감수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위험 감수시 불확실성이 있
어 위험감수가 반듯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종사자의 선발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도박성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효과적이며, 채용 후에는 목표 지향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
성은 물론 생산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철도산업 종사자의 위험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타산업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다.

1) 나이 : 젊거나 혹은 늙은 경우 위험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음
2) 성별 : 남성은 여성보다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많음
3) 경험 : 경험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은 낮아짐. 그러나 습관적인 위반
에 대한 위험은 증가할 수 있음
4) 보상시스템 : 급여,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과 위험감수 저감에 기여함
5) 자신감 : 위험감수 증가, 자신은 사고에서 예외일 것으로 착각하게 함
6) 제어능력 : 자신의 관리보다 타인의 관리/감독 위험이 높음
7) 가용성 : 쉽게 연상되는 기억이 어려운 기억보다 많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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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향된(anchoring)믿음 : 실제 관련이 없는 최근의 경험에 과도하게 믿음
9) 친밀성 :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큰 위험성이 있음
10) 공정성
11) 이익
12) 사고 가능성 : 빈발하는 사고의 위험성 보다 대형사고에 대한 인지가 낮음
13) 이해정도
14) 원인-결과 관계
15) 상반되는 기피
16) 두려움 : 두려움이 있으면 위험도 증가
17) 신뢰
18) 사고 경력 : 사고 경력자의 위험성이 높음

본 절에서는 사고유발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사고유발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안전관
리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절에 수록하였다.

6. 사고유발 인적요인과 근본원인
본 절에서는 사고유발 인적요인과 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심리학적 측면
에서 접근하였다. 심리학적 접근외에 사고분석, 설문지, 직무분석 등 세부적인 기
법이 있으나, 다양한 요인에 대해 본 과제기간동안에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운영기관별, 노선별, 기관별, 시기별, 연령대별, 경력별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절에 제시된 사고유발 인적요인과 근본원인은 다른 산업
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철도에 적용하기 위해 일반화 한 사항들이다. 그
러나 철도운영기관에서 인적요인 분석을 수행한다면 다양한 인자중 공통인자를
제외하면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일반화한 사항들을 본 절에
제시하였다.

제2절 사고유발 영향인자 및 관리대책
종사자의 오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는 영향인자는 크게 5개 분야 2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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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은 22개 항목은 더욱 세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
류는 철도산업 외에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리 진행된 다른 산업의 분류와
유사하다[4].

1. 설계(Design)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철도사고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물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개선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물리적인 대책의 수립에는 많
은 시간과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인 대책이 완성되기 전
까지는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대책으로 추가적인 문제
가 도출되기도 한다. 예로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상사고 방지를 위한 스크린
도어 설치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가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도시철도 승강장에서의 사상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또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물리적인 개선으로는 추가적
인 안전성의 달성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추가적인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단순한 물리적인 대책 외에 인간요인을 고려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설계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인적
오류 예방을 위한 설계를 위해 철도시스템(차량, 시설, 운영 분야별로 적용 혹은
전체에 적용이 가능)이 요구하는 요건, 사용자의 요건, 설계자의 의도와 실제적인
실행을 고려하여 반영하면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로서 비
상시 사용하는 버튼의 색상, 버튼의 배열 및 위치, 주요 경보장치의 설계, 직무설
계, 작업환경 설계 등이 포함되며, 세부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가. 사용자 중심 설계
장비와 도구 그리고 작업 환경의 설계에 사용자들이 참여한다면 작업자의 효
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설계의 초기 단계에 반영된 경우 향후에 수행되는 설
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완성품의 영향을 받거나 이에
관련된 종사자의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실제적으로 완성품을 이용할 최종사용자가 설계 개발 과정에 참여한다.
- 가능한 모든 범위의 사용자의 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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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완성품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한다.
- 설계 완성품과 관련 있는 광범위한 기술과 경제적인 시스템을 고려한다.
- 사용자 피드백과 재설계는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사용자 요구 분석, 2)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의 적용이 적용
된다. 사용자 중심 설계와 관련된 주요 기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인적요인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기법
기법

목적

배경조사,
설문지,
체크리스트

사용자의 가능성, 특성, 제약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
설문지는 자료수집 보다는 요구사항 확인을 위해 사용, 체크리
스트로 구조화된 인터뷰에 활용 가능하게 작성

조직,업무의
조직 정책을 확실히 알고 설계과제 착수
요구사항 분석
연속적인
조직상의 상황과 환경 등 결과물을 이용하는 일련의 작업에 관
직무면접과
련된 자료 수집
설문지
관찰적 분석 설계 완성품이 사용될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
현행 시스템
사용자의 제안과 문제점 보고를 통해 현재 시스템의 부정적인
사용자의
면에 관련된 자료 수집
문제점 분석
현존 시스템
분석
사용자의
변경
포커스 그룹과
워크샵
역할극,
시뮬레이션
사용자
그룹 모임

개발될 시스템과 유사한 현존 시스템의 구성요인에 관한 자료
수집
변경은 이전 설계의 단점의 원인 파악에 단서를 주고 사용자의
요구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운영자, 감독관, 관리자, 훈련자, 엔지니어 그리고 다양한 책임
자의 원형피드백과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
양자택일의 설계를 평가하고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추
가적인 정보 취득
현존 시스템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자료 수집

유용성 시험 설계된 상품의 유용성의 정도에 관한 정보 수집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은 본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모든 과제와 이를
적용중이다.

- 63 -

나. 장비 설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장비가 좋은 장비이다. 부적합하
게 설계된 장비의 사용은 사용자의 많은 주의를 요구하며, 오류를 유발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인다. 항공 교통, 선박, 군대 그리고 산업 사고의 주요 사건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시성의 확보
- 작업 중에 나온 자료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피드백
- 조작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수립하여 실행
- 제품을 다루기 쉽게 제품의 특성을 제공하여 행동을 유도
-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한사항을 제시
-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빠르게 익히도록 하는 설계 관습
- 장비가 사용될 환경 고려
- 장비가 사용될 업무의 경로
- 사용자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작업 부하량

장비설계시 중요시 고려되는 사항중 하나가 조작의 용이성이며, 조작의 용이성
을 고려하기 위한 사항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양, 구조, 크기, 색, 위치 등을 표시
- 조작방향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성
- 자극/반응 비율
- 조작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표시
- 필요 없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사용자 수행에 관한 인지력 높이기
- 기능에 따라 그리고 중요하거나 빈도수에 따라 장치 요소들의 위치와 정렬

다. 기능할당
인적운용자가 장비를 설계할 때,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기능할당이라고 하며, 사람과 사람간의 기능할당(팀
워크), 기계와 기계간의 기능할당, 사람과 기계간의 기능할당이 있다. 기능할당의
방법에는 다음의 주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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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성 전략 : 사람과 기계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차이를 둔 기능할당
2) 자동화 전략 :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자동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작업부량과 작업자의 상태, 기계에 기능할당으로 추가되는
비용, 기계의 신뢰성, 장치의 능력 등이 있다.
3) 경제성 전략 : 개발과 운영상의 비용, 시스템의 수명, 이동편리성, 생산성,
안전성, 채용과 훈련의 비용, 사용자 요구의 충족, 요구 충족을 고려

라. 작업장 설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작업환경이나 작업장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한 장비와
인간-기계의 인터페이스의 설계만큼 중요하다. 부적절하게 설계된 작업환경은 일
정을 지체시키고 업무수행이나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다.
사람의 뛰어난 적응력은 어떤 업무나 장비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비
용이 든다. 작업장 설계를 통해 작업자의 1) 사고, 부상, 장애의 비용과 빈도 감
소, 2) 조직의 책임감 증가, 3) 조직적 시스템 업무가 가능, 4) 신체적 그리고 정
신적 스트레스 감소, 5) 업무 만족감과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작
업장 설계시 고려되는 사항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 신체 크기
- 위치,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
- 개인적 공간
- 주변 장치들의 모양
- 작업장 내외부의 광량
- 심리적 요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색감
- 소음
- 진동
- 내부 기온, 습도
- 창문 여부
- 편안함과 자기 존중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호감가는 환경
- 타인과의 근접성
- 작업간 이동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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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무 분석
직무분석은 특정한 기법이라기보다 체계적으로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업무 분석을 통해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요구되
는 행동을 알 수 있다. 직무 분석은 특히 조직적 활동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중요하다.

1) 장치, 작업장, 인간과 기계와의 기능할당에 대한 설계
2) 수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훈련
3) 선발 기준과 적합한 채용

직무분석의 기법은 계층적 분석, 인지적 분석, 응용 인지적 분석 등이 있으며,
주요 특징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1) 계층적 직무 분석
Hierarchical Task Analysis(HTA)는 분석하기에 복잡하고 안전이 중요시
되는 직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HTA는 전통적인 형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업무 분석이다. HTA는
세 가지 단계로 수행된다.
- 자료수집 단계 : 관찰, 질문지 기법, 워크샵 기반 기법
- 기술 단계 : 업무의 요구 사항과 목표를 명백히 기술
- 분석 단계 : 직무를 조건으로 하여 재 표현된 직무 기술

2) 인지적 직무 분석
업무 수행과 업무에 대처하는 기술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인지적
과정을 나타내고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설계자는 작업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과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3) 응용 인지적 직무 분석 (ACTA)
직무와 관련된 정신적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면접 기법
을 기반으로 한 측정도구이다. 분석 결과는 보통 시스템 설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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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무 설계
직무설계는 개인 직무에 대한 과제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직무가 적
절하게 구조화되고 성취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설계는 기능할
당과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인적요인 분석을 포함한 직무설계는 조직
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목표가 임명되고 측정되는 방법
- 작업부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직무 교대와 같은 업무 중에 일어나는 행위들의 조직화
-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 필요한 훈련

2.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종사자 개인의 가진 재능을 고려하여 조직이나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육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단순한 관리 활동 보다 지속적인 훈련이 용이하게 한다. 효
율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다음에 수록하였다.

가. 훈련 요구 분석(Training Needs Analysis : TNA)
훈련요구분석을 통해 훈련에 필요한 요구 사항과 모든 조직원이 갖고 있는 영
향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평가, 새로운 장비의 설계나 절차를 수
립 할 수 있다. 훈련 요구분석은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내용을 다음에 기
술하였다.

1) 조작전 업무 분석단계(1단계) : 과제 목록에 대한 기술. 물리적, 기능적,
환경적 요인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조작적 요구에 대한 장치나 작업장의
가정, 난이도, 중요성 그리고 빈도에 따른 훈련 순서를 분석한다.
2) 훈련 간격 분석(2단계) : 추가 훈련 요구사항의 명확화
3) 훈련 선택 분석(3단계) : 훈련 대상의 분석과 현재 조직적 훈련 방책의 요
인을 통해 나온 광범위한 가능한 대안으로부터 훈련법 제시. 훈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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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나온 훈련 요구사항에 맞는 미디어 선택에 대한 대안제시. 훈련
효과 분석 : 유사한 미디어 시스템의 비교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각 대안의 상대적인 훈련 효과 평가. 비용-이익 분석. 비용-효과
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택

나. 비용 효율적 훈련(Cost-effective Training)
대부분의 훈련은 특정한 업무와 일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한 것이며, 훈련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은 다소 다르다. 훈련은 특정한 맥락
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 개인적인 차이를 없애는
것으로 훈련은 이루어지고 교육은 개인적인 재능을 확인하고 개발하려는 것이다.
효과적인 훈련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Doing : 기술과 지식의 개발을 시연하기 위해
- Failing : 피드백을 통한 학습과 진행의 통찰
- Reasoning : 실패의 원인 생성
- Trying again : 실패의 의미를 진보시키고 재평가
- Well- told stories : 일상의 지식과 새로 습득한 지식과의 연결
- Just-in-time instruction : 감퇴하는 지식과 기술을 새로 습득한 지식과 기
술로 보호
- Selective Fidelity : 현실과 부합되며 과도하지 않은 학습
- Access to resources : 후에 이익이 될 증명, 설명, 추가적인 세부 항목
- Emotional predisposition : 학습 과정에 동기 부여와 격려
- Sympathetic context : 외적요인과 학습을 위한 미디어 조성

다. 감독과 평가
철도 산업의 종사자에게 연속적인 개발로서 감독과 평가는 중대한 역할을 한
다. 감독을 통해 1) 업무량과 시간의 관리, 2) 전문적, 조직적, 법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성 평가, 3) 확실한 기록과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직원 능력 개
발, 업무에 대한 지원을 통해 1) 업무 관습을 반영한 직원 안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제공, 2) 두려움, 분노, 슬픔, 무기력함과 같은 감정적 요인의 관리, 3) 물리
적인 요인, 4) 스트레스 관련 요인의 파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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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평가는 역량평가와 수행평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역량평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직원 확립에 관
련된 관리 규칙이다. 작업 현장에서 직접 관찰을 하고 미래의 수행 증진
을 위해 수행
- 물리적 기술 역량 평가
- 업무 절차의 수행능력 평가
- 정신적 역량 평가 (예 : 신호 제어 정보의 이해력)
- 과제 완성도 평가 (예 : 실패 진단)
- 개인성격 심리측정 (예 : 대인관계, 팀관리, 안전행위)
2) 수행평가 : 수행평가의 목적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잠재력을 개발하
기 위한 것이다. 개발에 필요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관찰 기록을 이
용한 면접과 논의를 통해 수행
- 직무기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직무기대와 부합하는 수행평가와 절차평가
- 업무에 적합한 수행 평가와 문서화
- 완성된 평가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 논의

3. 직원의 선발과 유지(Staffing)
직원의 채용과 유지는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에도 경영 및 산업공학 등 많
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는 분야이다. 본 절에서는 철도 안전업무종사
자 관점에서의 선발과 채용, 유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선발(Selection)
선발의 목적은 1)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와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확인, 2)
고용 초기에 조직 문화와 절차를 알기 위한 적응훈련 수행, 3)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선발 방법의 결정, 4) 가능한 많은 지원자
모집, 5) 업무 지원자에게 선발 방법 적용 후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수행도
가 좋은 지원자 선발, 6) 선발된 지원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무에 대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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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부 확인, 7) 비용편익 평가에 의한 선발 방법의 효과성 평가 등이 있다. 효
과적인 선발을 위해서는 면접, 실무시험, 심리측정, 평가센터의 활용이 있다. 최
적의 선발을 위해 선발 과정에서 평가센터, 지능관련 심리측정, 실무평가, 구조적
역량분석, 지원자의 경력, 전기검사, 전통적 구조적 선발 면접, 심리 성격검사와
같은 방법 중에서 실제 직무에서 수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
정하고 있다.

나. 채용
채용은 신규직원의 채용은 물론 내부에서 직원이 이동에 따른 새로운 안전업
무의 부여도 포함된다. 내부 지원자의 경우 조직에서 이미 서로 잘 아는 사람으
로, 승진의 준비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부에서 지원자를 발탁하는 것은 진
급의 기회로 직원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다. 또는 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잠
재적인 지원자나 이전의 채용에 응시하였던 지원자를 활용 할 수 있다. 조직 내
에서 지원자를 찾도록 하는 것으로 그 직위를 채울 사람을 찾는 것의 어려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또는 일정 직무에 대해 외부의 인력을 활
용할 수 있다.

다. 직원의 유지
직원이 조직에서 나가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
운 직원의 조직 적응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이직은 조직적인 갱신으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직원의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1) 의견 청취 :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직원의 말에 경청하는 것은 가
장 비용효과가 높은 방법이다. 감독과 평가 과정에서 경청을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신뢰와 가치를 느끼게 된다.
2) 훈련 : 감독과 평가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그들의 결
과 점수를 알려주는 것은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된다.
3) 보상 : 금전적인 보상은 직원이 더 헌신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달의 직원’과 같은 조직상의 문화를 만들어 월급의 10%의 보너스를 지
급한다. 또,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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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쉬는 시간, 업무 공유, 근무시간 자유 선택과 같은 보상도 좋은 성과
를 가져올 수 있다.
4) 차별적인 보상 : 업무 수행도가 저조한 직원에게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원을 높은 성취자로 끌어 올릴 수 있고 더 높은 생산성을 가
져올 수 있다.

4. 문화 (Culture)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끔 실수를 하고 규칙을 위반한다. 그리고 자
신이 안전이 중대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공유하고 있는 목표, 가치, 신념,
기대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조직적 문화에 포함이 된다.

문화란 일반적으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한 조직의 구성원
으로서의 인간 또한 그들 조직 각각의 환경이나 직무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모든 조직원들에 의해 안전의 모든 양상에 대한 가치와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을 구성해 놓은 것을 안전문화라고 한다. 실제적인 안전 문화는
모든 영역의 안전 문제에 관한 인식, 평가,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조
직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과제와 관련된 자문수행중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안전문화의 범위는 광범위해서 리더십, 안전관리자, 팀워크, 의사
소통,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된 바 없으며, 일부 선진국에서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중이다. 또한 안
전문화는 조직에 따라 국가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내 특
정 직무의 경우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간의 암시적인 규정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아 외부에서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안전관리
자에 국한하여 기술하였다.

관리자는 안전과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수립, 업무할당, 조
정, 통합 그리고 모니터링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아래 관리 그림과 같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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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의 영향을 받으며 많은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0 안전문화의 관리절차[4]

안전관리자의 요건은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는다.

1) 자기관리와 자기개발
2)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직적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
3)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
4)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형성
5) 법적, 규정, 윤리적, 사회적 요건 준수
6) 조직 문화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 제시
7) 팀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변혁을 시도
8) 구성원들의 관계개선에 적절한 배치와 모니터 과정을 제공
9) 예산관리 및 작업자의 위험도를 낮추도록 관리
10) 사업에 관한 총괄, 성장 및 고객의 입장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성장

이외에 팀워크, 의사소통, 변화관리 분야의 접근이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진
행되지 않았거나 증명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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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조건 및 환경
가. 의욕과 동기
의욕은 마음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조직을 움직일 수 있고 금전적 보
상 없이도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동기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개인으
로부터 요구되는 노력으로 업무에 쏟는 노력과 에너지의 양으로 동기의 수위가
결정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 직원의 말에 경청하고 많은 대화 시간을 갖는다.
-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은 명확히 한다.
- 물리적, 조직적 작업조건을 가능한 만족스럽게 조성한다.
- 업무에 대해 피드백과 규칙을 주어 업무의 방향을 잡아준다.
- 업무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암묵적인 심리적 계약을 이행한다.
- 공정하게 보상을 한다.
-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지역, 조직,
산업까지 업무와 관련된 전체상의 진행을 보여준다.
- 관리자로서의 자신의 태도, 행동, 품행에 관하여 자신의 직원들에게 알린다.
자신이 자신감 있고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라면 이것으로 인해 직원들은 동기
화 될 것이다.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과도한 압박감에 대한 반응으로 질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심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으로는 두통, 피로, 우울증, 무
기력증, 체중 감소, 기억력 감퇴, 불면증, 집중력 감퇴로 연결되어 인적오류를 유
발할 수 있다.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경우 작업량 증가, 인원 감축, 조직 변화,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철도산업에서 느끼는 스트레
스는 목적지까지 도달해야하는 압박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승객으로 인해 느끼
는 위협감, 선로무단 침입자, 자살과 같은 위험에서 증가한다. 일반적인 작업자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소음, 부적절한 온도, 적합하지 않게 설계장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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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노출, 업무나 업무설계에 있어서 감소한 통제력,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야
근, 차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과 같은 원인이 있다. 영국의 보건안전국에서
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음의 6가지 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 요구 : 작업부하, 업무 패턴,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
- 통제 : 업무 도중에 감독자의 관여
- 지원 : 격려, 후원, 자원의 제공과 같은 작업자 지원
- 관계 : 갈등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작업장 조성
- 역할 : 조직 내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명확화
- 변화 : 조직적 변화 관리 방법과 변화에 대한 소통 방법

스트레스는 업무 관련 외에도 배우자의 죽음, 이혼, 별거, 부상, 질병, 결혼, 퇴
직, 재혼과 같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
스 감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 자신 돕기 : 스트레스는 자신의 능력과 요구되는 업무량이 맞지 않
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재평가하여 업무량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관리자와의 협상을 통해
업무에 대한 부하량을 줄이도록 한다.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부족
한 경우에도 스트레스는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
하도록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2) 타인 돕기 :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원의 행복에 대한 책임도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조직원을 알아보고 도와야 한다. 도움의 방
식은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 유발 예방 방법을 찾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다.
3) 조직원 돕기 :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위험 평가를 위한 5단
계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① 위험을 인식한다.
② 누가, 어떻게 위험한지 결정한다.
③ 위험 평가하고 조치를 취한다.
④ 결과를 기록한다.
⑤ 모니터와 재검토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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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부하
작업부하는 특정한 자세 또는 도구 사용과 같은 근로 매뉴얼에 따라 일해야
하거나 작업환경과 같은 물리적인 노력과 정보를 따르고 시간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정신적 노력을 의미한다. 설계자와 관리자는 작업부하를 중대한 인적요인
으로 고려한다. 작업량이 너무 적다면 부주의하고 태만하게 되고 작업량이 너무
많다면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업무 수행도가 떨어지게 된다. 세부적인 대
책은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중이다.

라. 교대 근무
국내는 물론 국외의 철도 산업에서는 교대근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철도운
행 시간이 긴 국가의 경우 교대근무가 기관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교대근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정상적인 근무라
도 화물열차의 지연운행, 혹은 철도사고 발생으로 인한 여객열차의 지연 운행시
추가적인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부적합한 교대 근무 패턴은 종사자가 관여하는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대근무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교대근무는 ①피로감, ②건강상의 문제, ③스트레스, ④불규칙한 생활과 대
화 부족으로 인한 가족문제, ⑤불안, 과민성, 우울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
다. 해결방안으로는 종사자의 피로도를 고려한 교대근무 기간, 교대간의 시간 길
이, 업무 중 휴식, 교대근무 횟수의 설정이 많이 사용된다.

6. 사고유발 영향인자의 관리대책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영향인자를

정량적

평가시에는

수행도형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s)로 분류할 수 있다. 인적오류분석의 가장 기본적
연구는 분석하고자 하는 인적오류에 가장 적절하고 영향을 주는 인자를 규명하
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는 다음과 같다.

수행도형성인자의 대분류 항목으로는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 특성
요인,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특성요인, 운전실 및 관제실 환경요인의 세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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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이 포함된다.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 특성요인은 직무를 수행
하는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특성과 관련
된 요인들을 말하고,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특성요인은 수행되는 업무에서 사용
하는 장비의 특성 및 업무에 관련된 특성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운전실 및 관제
실 환경요인은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장의 화학적,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
을 말한다.

수행도형성인자의 중분류 항목으로는 대분류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한 것으로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 특성요인에는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
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고,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특성요인
에는 장비특성과 업무특성이 포함된다. 그리고 운전실 및 관제실 환경요인에는
물리적 환경요인과 화학적 환경요인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의 특성과 관리대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설계, 교육훈련, 직원의 선발과
채용, 안전문화, 작업조건 및 환경으로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각의 분야의
주요 영향인자 중 일부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예로, 규정의 경우 설계에 대한
규정, 직원의 선발 및 교육, 작업조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 분석한 다양한 영향인자 및 관리대책은 본 연구의 결과물인 인적요인 관
리요건에 반영하였으며, 영향인자의 일부 내용은 인적요인 관리요건의 검토항목
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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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업무종사자 인적요인 관리대책
분석
제1절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인적요인 관리 현황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나,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와 많은 기초자료가 요구되어 국내에서는
철도안전법[34]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훈련, 자격제도, 적성평가 등 일
부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
립하여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의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현황과 철도운영기관의 인적요인 관리현황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1. 국내의 철도종사자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현황
국내에서는 철도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철도
안전종합계획[1]을 수립하여 정부, 철도운영기관, 연구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사자의 인적요인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가. 기관사 면허제도 시행 및 운영
철도안전법에 따라 기관사 운전면허 제도 시행과 이를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
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교육교재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전문기관), 교관요원, 시험장비(시뮬레이터 및 시험용 차량)의
구축이 진행 중이다.

나. 기관사 승무전 승무적합성 검사
철도차량 운행전 기관사의 신체상태(피로정도, 음주․약물․질병 여부)를 확인
하여 부적격시 열차 승무를 제한함. 또한 운행구간의 특이사항을 전달하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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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다. 기관사 운전습성 향상프로그램 운영
열차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관사 개인별 운전습성을 파
악하고 있다. 운전습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경험이 많은 기관사가 함께 동승하여
운전습성을 교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기관사, 전입기관사, 사고유발 기관사에 대
해서도 진행 중이다.

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프로그램 운영확대, 철도안전연구회 운영, 철도안전연구 성과발표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종사자의 철도안전에 대한 이해 증진. 안전업무종사자에 대
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하
여 자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마. 교육훈련 시행 및 체계 개선
종사자의 교육훈련결과의 평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한 활동이 연구 중이다. 교육의 주기, 방법, 대상, 내용이 운영기관이나 종
사자의 직무특성에 따라 상이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체계 개선노력이 진행
중이다.

바. 종사자의 인센티브 제공
무재해운동, 무사고 및 우수자에 대한 표창, 모범사례 전파, 아이디어 제안 등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보상 시행중이다.

사. 작업장 환경개선
작업장의 안전진단, 개인 보호장비 확충, 철도운행선공사 안전대책 강화, 작업
자 통신장비 지급이 수행되고 있으며, 지하역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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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아. 위기관리 능력향상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적용, 기관사 시뮬레이터 운영, 사고조사 전문성 강
화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종사자의 위기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사. 종사지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적요인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교육훈련체계, 적성평가, 신체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이 진행 중이다. 종사자의 인적요인 연구는 선진
국에서도 최근에 시작되는 연구분야이다.

2. 철도운영기관의 인적요인 관리현황
국내 철도안전예산의 94% 이상의 비용이 철도시설(53%)․차량(41%)관련 분야
에 투입 중에 있으며, 종사자의 안전관리, 교육, 자격제도 운영에는 1.6%인 470억
원 정도가 투입 중에 있다. 470억의 예산중 400억은 종사자의 안전보호장비, 작
업환경 개선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교육, 자질향상, 인적요인 연구, 자격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철도안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 현재의 철도안전관리가 시설 및 차량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수준의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도시설․차량등 H/W분야에 대
한 투자는 물론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S/W 분
야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 기관사 승무전 승무적합성 검사
모든 기관사에 대해 철도차량 운행전 신체적․정신적 이상 상태여부 확인을
위한 승무적합성 검사의 수행. 음주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장비 확보 및 판단기
준 마련. 기관에 따라 바이오리듬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 측정을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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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활용. 지적확인 및 운전정보 교환, 이례상황 보고, 작업시간 관리를 통한 기
관사의 피로도 최소화 노력이 수행중이다.

나. 기관사 운전습성 향상프로그램 운영
지도 분담교육, 운행기록장치의 정보 분석, 승무지도, 운전업무수행능력 평가,
외부강사 초빙교육 등 기관사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신규채용기관사, 전입기관사, 사고경력자에 대한 기량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 교육훈련 수행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직무교육과 안전관리 전문교육 수행. 산업안전․철도안
전․소방안전관련 교육수행.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터, 교육장비, 교육장 건립 등
수행. 현장안전활동 지도, 신규로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승강장 스크린도어, 역사
내 열차비상정지 버튼 등). 자체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외부전문가
초청 및 위탁교육 수행. 철도사고조사, 안전관리, 위험도평가 등 철도안전성 향상
을 위한 전문교육이 수행중이다.

라. 종사자의 인센티브 제공
무재해 목표 및 무사고 달성자에 대한 포상, 준사고보고제도의 운영, 모범사례
전파 등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시행중이다.

마. 작업장 환경개선
자체적으로 안전심사 수행, 안전진단의 주기적 수행을 통한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열차운행선 인근 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작업계획 수립 의무화, 열차
감시자, 열차운행속도 제한, 개인 안전장비, 열차접근경보기 제공 등), 철도운행선
인근에서 수행중인 공사관리(상하수도, 전력, 도로건설, 역사 건설 등). 산업재해
예방 워크숍,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터널․교량 작업시 작업자 안전설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 80 -

바. 위기관리 능력향상
사고대응 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 사고복구 모의훈련, 테러대응 훈련 수행, 대
응장비확보(예비관제 시스템 구축, 사고복구 중장비․인력 운영 등)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유지.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사고시 승객의
대피 요령 등에 대한 홍보가 진행 중이다.

3. 국내 철도산업의 인적요인 관리의 문제점
국내에서는 안전대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에는 인적요인 관리보다는 시설이나
차량의 개량과 같은 물리적인 대책 위주로 수행하여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경험,
자료 및 전문가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적요인 관리 대책수립, 대
책의 효과 분석 등 체계적인 접근이 수행되지 못했다. 현재 안전업무종사자의 인
적요인 관리는 종사자의 채용과 교육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대책이 수립된 안전업무종사자의 교육분야에 있어 교육 대상자 선
정, 교육의 시기(주기), 교육의 내용, 교육의 효과 및 평가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
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훈련의 효과는 1) 신규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과 이에
따른 상황인식 능력의 향상, 2) 기존 작업자에 대한 새로운 열차/장비/시스템변
경 사항의 전환교육, 3) 기관사의 비상대응 상황에 대한 체험, 4) 노선의 교육,
정보취득, 실무 수습 기준의 설정, 5) 안전관련 의사소통(통신) 기법의 취득, 6)
철도차량 고장의 회복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들
의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업무종사자의 채용분야에 있어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등이 수행되고 있으
나 이들 검사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격 분야에 있어 기관사에 대해서 면허제도가 운영 중이나 신호취급자, 유지보
수작업자, 열차감시자 등 안전업무에 관여하는 많은 직무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
된 기준이 없어 작업자에 대한 자격의 기준이 운영기관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작업환경 혹은 작업조건 분야에 있어서는 1) 작업자의 스트레스, 2) 작업자의
직무부하, 3) 작업동기, 4) 근무교대시간, 5) 피로정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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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나 현재 작업자의 직무부하와 근무교대 분야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설계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도차량이나 시설의 제
작자가 반영하는 수준으로 인간공학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가의 검토의
견 외에 MMI(Man-Machine Interface) 등 오류를 저감하기 위한 설계, 시뮬레이
터 및 행위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문화분야에 있어서는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이
며, 작업장의 무재해 운동, 준사고보고제도 운영, 종사자의 안전의식 개선 등을
위해 수행중인 대책의 효과에 대한 검토는 아직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
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대책의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제2절 국내외 인적요인 관리체계 현황
현재 종사자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철도안전법에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철도안
전법[35]에 반영되어 있다. 철도안전법 제3장에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
요 사항이 있으며, 철도운영기관 자체적인 관리를 위해 철도안전시행계획 수립,
철도안전관리규정 작성, 철도 종합안전심사 등이 수행중이다. 종사자의 안전관리
분야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면허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의 세부사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의 안전관리체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체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연구와 운영기
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방법, 시기, 교재, 대상자 선정, 효과 측정,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적
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
렴, 교육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조직의 인력운용에 대한 여건, 장비, 예산 등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확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자
료의 분석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도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들 자료의 수집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120년간의 철도운영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나 인적요인
분석에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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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우주분야의 자료를 준용하여 사용 중이다. 본 절에서는 인적오류의 분
석 및 관리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적오류 관리란 오류분석을 통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종사자 오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저감시키는 활동이다. 인적오류 관리
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직무와 심각한 피해
를 유발할 수 있는 오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오류분석에는 과거에 발생한 사고의
분석과 같은 회고적 오류분석과 예비위험분석, 브레인스토밍 등 전절에서 설명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예견적 오류분석이 있다. 세부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5장
의 인적오류 원인-결과 모델에 제시되어 있다.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제도화 요
건의 도출 절차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인적오류관리체계 도출
을 위해 사용한 절차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통으로 수행하였다.

1. 인적오류 관리 제도화 요건(안) 도출 절차[18,19]
인적오류 관리는 시스템의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운용 단계에서의
운전경험 자료 수집 및 분석, 예견적 오류분석 및 대응 방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전 주기에 걸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철도운영기관
의 경험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서, 운영경험 자료는 효과적인 인적오류 관리의 기
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적오류와 관련된 사고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기
술적 근거가 될 만한 자료의 축적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하다. 따라서 철도 시
스템의 초기 운영 단계에서부터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제를 갖
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관리의 제도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
급한 것은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인적오류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철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사건에 개입된 인적
오류를 체계적으로 보고․분석하여 DB화 한다. 둘째, 이렇게 분석되고 DB화된
인적오류의 유형과 발생원인 및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인요인을 제
거하거나 관리하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여 현장에 전파한다. 셋째, 현장
에 전파된 인적오류 저감 및 관리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효과가 나타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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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적오류 관리 체제를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
과 일관된 노력이 요구되며, 조직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적오류의 보
고 및 분석 체계를 개발하여 상당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야 효과적
이고 실질적인 인적오류 관리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국내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관리 제도화 요건은 우선적으로 인적오류를
보고․분석하고 DB화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도화 요
건에는 인적오류 보고 및 분석의 대상과 분석 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수 요
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적오류 관리 제도화 요건 도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철도 사고에 대한 인적오류 유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떤
작업자의 어떤 직무에서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철도 안전직무종사자의 직무 특성을 파악하고, 직무의 난이도분석을 통
하여 분석 대상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셋째, 국외 철도산업이나 타 산업의 인적오류 관리 체계를 검토하여 철도 환경
으로의 접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오류 관리의 제도화 요건을 제시
한다.

2. 선진국의 철도안전계획에 나타난 인적오류 관리대책 분석
인적오류에 대한 연구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의 연구결과는 철도안전법, 자격 및 적성검사와 같은 제도, 회사의 규정 및 기준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연구가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져 현행 제도에 반영된 국가보다는 반영되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 대책을 보강하거나 향후 보강할 계획을 가지
고 있으며, 이들 보강 대책은 국가별 중장기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선진국의 안전 계획 중 인적오류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하여 국
내의 인적오류관리를 위한 제도화 요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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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연합 국가의 인적요인 공통관리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분야가 교통과 에너지 분야로 국
가 간 이동이 발생하는 철도에 대해서 공통적인 안전계획을 위주로 작성되어 있
다. 통합유럽의 공통안전정책은 “White Paper: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8]에 기술되어 있다. 현재 국가 간의 철도를 이용한 여객
수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간을 운영하는 열차의 안전 확보와 상호운영과 같
은 공통의 철도안전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과 기술개발 및 공통기준에 대한 제안
권한을 갖는 유럽철도국(European Rail Agency, ERA)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다. 유럽철도국에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나누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
며, 국가 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분야에 대한 안전대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합유럽의 철도교통 안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적요인 관련 내용
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o 주요업무에 대한 자격제도 수행
o 주요업무에 대한 적성검사 수행
o 안전업무종사자의 피로도 관리
o 안전업무종사자의 문제 발견시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관리
o 종사자의 피로예방을 위한 직무설계 및 관리
o 운행환경 변화에 대한 과도상태관리

나. 영국의 인적요인 관리대책 분석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안전지침인 “Yellow Book”[29]은
물론 안전관리계획 및 활동에 대한 심사기준, 작성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
여 공개, 홍보 및 교육하고 있다. 영국 RSSB(Rail Safety & Standard Board, 영
국철도안전표준 위원회)에서는 위험도평가를 수행하여 안전 대책을 정량화하여
이를 목표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안전 목표는 2년 단위의 중기목표와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5개의 주요 안전관리영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 중점관리영역은 ① 안전관리 전략, ② 중대사고 관리, ③ 여객안전
및 보안, ④ 공중 및 일반대중 안전, ⑤ 작업자 안전이며, 이중 여객과 공중에 관
련된 부분을 제외한 3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인적요인 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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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험도 관리를 위한 전략적 대책
- 안전을 저해하는 의사결정, 조건 및 행위 불허
- 최고경영자/고위간부의 안전감사활동 수행(효과적인 감사방법 개발)
- 리더십 교육훈련 모듈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훈련 방법 개발/시행
- 준사고보고시스템에 의한 안전정보관리
- 안전정보시스템(SMIS)의 적극적인 활용
- 조직내 안전문화 확산
o 치명적 위험도(Catastrophic Risk) 중점관리
- 철도의 운영에 있어서 인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관리 개선
- 근무순번 설정에 안전을 고려하도록 피로지수 채택
- 새로운 규정집 작성
- 신호위반건수 감소를 위한 노력
- 각 회사별로 자체 위험도평가를 반영한 신호위반 감소계획 작성
- 안전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신호위반 사고 조사 절차에 대한 검토
- 신호위반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조사
- 인적요소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 적격한 업체가 적정한 공정과 절차로 기준을 준수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도
록 관리/감시
o 작업안전 및 건강(Workforce Health and Safety)
- 모든 작업관련 사건․사고는 안전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고
- 타산업과의 비교를 위한 작업안전지표 측정
- 선로접근 경로, 표지판 개량, 직원의 안전 우선 고려
- 건강․안전관리원칙을 철도작업과 관련된 도로 교통사고에도 적용
- 업무 중 폭력행위에 대한 회사차원의 정책 수립, 홍보
- 철도안전관리규정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장 건강계획 수립
- 직원 스트레스 영향도 조사 분석
- 과로 가능성 감소를 위한 자원 배치
- 리스크 기반 의료기준 작성
- 신호위반사고 및 장애 감소목표 수립
- 역사 내 디젤 배기가스 배출량 최소화 공동노력
- 열차 운전실 내 진동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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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인적요인 관리대책 분석
일본은 2005년 효고현을 운행하던 후쿠치야마선 열차탈선사고(107명 사망)를
계기로 철도에 대한 안전규제와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강화되었다. 철도사고의 신
속한 수행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조사 전담직원의 능력향상 및 조사장비
의 보강을 추지한고 있다. 또한 사고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비하려 추
진 중이다. 일본은 재해 및 범죄 등 다른 사회적 위험요소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
험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6∼2010)의 기본이념을 “교
통사고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14]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① 운전보안설비
(ATS 설치 및 기타)의 정비, ② 철도의 지진대책 강화, ③ 승무원 및 보안요원
교육의 충실 및 자질향상, ④ 철도사업자에 대한 보안감사 강화, ⑤ 건널목 교통
안전대책(2005년 기준 일본 철도운전사고의 50% 차지, 연간 45건 발생, 306명 사
상자 발생)의 5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1∼
2005)[37]과 비교하면 “인적오류 예방대책 강화”와 “안전 규제의 강화”가 추가되
었다. 위에 언급된 5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책중 인적요인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o 안전업무종사자 및 보안요원의 교육 강화 및 자질향상
- 적성검사의 정기적인 수행
- 적성검사내용의 과학적으로 수행을 통한 사고예방
- 기관사의 면허제도 도입 및 수행
- 대형사고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
- 기관사의 자질향상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수행
- 운행선 공사 수행자, 유지보수 작업자,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수행
o 철도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기관사 관리 및 교육상황, 사고 및 장애현황에 대한 감사 및 지도 실시
- 철도사업자의 감시 및 지도사항에 대한 사후활동 강화
- 정기적인 철도안전관리회의 개최를 통한 사고정보 교환
- 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보고 내용의 강화
- 철도사고 및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의 신속히 수행
- 사고조사전담직원의 능력향상, 조사장비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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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조사 인력증강 및 조사체계의 정비
- 철도차량검사 및 유지보수 활동의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의 활용, 검사정밀
도 향상, 신기술 도입 추진, 유지보수자 교육 강화, 고장정보의 체계적 활
용을 통한 차량고장 예방
o 인적오류사고 방지 기술 개발
-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철도종합연구소(RTRI)의 사고 및 지진피해 경감관련 연구내용의 확대
-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반영

라. 미국의 인적요인 관리대책 분석
미국의 철도안전계획은 연방철도국인 FRA(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에
서 담당하고 있다. 2005년 발표된 미국의 안전계획 및 대책은 도로교통과 연계되
는 건널목, 고가교에서의 선로로 열차추락, 작업자의 인적오류 예방, 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발표된 미국 FRA의 안전계획[6]에는 인적요인
의 과학적 관리 내용이 최초로 포함되어 있다. 크게 철도 사고의 조사 및 분석과
정에서 인적요인이 사고의 주요인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인규명작업과 작업자, 기관사의 피로도와 사고에 대한 관계 규명 및 관련
연구수행으로 나누어 대책이 수립되었다.

3. 국내의 철도분야 기존 안전계획에 나타난 인적오류 관리대책
분석
철도의 안전과 관련된 국내의 중장기 철도안전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36]”, 교통안전법 제14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5] 및 2006년부터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수
행되는 “철도안전종합계획(2006∼2010)”[1] 3가지가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변경하여 수립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계획과 철도안전종합계획에
인적요인 관리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각각의 계획이 별도로 구성되었으
나 2007년부터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되었다.
다만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내용은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
함되어 있어 이를 다음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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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일반철도에 대한 안전대책”과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2007년부터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적용 중으로 본 계획은 간략히 기술하였다.
o 철도안전업무 핵심종사자 관리강화
o 철도 교통안전의식 고취
o 무재해 운동 적극 추진-무재해 운동을 생활화, 실천상태 확인․지도
o 고속철도 운영대비 해외훈련 시행
o 공중 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계몽 강화
o 철도사고 대응․복구능력 강화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대책은 위에 언급된 일반철도 안전대책과 유사하나 다음
과 같이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o 비상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훈련
o 기관사 자격제 도입 및 운전사령 자격기준 강화
o 선로 이용 인명 구조차량 비치
o 운전실내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o 사령실 통합 운영
o 기관사 1인 승무기준 설정
o 시뮬레이션 교육장비 개선
o 직원용 응급장비 비치
o 지하철 기동 검수반 운용방법 개선
o 대국민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o CCTV와 화재수신반 연계 운용

이러한 안전대책보다 강화된 인적요인 관리대책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이들
내용은 4장 1절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4. 국내외 인적요인 관리체계 현황
인적요인관리는 철도안전법과 철도사고조사 및 보고체계에 일부 반영되어 있
다. 국외의 경우에도 철도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최근 위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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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안전관리 및 유럽연합 출범에 따라 인적요인관리 역시 많은 연구와 토의
가 진행 중인 분야이다. 주로 토의 되는 사항은 사고조사, 기관사의 자격, 차량의
설계, 신호시스템의 설계, 의사소통 방식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인적요인에 큰 영
향을 주는 인자로 국가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인적
요인관리체계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 사고조사관련 기관 및 기법에 대한 규정이
작성 중에 있으며, 사고 및 장애자료는 물론 종사자의 실수를 관리하기 위한 준
사고 보고제도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SAMNET(SAfety
Management and interoperability thematic NETwork in railway system)[41],
SAMRAL(SAfety Management in RAILways)[42]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연
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인적요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항공이나 도로교통 분야 등 다른 분야
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을 인용하거나, 해당 연구를 수행했던 전문가의 연구에 참
여시켜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철도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수행하여 안전
성을 높이려 노력중이다.

인적요인 관리체계는 조직, 문화,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여 별도
의 기준을 가지고 규정이나 기준에 반영되기 보다는 사고조사 및 보고, 기관사
및 안전업무종사자의 자격제도, 신호 및 차량 등의 기술기준, 운영에 대한 기준,
안전관리규정 등에 나누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많은 인적요인 관리대
책과 사고예방의 정량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직이나 시점에 따라 인적
요인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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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적오류 원인-결과 모델의 구성
제1절 인적오류로 인한 열차사고 시나리오 구성사례

인적오류로 인한 열차사고는 열차충돌․탈선․화재사고 사례에 모두 나타나고 있
다. 이중 충돌이나 탈선의 경우 기관사의 신호위반, 잘못된 신호의 인식, 신호를 인
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신호오진(SPAD) 과 같이 많이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일본의 효고현 열차사고와 같이 기관사의 단순한 과속과
열차내 안전설비의 문제가 중복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열차화재사고의 경우
화재의 발생은 물론 화재발생 이후 대응, 응급지원까지 많은 인적요인이 개입하게
된다. 본 보고서의 초기에 제시된 인적오류 유형분석의 계획오류, 작업오류, 수행오
류, 통신오류 등이 모두 개입되는 사고이다. 본 절에서는 열차화재사고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고에 개입되는 인적요인의 식별과 이들의 고려방안을 본 절에서 기술하
였다.

종사자의 인적요인이 단독으로 사고에 기여하기 보다는 다른 시설․차량 고장 및
다른 종사자의 인적요인들과 복합되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
적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보다는 시설․차량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경우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적용중인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사
용 중인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설․차량의 안전대책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확률측면에서 인적요인에 대한 대책 수립을 고려하지 않
으면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절에서 이러한 사
항을 철도화재사고 시나리오 및 위험도 평가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철도화재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에 기여하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은 본 과
제의 참여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철도사고 위험도분석 및 체계구축”[30] 과제
의 보고서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의 주요 내용 중 인적요
인이 철도사고에 기여하는 부분과 안전대책과의 연관성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고에 기여하는 주요인자간의 연관성을 고장수목(Fault Tree)으로 구성하
여, 각각의 고장이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나무의 가지(Tree)형태로 세
분화 하여, 기계적인 고장이나 신뢰성 분석결과와 같은 세부적인 자료로부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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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확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예로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사고 피
해를 위해서는 1) 화재발생, 2) 기관사나 승객의 화재감지, 3) 기관사의 대응, 4) 철
도차량의 탈출, 5) 터널 및 역사의 탈출 과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1)～5)의
절차에는 2)기관사나 승객의 화재감지, 3) 기관사의 대응 이외에는 종사자의 인적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에 나
타난 Fault Tree에서와 같이 각 단계별로 인적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수록된 Fault Tree는 “철도사고 위험도분석 및 체계구축”[31] 과제에
서 수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 차량화재로 인한 지하구간 화재사고 시나리오
에 대한 Fault Tree와 Event Tree를 나타내었다.

그림 11 차량화재시 화재감지 실패에 대한 Fault Tree 구성 사례[31]

화재감지 실패에 대한 Fault Tree에서는 화재감지기 고장과 같은 물리적인 고장
(그림에서 GH21-S5)이 있으나, 기관사의 화재경보 무시(그림에서 H26-S5)나 화재
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그림에서 H25-S5), 화재 영역에 승객이나 직원이 없어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그림에서 H24-S5)와 같이 다양한 세부적인 요인이
포함된다. Fault Tree를 분석하면 화재감지실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
고장(그림에서 GH21-S5)과 기관사/승객의 화재감지 실패(그림에서 GH22-S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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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중 한 가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재감지가
가능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과거에는 화재감지기 설치
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의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승객안내실
패, 사령통신실패, 등의 확률이 통신장비 고장확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측면에서 인적요인관련 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12 기관사 대응 Fault Tree[31]

그림 13 차량탈출 Fault Tree[31]

열차 화재사고는 물론 충돌․탈선․건널목․사상사고에 대한 다양한 Fault Tree
가 철도사고 위험도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에 세부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 절에서
는 종사자 인적요인이 철도사고에 기여하는 연관성과 각각 인적요인이 사고에 기
여하는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Fault Tree나
Event Tree에 등 System Safety에 근거한 안전기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인적요
인관리대책과 인적요인 대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Fault Tree 등의 정량적 기법을 활용하면 안전대책의 수립시 안전의 효과를 정량
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양한 기법중 Fault Tree 기법에서는 구성된 Fault Tree
로부터 도출된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 Set, 고장을 유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장요소의 집합) 구성을 분석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책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을 구분할 수 있다. 예로서 그림 11에 나타난 화재감지실패에
대한 Fault Tree에는 ① 화재감지실패, ② 화재경보 실패, ③ 화재발생 통보 실패,
④ 화재신호 미확인, ⑤화재경보 무시, ⑥ 화재영역 승객/직원 없음의 6가지 고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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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다. Fault Tree 구성을 보면 최상단의 화재감지실패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 고장(GH21-S5) 사건과 기관사/승객의 화재감지실패(GH22-S5)가 동시
에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감지실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 고장과
관련된 ① 화재감지실패, ② 화재경보 실패 중 1개의 사건과, 기관사/승객의 화재감
지 실패와 관련된 ③ 화재발생 통보 실패, ④ 화재신호 미확인, ⑤ 화재경보 무시,
⑥ 화재영역 승객/직원 없음 중 1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실제 사고에 있어 인적오류 단독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인적오류와 시설, 차량, 신
호 등의 다른 시스템과 동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적요인은 중대사고의 시나리오 중 Fault Tree나 Event Tree의 구성요소
로 반영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시나리오는 “철도사고 위
험도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31]과제에서 수행중이다.

제2절 인적오류 분석 기법

인적오류의 원인-결과 모델의 작성 및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다
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이다. 인적오류의 분석 및 대책수립에는 다양한 운영회사의
특징, 시설물 및 차량의 노후정도, 전문인력, 조직 구성 등 철도운영기관별 특성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인적요인 분석 기법을 제시하여 철도운
영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분석기법을 토대로 철도운영기관에서는 다
양한 종사자 인적오류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절의 내용은 영국
RSSB에서 수행한 인적요인 분석기법에 수록된 내용이다[4]. 상당수의 내용은 인적
요인 분석이외의 다른 용도에도 적용되는 기법들이다.

1.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종사자의 인적오류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
들 중의 하나로 인간공학 전체에 적용된다.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상대방의 의견 또는 생각을 무시 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제한된 지침으로부터 구성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생각을 자
유롭게 의사 교환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보는 시점을 확대하여 가능한 최적 대안
을 찾는 것에 그 목표를 두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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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검토 및 브레인스토밍의 주제에 대한 정의
- 참가자에게 1～2분 정도의 조용한 상태로 문제에 관련하여 생각할 여유를 준다.
- 참가자 개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 참가자의 생각을 모두 기록한다.
- 각자의 생각을 평가하고 거르는 작업을 한다.

2. 점검항목 작성(Checklists)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인간공학 전체에 적용된다. 사용자가 작업에
대하여 기존의 규준에 대한 과정, 설계, 또는 상황을 체크 한다. 분석자에게 기존의
규준을 좀 더 목적에 걸맞도록 그리고 공평하게 개발하기 위해 요구된다.

3. 인지적 직무분석의 응용기법(Applied Cognitive Task
Analysis)
설계와 직무 분석에 적용되며,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여 효과적인 장치설계, 종
사자 훈련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직무에 요구되는 인지적인 부분(신호인식, 차량상
태확인 등)을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면접기술 도구로서, 결과물은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Task Diagram Interview (고차분석을 위한 전반적
인 과제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Knowledge
audit

(과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를

가려주는

도구),

Simulation

Interview (모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인지적인 측면이
요구되는지를 가려주는 도구), Cognitive demands table (집단이나 데이터를 정렬
할 때 사용) 등을 사용하며, 면접을 바탕으로 과제에 요구되는 인지적인 측면의 요
소를 규명한다.

4. Cognitive Mapping
설계와 사용자 요구분석에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다른 직업군을 가진 구성원에
게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준다. 각각의 요소들과 문제 영역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며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 준다. 개념을 기술한 후, 관련 요소와 목
표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지도의 범위를 상위단계로 확대하거나 세부사항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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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의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는 기법이다. 최종 부산물에 대한
행동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5. Cognitive Walk-through (인지적 리허설)
인간공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민감하지만 유용한 방법으
로서, 전통적인 디자인 도식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사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준을 이용하여
인지 처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사용한다. 주요 절차는 1) 분석하고자 하는 과제 선
택, 2) 과제 명세표 작성, 3) 행동에 대한 올바른 도식 결정, 4) 대상 사용자 파악/
규명, 5) 사용자의 초기 목적 기술, 6)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간의 상호관계 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6. Critical Decision Method(CDM)
설계 및 종사자 훈련분야에 적용되고 전문 의사결정자의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구조적 면접 방법이다. CDM은 반 구조적 면접 방법으로서, 전문가의 의사 결정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탐침 질문을 사용한다. 적용 절차는 1) 분석할 사건
선택, 2) 사건에 관한 기록 획득, 3) 정확한 사건 시간 구성, 4) 의사결정 포인트 작
성, 5) 의사결정 포인트에 대한 검증의 순으로 진행된다.

7. 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
면접 기술에 있어서 훈련된 면접관이 사용하기에 좋은 도구로 수행, 사건 개발,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용된다. 인터뷰 방법중의 하나로서, 피 면접자로 하여
금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피면접자는 중요사건을 바탕으
로 인해 그 자신 또는 동료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기술하게 된다. 적용시에는 1) 분석 가능한 사건 선택, 2)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
된 것들을 기록/수집, 3) 정확한 사건에 대한 시간 분석, 4) 다음 분석에 요구되는
사건 관련 측면 선택, 5) 선택된 사건의 중요성 증명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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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unications Usage Diagram (CUD)
팀 디자인, 팀 과제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팀워크를 위한 도구이다. 조직 내에서
의 팀 간의 공동 작업에 관한 의사소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으
로서, 공동작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수반 된다.
- 작업에 있어서 질문을 수반하는 주요 행동은 무엇인가?
-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 직무 성공을 위해 현재 구성원 이외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인가?
- 공동협조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잠재성은 무엇인가?
-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등과 같은 질문의 수행

주요 절차는 1) 인터뷰, 관찰. 과제관련 면담 통한 자료수집, 2) 의사소통 보고서
작성 : 과제 수행 장소, 기술의 목적, 사용된 기술의 장․단점, 전형적인 팀 의 도
식 등을 포함한 보고서, 3) CUD 결과표 작성, 4) 팀 구성원 링크 테이블 만들기
순서로 진행된다.

9. 설계 시나리오 분석기법
직무․환경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와 사건을 스토리보드
에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 설계에 적용할 수 있
다. 가상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적용시 1) 모
든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결정, 2) 스토리보드를
정해진 틀에 맞게 작성하고, 구성원들은 스토리 보드에 없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분석한다.

10. 고장수목 분석(Fault Tree Analysis)
전절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된 기법으로 성과 평가, 사고 평가, 오류 분석에 적용
하여 다양한 원인을 가진 사고사건을 예측, 이해, 분석 하는데 유용하다. 시스템 결
함과 원인에 대한 것을 도식화 하는데 사용된다. 절차는 1) 실패 사건의 정의, 2)
실패 사건의 원인 결정, 3) AND/OR 분석 수행, 4) 원인에 대한 재검토와
AND/OR 분석의 반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실패사건의 원인규명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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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설계과정에서의 잠재적인 단점을 찾아 낼 수 있다.

11. 전문가 그룹 검토(Focus Group)
인간공학 전체 적용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
것과 관련하여 의논한다. 구조화된 형식의 의논으로서 결과물은 주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진술로 나타내어진다. 절차는 1) 목적과 관점에 대한 정의, 2) 각
각의 토론으로부터 요구되는 주제나 진행순서 등을 결정, 3) 관련된 주주(사람)를
결정, 4) 집단에 의해 수집되거나 분석될 정보를 어떻게 생성할지 결정, 5) 목적,
구조, 활동에 관련된 것을 소개할 준비, 6) 포커스 그룹 처음과 끝에 휴식과 관련된
것이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확인, 7) 목적, 지정된 시간,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의논을
활성화 방법으로 진행한다.

12. Human Error Assessment and Reduction Technique
(HEART)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양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수행평가, 오류평가, 설계에 적용
된다. 인적 오류에 대한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과제 분석이 선행 되어
야 하며, 오류를 유발하는 조건에 대한 요소로서 사용된다. 절차는 1) 과제 분석,
2) 과제유형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분류한다. 신뢰도는
• A형 (.55) : 전체적으로 친숙하지 않음
• B형 (.26) : 지도 또는 절차 없이 원래의 상태나 새로운 상태로 시스템을 전환
하거나 복원
• C형 (.16) : 고난이도의 이해나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과제
• D형 (.09) : 쉽게 수행될 수 있으며 적은 집중력을 요하는 과제
• E형 (.02) : 일상적이며 많은 연습을 통하고 비교적 적은 기술을 요하며 급히
처리될 과제
• F형 (.003) : 간단한 점검으로 원래의 상태나 새로운 상태로 시스템을 전환하
거나 복원
• G형 (.004) : 모든 상황과 능력을 고려한 친숙한 과제
• H형 (.00002):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시스
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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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형 (.03) : 아무런 설명도 없는 잡다한 과제
과 같이 구분한다. 3) 오류 유발 조건을 명확화 한다. 이러한 오류 유발 조건은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오류에 대한 비율 예측/산정, 5)
HEART의 인적오류 비율 계산, 6) 인적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3. Human Error HAZOP
수행/오류 평가, 설계에 적용으로 개개인 전체적인 평가를 반영한다기보다는 팀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초기 접근방법은 과거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HAZOP은 오류와 관련된 지침단어를 포함하는
데 이것은 HTA의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초기 단계에 적용된다.
적용절차는 1) HAZOP 팀의 구성(지도자, 인간공학자, 인적신뢰도 평가/인적오류
분석 전문가, 프로젝트 엔지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 팀장, 자료 수집가 등으로 구
성), 2) HTA과 같은 도구를 통해 과제 분석 수행, 3) 참조단어를 적용, 4) 잠재적
인 오류를 기술, 5) 잠제적인 결과를 분석, 6) 잠제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
한 정립, 7)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경로분석, 8) 오류 발생 상황에 대한 해결의 순
서로 진행된다.

14. Heuristic Analysis
설계, 사용성 평가에 적용되고 오류 또는 설계에 대한 약점에 대한 개개인의 생
각을 가능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 설계로부터 피드백을 유발하
는 방법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이 과정에서 잠적적인 오류를
비롯하여 사용성, 질적인 평가, 미적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적용시 1) 분석과제, 시나
리오, 2) 휴리스틱 목록 정의, 3) 과제 수행, 4) 해결 방안 제안의 순으로 진행된다.

15. Hierarchical Task Analysis (계층적 과제 분석)
과제가 올바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합리적인가에 대한 평가 도구로 수행
평가 / 오류 분석, 디자인 / 사용자 도구, 훈련, 모집, 선발, 감독, 평가에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목표(주어진 과제에 대한 수행 목적 제공), 조작(과제의 하위목표는
관측가능한 행동으로서 목표에 부합되는 것), 계획(운전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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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한다. 적용 절차는 1) 분석할 최상위 과제를 정의, 2) 과제에 대한 세부
자료 수집, 3) 과제의 총채적인 목적을 명확화, 4) 하위 목표와 계획을 분석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사 직무 분석시 활용하였다.

16. 연견성 검토방법(Interface Surveys)
설계에 적용되고 현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사람과 기계와의 조화를 평가 하는데 사용되는 종합적인 기
술이다. 세부 항목은 1) 조작과 디스플레이, 2) 라벨링, 3) 색이나 표식 등에 대한
일관성, 4) 작업자가 디자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작적인 활동, 5)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된 것들, 6)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된다. 적용절차는 1) 인간공
학적 규준에 대한 조사, 2) 설문을 통해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 3) 정보 수집을 한
적절한 형식적 금액에 대한 설계에 따라 수행된다.

17. 자체 업무부하 평가(Instantaneous Self-Assessment of
Workload)
설계, 훈련, 인력, 감독, 평가에 적용되고 직무부하의 즉각적인 자기 평가는 실질
적인 작업 교대시의 직무 부하량을 추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색
칠된 키패드가 제시되고 키패드가 반짝거릴 때, 제시되는 문항에 따라 5단계로 구
분된 피로정도를 키패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적용시에는 1) 작업에 대한설명 및
연습, 2) 과제 수행, 3) 작업부하량 기록/측정, 4) 작업부하량 프로파일 구성 순으로
진행된다.

18. Integrated Performance Modeling Environment
사용성과, 신뢰도, 타당도를 만족시키는 매우 정교화 된 도구로 설계, 훈련, 인력
에 적용된다. 작업자, 과제 환경,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수행을 측정하며 속도나 오
류율 정확성 등의 평가가 수반된다. 이는 1) 복잡한 환경에서의 인간의 현실적 대
응, 2) IPME외의 모델과 외부 시뮬레이션과의 연결, 3) 사용자 중심의 GUI를 통한
높은 사용성을 위해 사용된다. 절차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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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MPE 과제 네트워크 모델 구성
- 시각적 요인을 이용한 인간과 기계와의 네트워크 도식 정의
- 작업장 구성
o 적절한 마이크로 모델 선택
- 정적 마이크로 모델 : 조작자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음
- 동적 마이크로 모델 : 조작위치와 관련
o 조작자 특성, 상태, 물리적인 능력을 모사하기 위한 팀 모델 구축
o 환경모델 구축
o 시뮬레이션의 적당한 PSF(수행영향인자) 선택
o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개발

19. 배치도 분석(Layout Analysis)
설계/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며 필수적인 직무에 대한 심리적 모형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조직적인 분류를 기초로 하여, 기존의 디자인이나 인터페
이스 정렬을 증진시키는 제안에 관심을 둔다. 이것은 사용빈도와 사용순서에 관련
된 요소에 주안점을 둔다. 적용시 1) 분석할 장치에 대한 도식적인 그림 작성, 2)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기능적으로 군집화, 3) 사용 중요성에 맞게 기능적 분류, 4)
사용 순서에 따른 기능적 분류, 5) 사용 빈도에 따른 기능적 분류 정렬, 6) 인터페
이스 재설계의 단계를 거친다.

20. 연결성 분석(Link Analysis)
사용자 측면에서의 사용성을 고려한 요소들 사이의 조작적 관계를 편리화 하기
위해 사용되며 디자인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에 적용된다. 인터페이스 요소와
조작간의 연결의 중요성,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가자에게 두개의 버튼
누르기에 대한 수행을 하게하고 그것에 대한 공간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된다. 적용
절차는 1) 과제목록 구체화, 2) 자료 수집, 3) 연결도식(Link diagram) 작성, 4) 도
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표 작성, 4) 인터페이스 재설계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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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머피 다이어그램(Murphy Diagrams)
인적오류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 수행평가, 오류분석에 적용
된다. 기본개념은 ‘만약 과정에서의 무언가가 잘못되면, 결과 또한 잘못된다.’의 개
념으로 출발한다. Fault tree 분석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1) 활동성/감지, 2) 관찰과
자료수집, 3) 시스템 상태의 명확화, 4) 상황에 대한 해석, 5) 목표상태의 과제 정의
와 선택, 6) 선택 절차, 7) 수행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22. NASA TLX 직무분석법(NASA-Task Load Index)
본 과제에서 기관사, 관제사, 신호취급자의 직무분석시에 사용된 기법으로 설계에
적용되고 최적의 수행과 심적 작업 부하량을 평가 하는 기술이다. 주관적인 심적
작업부화량 측정 도구로서, 다양한 작업자의 작업 부하량을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1～20점 사이의 가중치를 가진 하위 요소들을 포함한다.
o 작업에 드는 정신적인 노력 요구량
o 작업에 드는 물리적인 노력 요구량
o 작업에 드는 시간적인 압박 등의 요구량
o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의 양
o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의 양
o 과제 수행시의 과제수행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적용 절차는 1)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설명, 2) 과제 수행에 대한 분석, 3) 가중치
를 고려한 절차 수행, 4) NASA-TLX 비율화 진행, 5) TLX 점수 계산의 순으로
진행된다.

23. 관측자료 활용 기법(Observational Analysis)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과제분석에 적용할 수 있고 집단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서, 과제분석이나 오류분석, 의사소통 분석과 같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관측적인
자료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관측할만한 장소 필요, 2) 관측자는 자신의 관
측대상과 훈련된 것에 대해 친숙성 확보, 3) 관측 시간의 탄력적 운영, 4) 과제 또
는 시나리오에 대한 시각적 또는 언어적 측면의 정보 수집, 5) 관측에 사용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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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필요하다. 전략에는 활동의 순서, 활동 기간, 활동의 빈도, 특정 상태에서의
시간 소비 부분, 운동 등이 포함된다.

24. 설문조사법(Questionnaires)
인간공학 전체에 적용 가능하고 많은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에 대한 측정을 하
며, 비용-효과 측면이 우수하다. 다양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수집가능하며, 많은 참
가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적용절차는 1) 과제 목적 수립, 2) 모집단 설
정, 3) 질문 작성(개요, 다중 선택과 관련된 문항을 분류, 인구통계학적 측정치 설
정, 실제 문항에 대한 척도, 비율,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 폐쇄형 질문에 대
한 선택 / 작성, 참가자에게 응답에 대한 감사를 포함), 4) 연습 시행, 5)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시행, 6) 자료 분석, 7) 후일을 위해 응답자에게 현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알림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방법이다.

25. 상황인식 가중치 적용기법(Situation Awareness Rating
Technique)
설계, 훈련에 적용되고 자기보고법을 통한 팀 상황지각 방법으로서 한정된 정보
만을 제공한다. 내용으로 ① 상황 친숙도, ② 상황 완전성, ③ 상황 다양성, ④ 상
황 즉시성, ⑤ 정보의 양, ⑥ 정보의 질, ⑦ 주의 초점화, ⑧ 주의 집중, ⑨ 각성, ⑩
여분의 지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① 주의와 관련된 자원 요구 (난이도, 복잡성 등), ② 상황에
대한 이해 (정보의 질과 양), ③ 주의 자원의 지원여부 (주의 집중, 각성)이 고려된
다. 적용 절차는 1) 과제 정의, 2) 참가자 선택, 3) 참가자에게 간단한 설명, 4) 연
습시행, 5) 과제수행, 6) SA 자기평정 작성, 7) SART SA 계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26. System Usability Scale
설계, 사용성 평가에 적용된다. 적용시에는 1) 장치에 대한 철저한 과제 목록작
성, 2) 사용자의 연습시행, 3) 시스템 사용성 지표 문항 작성을 하며, 문항작성시
다음을 고려한다.
o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것 같다.

- 103 -

o 이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복잡한 것을 발견했다.
o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운 것 같다.
o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o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잘 통합 되었다.
o 이 시스템은 조화성이 떨어진다.
o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배울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o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매우 번거롭다
o 이 시스템은 매우 신뢰할 수 있다.
o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
4) 장치에 대한 SUS 점수 계산은 순서로 진행된다. 점수는 주로 1～5점 사이로
고려하며, 사용성은 0～100점 사이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27. Systematic Human Error Reduction and Production
Approach (SHERPA)
설계, 수행평가, 오류분석에 적용되고 사용하기 매우 쉬우면 오류의 감소와 예측
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오류에 대한 예측과 잠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적용절
차는 1) 과제 분석 실시, 2) 과제 분류 : 행위에 대한 분류, 매뉴얼 또는 스크린을
통한 정보 수집, 절차에 대한 확인, 대안에 대한 확인, 다른 팀 또는 파티와의 정보
공유, 3) HEI(인적 오류 분석) 수행, 4) 잠정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 5) 회복 경로
분석, 6) 결과와 회복에 대한 오류 발생 확률 분석, 7) 위험성 분석, 8) 개선 경로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28. Subjective Workload Assessment Technique
설계에 적용되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직무부하관한 상당한 량의 정보를 제공
한다. NASA TLX와 같이 다차원적인 도구로서, 시간적인 부하량, 정신적 노력, 스
트레스의 3가지 차원에서의 직무부하를 측정한다. 절차는 1) 1～100사이의 척도 작
성, 2) 과제 데모 / 과제 절차를 수행, 3) 작업부하량 예측, 4) 분석할 과제를 수행,
5) SWAT 척도에 따른 작업부하량 비율 결정, 6) SWAT 점수 계산, 7) 작업부하
량 점수 계산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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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ask and Training Requirements Methodology
훈련에 적용되어: 훈련요구 분석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도구로서, 팀 중심의 훈
련방법이다. 팀 중심의 훈련방법으로서 잠정적인 훈련 방법을 평가한다. 적용절차
는 1) 시나리오에 대한 과제 분석, 2) 훈련이나 연습이 충분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술 감소에 대한 적합도 판정기술 분석 : 과제난이도 평가, 사전 학습
정도 평가, 기술 감소 지표 계산, 훈련평가 수행, 훈련 효과 지표분석, 스킬 감소
지표와 훈련 효과 지표 점수를 비교, 각각의 지표를 분석하여 훈련에 부족한 점을
탐색, 훈련의 부족한 점에 대한 모의상황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
색, 3) 훈련 기술 분석 수행, 4) 훈련매체의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30. Task-Centered System Design
인간공학 전체와 설계에 적용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원리와 같은 개념에서의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을 평가하는데 이해가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결과물이 산
출되면 장치 또는 시스템의 재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행된다.
o 잠정적인 사용자와 견본과제 결정
o 사용자 중심의 요구 분석
o 시나리오를 통안 디자인

적용 절차는 1) 잠정적인 사용자 명확화, 2) 과제 분류, 3) 디자인 시나리오 작성,
4) 시나리오를 이용한 디자인 개념 명확화/평가, 5) 과제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행으
로 진행된다.

31. Team Decision Requirements Exercise
설계, 훈련에 적용되고 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훈련과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이 요구 되는가를 아는데 유용하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드는 요소
를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표 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로 이루어진다.
적용 목적은 1) 팀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분석, 2) 각각의 구성원의 역할, 기능, 요
구들의 이해 분석, 3) 방해요소를 확인, 4) 구성원과 전문가사이의 지식 공유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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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적용 절차는 1) 분석할 과제 선택, 2)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형 결정, 3) 참가자에게 과제 설명, 4) 의사결정 표 작성, 5) 중요
의사결정의 결정, 6) 적절한 의사결정 선택, 7) 선택된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순서
로 진행된다. 영향인자 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o 의사결정 명세표 :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
o 의사결정 난이도 : 어려운 점, 선택의 이유, 오류발생 이유
o 의사결정 전략 : 전략의 필요성 여부, 상황에 맞는 전략들
o 일사결정 단서 :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단서는 무엇?
o 정보의 원천
o 일반적인 오류
o 개선책

32. Walk-through Analysis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워크스테이션, 사용성 평가에 적용되고 시스템 디
자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저렴하고 강력하지만, 참가자의 상상력에만 의존한다.
초기에 디자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거나, 기존의 디자인 개념에 대한 평
가나 수정을 할 때에 사용되며, 과제 분석 초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적용절차는
1) 대표적인 시나리오 정의, 2) 경로 수행 : 시나리오가 한 시점에 국한되어있는가
를 분석 할 것, 3) 자료 분석 : 목적과의 일치성 여부 확인, 4) 설계 수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33. Why-Because Analysis
수행/사고 평가에 적용되고 사용성이 용이하며, 수행상태를 추적하거나 대안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된다.
o A는 문제분석의 시작점으로서 B와 C는 A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o B는 외부적인 원인이며,
o D와 E는 C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작용한다. 만약 D또는 E가 나타
나면, C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시간순서에 따른 사건에 연결성을 가지
고 시작되며, 복잡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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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추적 / 후방(backward)추적을 사용한다.

34. Workshop
인간공학 전체에 적용되고 유능한 전문가로부터 운영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을 포함한 프로젝트에서 관련자들의 신뢰를 높일만한 부
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특정한 목적
을 가지고 수행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들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이끌
어 낸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워크숍과 동일하며,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전문가를 두
어 평가하고 있다. 중요 발표자를 정해, 자신의 관점이나 염려사항을 명확하게 함
으로서 토론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비슷한 범주 또는 다른 범주의 작업
자 집단을 만들어 대립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위에 제시된 인적오류 분석 기법이외에도 철도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다
른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법역시 위에 기술
된 기법의 조합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분석기법의 기본은 전문가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후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정량화 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자
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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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적요인 관리요건 개발
제1절 인적요인 관리 전문가 검토
국내는 물론 국외의 철도산업에서도 인적요인 관리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으로 철
도 종사자 인적요인 관리에 대한 국내외 철도운영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수행한 결
과를 본 절에 요약하였다.

1. 영국 RSSB 자문(Human Factor Team, 정보관리팀 토의)
연구수행을 위해 2006년 6월과 2007년 2월 영국의 철도안전표준위원회(RSSB,
Rail Safety & Standard Board)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토의를 하였다. 2006년에는
철도 인적요인 관리팀의 팀장인 Ann Mills와 토의를 하였으며, 2007년에는 인적요
인 분석을 위한 자료와 관련하여 안전정보관리팀의 Neil Duggan과 토의하였다.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정보의 확보 :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영
국의 철도안전정보 시스템 (SMIS,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사
용 중이며, 여기에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인적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개인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고조사 양식의 개정 및 사고조사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요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사고 조사시 입력되지 않은 경우 어려
움이 있다. 예로서 적성검사, 교육훈련 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료의 접수가 가능하
나, 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개인적인 사항(종사자 가족 중 환자, 어린아이 존재여
부와 같이 수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인자, 개인의 습성)에 대한 정보의 취득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의 준사고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
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영국 외에 다른 국가와 다른 산업에
도서 공통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o Human Factors 관련 기준 토의 : 현재 많은 기준들의 세부 내용에 숨어 있음.
따라서 인적요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다만 GE/RT 4004 등의 기준에
Fatigue 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o 인적요인 연구자료 확보 : RAIB 등의 사고조사 보고서, SMIS(영국 철도안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있음. 그러나 인적요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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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예로서 사고조사시 기관사의 전날 수면시간, 수면환경(어린아이 존재 여부
등)은 피로도 평가나 졸음여부를 판별할 때 필요한 자료이나 사고조사 자료에는 누
락되어 있다.
o 국가차원의 연구와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토의 : 인적요인은 운영노선, 개인별,
조직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bottom-up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나, RSSB
의 Fund는 운영자들이 공통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구가 어려운 실
정으로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o 인적오류 정량화 관련 토의 : 정성적 접근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위험도평가
를 위해 정량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내용이 있다. 즉 인간의 오류확률
계산은 사람, 시간,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짐. 또한 회복요소 역시 중요하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최근 연구현황 및 내용
에 대한 토의 수행 : HRA 적용사례 및 Network Rail에서 수행중인 Tracer 개
발 사례 등 토의
o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물 토의 : 현장에 보급을 위해 “Human Factor Guideline”
을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인적요인의 연구분야를 5개 분류 22개 주제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다.

2. 사고조사와 Human Factors (Erik Holligan, Nottingham 대학
교수)
본 연구의 연구진은 2007년 2월 영국에 방문하여 사고조사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포럼 참석시 영국의 Human Factors관련 연구의 전문가인 Erik Holligan과 토의하
였다. 인적오류와 사고조사 관련된 다음의 6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토의 현
재 진행 중인 연구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토의하였으며, 결론이나 해결책이 없는
부분이 많았다. 국내는 물론 국외의 연구자들 역시 인적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인적요인 분석시 주의할 사항을 토의하였다.

o 문제 발생시 인간은 원인을 찾아 문제를 이해하려 한다.
- 위험원의 저감, 빈도의 저감, 심각도 감소 등의 노력을 추진
- 사고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감소하기 위해 원인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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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형적인 원인은 운영조건의 조합에서 발생하며,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 조
합에서 발생한다.
- 과거 : WYSIWYG(Human Computer Interaction에서 사용)
- 사고조사 : WYLFIWYF(What You Look For Is What You Find) 사고에
대한 가정이 분석에 제약으로 적용하여 찾는 것이 얻는 것임
- 기술적, 재질적 결함의 인정
- 인간의 오류가능성 인정
o 원인은 우리가 보유중인 모델에 다라 결정되며,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
면 간단한 결과가 도출된다.
- Linear cause effect model : 하인리이의 도미노 모델
- Complex linear cause-effect model : 스위스 치즈모델
- Nonlinear accident model : Functional resonance accident model 각 모델
별 가정, 위험원 및 결과에 대한 특징을 기술
o Human Error는 사고모델에 대한 객관적 현상이기보다는 기술적 상태에 대한
인위적 산물이다.
- 원인에 대한 논리적 배경, error에 대한 다양한 의미 기술
- error는 원인, 결과, 행위 등으로 분석 될 수 있음
o 인간을 기계와 같이 기술할 수 없다.
- 기계는 정상, 고장 상태로 구분이 가능하나 인간은 정상, 고장으로 2분법적
사고로 적용하기 어려움
- 인간의 성능은 다양한 편차를 갖는다.
o 인적오류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성능의 편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비정상조건이나 고장의 조합이 아니다.
o 정상적인 성능과 고종은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로 인간을 특정요소로 분리하여
기능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o 의도와 다른 행위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조건측면에서 분석하여야 한
다.
o 인간의 적합능력(adaptive)과 유연성(flexibility)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의 확보 : 전문인력,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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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Risk Management Forum 참석
본 과제의 연구진은 2007년 6월과 2008년 6월 영국을 방문하여 “위험도관리 포럼
(Risk Management Forum)”에 참석하였다. 포럼에서는 오랜 기간 토의되어 온 영
국의 기관사에 대한 인적요인 관리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운영기관별로 조직,
문화,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여 전체 운영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적요인 연
구보다는 기관별로 수행되는 연구가 많다.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의 경우 철도운
영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정기관에 국한된 연구의 수행
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Network Rail, London Underground
Ltd.와 같은 대규모 운영기관에서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중이다. 철
도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선로침입, 건널목사고, 자살, 공중사상과 같은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에는 종사자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가. 종사자의 인적요인에 대한 주제 발표 내용
종사자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로 인적
요인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는 건강과 작업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인체공학적 요인부터 개
인적인 신경통, 천식 등의 질병 등 다양한 인자가 포함된다.

나. 역사내 공중사상사고 관련 주제발표 내용
현재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가 철도기관사나 혹은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해 수행되
어 왔으나 공중사상사고의 중요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분석이 수행중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객의 인적요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하며,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다.
o 공중사상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연령(age)으로 분석되고 있음. 역사내에서
발생하는 중상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임. 따라서 가장 큰 위험요
인은 노령화에 따른 신체통제력 약화임, 외에 서두룸(rushing), 수화물
(luaggage), 음주(drinking)임
o 사례연구 토의 : 역사 바닥에 물이 고여 이용객이 넘어지는 경우 청소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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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주로 발생, 청소부의 언어장벽 등 의사소통
이 주요 부분임
o 승강장 사고 : 큰 짐을 들고 이동하는 승객의 넘어짐, 열차 출발시간에 임
박하여 돌진하는 승객 등의 위험원인과 대책 수립에 대한 방법론 소개
o 창구직원의 위험요인 : 노인에게 “열차출발이 5분남아 있으니, 서두르세요”
등의 안내 멘트는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킴
o 승강장안내표시 등의 위험요인 :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어려움
o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의사결정시의 고려사항을 다음 그림에 수록

그림 14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의사결정시의 고려사항

o 공중사상사고 분석의 고려사항으로는 1)기술적 특성, 2)절차적 특성, 3)개인
적 특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특성 : 승강장, CCTV, 방송장치, 각종 안내표지
- 절차적 특성 : 승강장의 변경, 청소 절차, 사고보고/조사, 고객지원, 정보
제공
- 개인적 특성 : 여객, 철도종사자, 유지보수 작업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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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도사고에 나타난 인적요인 분석 토의
(1) Human Factors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점 토의
- 인적요인이 철도시스템에 미치는 위험도의 평가
- 현재 운영 중인 안전정보시스템(SMIS)의 자료구조와 인적요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차이점 극복 방안
- 철도산업에서 인적요인이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의 정도

(2) 신호오진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기관사의 주의산만, 기관사의 졸음, 신호기 고장, 악천후로 인한 신호 미확인,
기관사의

신호

무시

등이

안전정보시스템이나

국가보고체계에는

모두

“SPAD”으로 분류됨
- 그러나 기관사의 신체적요인, 환경적 요인, 시설 등 외부요인에 따라 안전대
책은 상이하게 구분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고통계 분석사례 제시
분석절차 ① 인적요인 분류체계 구성, ② DB의 구축 및 확보, ③ 교육 및 토
의, ④ 월간사고 및 장애보고자료의 접수, ⑤ 분석, ⑥ DB의 분석 및 개선점
도출(지난 1년간에 대해 수행중)
- 원인분류시 고려사항 토의 : 다양한 사고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음. 사고 및
장애원인에는 ① 현장직원의 오류, ② 안전관리상의 오류, ③ 설계상의 오류
로 구분하였음. 사고에 기여한 영향인자와 연결을 위한 분석 작업 고려.
- 인적오류(error) 분류 적용 사례
① Slip/Lapse(기억에 관련된 오류), ② Mistake(계획에 관련된 오류), ③
Violation으로 구분
- 인적요인 영향인자 분류 적용
사건, 결과, 개인, 영향인자의 연관성을 n-n 집합관계로 연결
- 오류영역 분류 적용 : 인지오류, 기억오류, 의사결정 오류, 실행오류, 위반으
로 구분하여 적용
- 주요 결과 : 총 116건의 정보를 분석 이중 86건이 기관사의 SPAD임
평균적으로 사건당 8개의 인자가 도출되며, 현장직원의 오류가 77%임

(3)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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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관사 연구에 집중 : 위험도가 높고 비교적 많은 자료 확보
유지보수 작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에 비해 적은 자료 확보
- 인적요인의 연구자료 확보
- SPAD에 대한 자료 확보 방안 도출
- 개인과 인적요인 영향인자간의 정보관계 분석(기관사에 대해)
- 향후 시설관리자(Network Rail)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 추진 등

4. 국내 철도운영기관 및 전문가 자문 내용
본 절에서는 국내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전문가, 철도인력개발원 및 시스템엔
지니어링 전문가의 자문수행 결과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수록하였다. 자문 내용은
본 연구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안전업무종사자 인적요인 유형
분석과 관리요건에 대한 개선사항, 절차적인 문제점, 시행상의 문제점, 결과물에 대
한 의견으로 총 20회의 걸쳐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였다.

가.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 시점상의 문제점 극복 필요
인적요인과 관리요건이 도출되어도 종사자는 일정한 오류 형태를 보이기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편차를 보일 수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연구방법의 보완대책
이 필요함. 이는 종사자가 사고 전후, 교육 전후, 파업 전후 등에 따라 스트레스 수
준이 크게 편차를 보일 수 있음.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의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연구시 이를 고
려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나. 직무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 필요
관제사의 직무분석 결과 탈선과 같은 사고의 처리에 가장 높은 부하가 요구되며,
오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탈선사고 발생시 오류 저감을 위한 구
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절차의 개선, 제도의 개선, 조직의 개선, 통신방
법의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요구됨. 이는 기관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국가차
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경우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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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및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조작 판넬 변경, 신호기 위치 변경 등과 같이 차량
이나 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설문 외에 반영시 추가적
인 비용효과와 위험도 저감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그러나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인
간공학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위험도 평가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라. 도시철도 특성의 반영 필요
자동운전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부 도시철도 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
및 운전취급자 역할의 한계가 있음. 또한 기관별로 고정편성(10량, 8량, 6량, 4량)
운영, 지하구간 운영 및 용어의 차이에 따른 특성의 고려가 필요함. 도시철도는 일
반철도에 비해 복복선 운행, 도착선로 변경, 운행 중 주행선로의 변경, 신호시스템
의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음.

마.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인력 규모나 노선규모가 크지 않은 철도운영기관에서는 별도의 조직 구성은 어려
움.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인적오류 관리를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안
전관리 전담인력의 빈번한 인사이동 역시 어려움을 유발 할 수 있음. 인적오류 관
리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의 효율
적 운영이 필요함.

바. 교육훈련 장비의 구축
기관사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는 모든 운영기관에
서 운영하기는 어려움. 또한 기관사의 자격 취득과정에서 기능시험을 위한 시뮬레
이터 교육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고육훈련용 시뮬레이터는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시행착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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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는 교육훈련, 적성평가를 제외하면 생소한 분야가 많아
시행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
침작성과 사례연구, 방법제시가 필요함.

아. System Engineering 전문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제안된 인간공학 프로그램 모델, 영국의 Yellow
Book의 인간공학 분야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인적오류관리기준에서는 체계적인 오
류의 검지 및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분석을 위해서
는 장시간의 광범위한 자료 습득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이들 내용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분야의 체계적인 확률론적 위험분석활동은 적절한
조정과정을 통해 철도산업에 적용할 경우 철도종사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특정 분야나 일부 시스템에 대해 위험분석활동을 수행
하기 보다는 시스템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위험분석활동은 인간과 기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위의 오류 또한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으로 판단됨. 아직까지 철
도안전에 대한 연구가 실제 현장과 운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자, 개발자, 운영자, 시험평가자, 그리고 정부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 분야의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는 매우 중요
하며, 단계적으로 철도시스템에 적용하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먼저, 철도시스
템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업무와 운영시스템, 그리고 이들 간에 발생하는 인터페이
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화하여, 문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2절 인적요인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도산업에서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일부 국가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 중에 있다. 이는 인
적요인의 적용이 조직구성, 개인의 특성, 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
아 철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다. 이러한 특징은 인
적요인연구 내용의 현장적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중 일부는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인
적요인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본 과제의 연구수행 과정 중 도출된 인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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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상의 문제점을 본 절에 기술하였다. 적용상의 문제점은 전문가 자문, 관련문헌,
현장의 의견수렴, 국내의 실정을 고려하였으며, 본 절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일부는
일부 기관에는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별 특성, 조직문화의 특성 : 철도 운영기관별로 종사자의 경험, 연령, 보상
체계, 안전관리 시스템이 상이하여 인적요인 연구의 공통적인 적용이 용이하
지 않다. 영국, 일본 등에서 사용 중인 인적요인 관리 대책이 국내에서는 효과
가 없을 수 있다.

2) 인간의 작업능력에서 발생하는 편차 : 시설이나 차량의 경우 정상상태와 비정
상상태 혹은 고장 상태와 같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기술적인 요인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작업능력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
서 작업능력이 어느 순간에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자체적인 회복을 통해 기준
치 이상의 능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즉 기술적인 시스템에서는 기준치 이하
인 경우 교체나 수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인간의 경우 작업 중
교체가 필요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는 작업자에 따라 오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데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인적요인 전문가의 부족 : 인적요인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은 물론,
인적요인 분석에 요구되는 많은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철도의 경우 차량, 시
설, 전기, 신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다양한 전문지식과 인적요
인에 대한 지식을 함께 확보한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 인력운영으로 인해 인적요인 전문
가의 확보는 물론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4) 인적요인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의 모호성 : 본 연구를 통해 인간요인의 정량
적 분석을 위한 많은 기법이 제시되었으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적요인 분석시 많은 가정이 사용되었다. 반면, 기술적 요인의 경우 높은 신
뢰성이 있으나, 인적요인의 경우 분석 시점이나 대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
기대효과의 정량화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5) 인적요인 분석시점에 따른 차이점 존재 : 인적요인 분석에는 설문조사, 직무분
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방법의 적용시점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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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인간은 과거의 정보보다는 최근에 취득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설문조사나 인터뷰 시점에 따
라 답변이 상이할 수 있다. 예로서 근로조건이나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
근무형태가 변경된 이후, 정상적인 경우 등 시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6) 인적요인관련 정보의 왜곡 가능성 :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철도현장에 있는
직원은 없으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사고유발에 대한 의도는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과 조직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적요인 분
석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은 관계자의 인터뷰나 사고조사, 기록을 통해서 취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7) 규정과 실제 업무사이의 차이점 존재 :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규정 사이
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하고 있으나, 매번 규정을 개정하기
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업무에는 규정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어
모든 기준을 지키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8)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적요인 대책의 제공이 어려움 : 현재까지 국내외에
서 수행된 많은 인적요인 관련연구가 원론적인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
며,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 쉬운 대책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다.

제3절 인적요인 관리요건의 검토기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요건
(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철도운영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인적요인 관리요건의 검토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철도
산업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경우 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검토요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원자력산업의 경우 원자력 안전업무
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인적요인 관리요건 검토기준[30]”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의 검토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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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Book의 안전관리 시스템,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인적요인 관리요건의 검토기준을 작성하였다.

1. 인간공학 프로그램 검토 모델
가. 인간공학 프로그램 관리 (HFE Program Management)
인간공학 프로그램검토의 총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간공학을 철도시스템의 설계단계부터 평가의 전 단계에 적용
- 운영, 유지보수, 시험, 검사, 및 감시와 관련된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신뢰성 높게 수행할 수 있는 인간공학 생산물 (예 :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절차, 그리고 교육훈련)을 제공
- 인간공학 프로그램과 생산물들이 최신의 인적요인 원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

검토의 목적은 인간공학에 대한 설계 약속사항이 만족되도록 운영자가 책임, 권
한, 조직 내 배치, 구성을 갖춘 HFE 설계팀을 가지고 있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HFE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개발, 수행, 감독,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팀(team)은 계획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수용되는 HFE
원리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하향식 체계 분석을 기초로 하여 HSI, 절차, 및 교육훈
련의 모든 측면이 개발, 설계, 평가되게 하는 기술 프로그램 요소들을 설명해야 한
다.

나. 운영경험 검토(Operating Experience Review)
운영경험 검토를 수행하는 목적은 인간공학관련 안전문제점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경험검토는 기존 설계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설계인 경우 기존의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초기 설계일 수도 있다. 시스템 개
선의 경우 변경되고 있는 시스템의 설계일 수도 있다. 운영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
제점과 교훈은 적시에 즉 초기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검토의 목적은 운영자가 검토 중에 있는 현재 설계와 유사한 이전 설계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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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공학관련 문제점을 식별 및 분석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긍
정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경험검토
는 현재설계가 기초를 두고 있는 기존 시스템, 선택된 기술적 접근방식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계획되어 있다면, 그 인터페이스 사용과 관련된 인간공
학 논쟁점을 검토해야 한다), 및 철도시스템의 인간공학적 문제점 (예를 들면, 운영
기관, 국제철도기구, 사고조사보고, 연구보고서 등에 의해 제기된 일반적 안전 논쟁
점)을 다루어야 한다.

다. 기능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검토의 목적은 신청자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기능요건을 정의하게 하고, 기능
할당은 인간의 강점을 이용하고 인간 한계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사자의 역할은 기능요건 분석과 기능할당(자동화 수준의 설정
등)에 대해 분석한다.

기능요건 분석은 철도안전을 충족하기 위해,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의 식별이다. 이 분석
은 목적, 이행 요건, 및 설계 제약사항을 결정하며, 진행과정을 규제함에 있어서 제
어장치 (작업자이거나 시스템이든지 간에) 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
를 설정한다.

기능 할당은 (1) 작업자 (예를 들면 수동 제어), (2) 시스템 요소 (예를 들면 자동
제어 및 수동 제어, 자기제어 현상), 및 (3) 그 두 개의 조합 (예를 들면, 공유 제어
및 수동 백업을 가진 자동 시스템) 에 대한 제어기능의 할당과 철도시스템의 제어
에 대한 요건분석이다.

중첩되고 중복되는 책임으로 제어를 이 요소들에 할당하여 성취될 수 있는 개선
점을 포함하여, 인간 및 시스템 요소의 강점을 이용함으로써 철도시스템의 안전 및
신뢰성이 개선된다. 기능할당은 작업자에게 논리적이고, 일관된, 의미있는 과업을
제공하는 구조화되어 있는 문서화 방법론을 사용한 인간공학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라. 과업 분석 (Ta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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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분석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에게 할당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요건의
식별이다. 과업분석 검토의 목적은 운영자의 과업분석이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요건을 식별하고 있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업 분석은 (1) 설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들 중의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2) 인간-수행 요건이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하며, (3) 절차 개발을 위한 기본 입력으로서 사
용되어야 하며, (4) 직원충원, 교육훈련, 및 의사교환(통신) 요건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5) 과업 수행에 필요한 표시장치, 데이터 처리, 및 제
어장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basis)을 만들어야 한다.

마. 직원충원 및 자격 (Staffing and Qualification)
안전업무종사자의 충원 및 자격은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초기 충원수준은 이전의 철도운영경험, 직원충원 목표 (예, 직원충원 감소), 초기
분석, 및 국가의 규정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과정 초기에 세워질 수도 있
다. 그러나 직원충원 목표 및 가설의 타당성은 철도시스템의 설계가 진행되면서 심
사되어야 한다. 직원충원 계획의 목적은 과업 요건과 규제 요건에 대해 완전히 이
해하고 있는 작업자 및 자격에 대한 요건을 신청자가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바. 인간신뢰도 분석 (Human Reliability Analysis)
인간신뢰도 분석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은 철도시스템 안전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는 인적오류에 대한 잠재력과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
해 작업자 오류를 최소화하고, 오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류로부터 복구 능력을
제공하게 될 종사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간공학설계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
어서의 필수적 요소이다. 인간신뢰도 분석은 인간공학 설계와 확률론적 위험도 평
가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활동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와 인간신뢰도분석은 시스템 설계와 인간공
학 프로그램 검토 목적 모두에 대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설계과정
초기에 실행되어야 한다. 인간신뢰도분석의 정확성의 대부분은 작업자 과업에 대한
분석자의 이해력, 관련 정보, 그리고 인간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에 따라서, 인간신뢰도분석은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상호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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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인간 오류의 원인, 모드, 확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인
간신뢰도분석이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에 매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철도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에 중요한 인간신뢰도분석 및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시나리오, 중대한 인간오류 및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구성부품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검토의 목적은 (1) 작업자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오류 감지 및 복구를 보
장하기 위해 철도시스템을 인간공학 측면의 설계에서 인간-오류 메커니즘을 신청
자가 다루도록 하는 것과 (2) 인간신뢰도분석 활동이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확률론
적 위험도평가 및 위험도 분석과 함께 효과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이다.

사.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검토의 목적은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이하 HSI) 설계요건이 개발되고 HSI 설계
를 식별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검토는 운영
자가 기능 및 과업 요건을 경보장치, 표시장치, 제어장치, 및 HSI 의 다른 측면에
관한 상세설계로 적합하게 바꾸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HSI 접근방식 식별 및 선택,
상세설계 정의, 및 HSI 시험 및 평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설계자를 지도해야 하는
구조화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HSI 가 설계되어야 한다. HSI 는 설계-특정 협약을
정의하기 위한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와 같은 신청자 설계의 독특한 측면에 맞
추어진 HFE 지침 사용과 개발을 다루고 있다. HSI 설계 방법론의 가용성은 HFE
원리를 적용시 표준화와 일관성의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HSI 설계에 대한 과
정과 이론적 근거는 검토를 위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절충관계 연구 결
과, 다른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설계 및 평가도구를 선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rationale)가 포함된다.

아. 절차 개발 (Procedure Development)
절차는 시스템과의 작업자 상호작용과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지원하고 지도해 주
기 때문에 철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이다. 절차는 HSI와 교육훈련과 같은 설계
과정과 분석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도의 일관성을 지닌 잘 통합되어
있는 설계로 될 것이다. 검토목적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이고, 명백하고,
편리하고, 확인되어 있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인간공학 원리와 지침이 모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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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요건과 함께,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교육훈련에 대한 시스템 접근방식을 규제기관에서 검토한다. HFE 분석은 그러한
과업요건에 대한 유익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훈련 검토의 목적은 다음과 같
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신청자는 시스템 접근방식의 요소들을 편입하는 작
업자 교육훈련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수립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지식 및 기
술-요건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HFE 설계 과정의 다른 요소
들과 함께 조정하고 있다. 인적요인 원리 및 관행(practices)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차. 인적요인 검증 및 확인 (Human Factor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검증 및 확인(V&V) 평가는 최종설계가 HFE 설계원리를 준수하고 있으며, 최종
설계는 작업자가 운영목표 성취를 위해 그들의 과업을 성공적이며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 요소에는 다음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들, 3개의 평가가 따른다.
- HSI 과업지원 검증 (HSI Task Support Verification)은 HSI가 과업분석에 의
해 정의된 작업자 과업요건을 지원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이다.
- HFE 설계 검증 (HFE Design Verification)은 인간능력과 한계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이다.
- 통합 시스템 확인 (Integrated System Validation)은 통합 시스템 설계 (즉,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작업자 요소)가 성능요건을 만족시키고 안전한 운영을
타당하게 지원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기반 시험을 사용
하는 평가이다.

이 평가들은 인간공학 모순점 (HEDs: human engineering discrepancies)을 식별
한다. 신청자의 HED 해결책에 대한 직원 검토는 검증 및 확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이다. HED 해결책 검토는 신청자가 HED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고, 중요한 HED를 수정보완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그 결과가 승인될 수 있는 것
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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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설계 이행 (Design Implementation)
이 요소는 신규 노선이나 철도시스템에 대한 개선 모두를 위한 철도시스템 설계
의 HFE 측면에 대한 이행을 다루고 있다. 이 검토요소의 목적은 다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된 철도시스템, HSI, 절차, 및 교육훈련에 관한 신청자의 이행은 작업자 수
행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안전한 운영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신청자의 준공설계는 HFE 설계 과정에서 검증 및 확인된 설계를 준수한다.

파. 인간수행 감시 (Human Performance Monitoring)
인간수행 감시전략은 통합시스템 확인의 완료에 의해 나타난 신뢰감이 시간 경과
동안에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완전 통합시스템 확인을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작업자가 맡은 행위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신뢰감을 제공해 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4절 인적요인 관리요건

본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관리요건을 도출하였
다. 도출된 인적요인 관리요건은 적성검사요건, 신체검사요건, 법적인 요건을 고려
하여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인적오류 관리체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1. 인적요인을 고려한 설계
o 인적요인으로 인한 위험분석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위험원 목록은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적오류 발생이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비 인적오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은 기준에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익숙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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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작업을 설계한다.
- 제품이 설계되는 경우 제품의 사용자가 설계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실의 주요 설비 배치시 기관사의 인적요인을 고려하여 한다.
- 제품이 사용될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피로를 최소화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장비의 사용자가 사용법을 빠르게 익히도록 조작 방법의 설계한다. 기존의
설계가 인적요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기존설계와 유사하게 조작하도록
설계한다.
- 규정이나 절차의 설계시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 필요시 크기, 모양, 색상, 위치 등을 변경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기능, 사용빈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장치 요소들의 위치를 정렬한다.
- 신체의 활동범위, 이동공간, 소음, 진동, 온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설계
한다.
- 기관사의 시각, 청각 등 인지측면의 오류를 예방하도록 차량과 시설, 신호를
설계하여야 한다.

o 체계적인 인적오류대책 도출을 위해 분석 도구 활용할 수 있다.
- 작업자 특성에 맞는 직무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직무분석 내용을 안전업무종사자의 선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간신뢰도 분석을 통해 인적오류에 대한 잠재력과 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 인적오류 분석을 위한 장비를 활용 할 수 있다.

o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인적오류 저감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 타 계획과 연계하여 인적오류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인적요인 분석 작업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성 검토를 반영할 수 있다.
- 인적요인 관리에 필요한 자원 할당이 안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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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자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건을 관리하여 교육훈련에 반영하여
야 한다.
- 운영경험을 문서화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요인관련 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자료는 항상 최신의 규정 및 기술을 포함하고 있도록 유지한다.

o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교육수행을 위한 교육장비, 장소, 교재, 강사 등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o 교육훈련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교육훈련의 평가에는 역량평가와 수행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의 시간․조직․기록 및 운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인적오류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훈련의 주기와 빈도를 설정하여야한다
- 비상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주기적인 훈련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과 관련된 활동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선발과 유지
o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안전업무종사자의 작업전 적합한 신체․건강상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o 자격제도, 교육훈련, 적성검사,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확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o 직원의 선발 후에는 조직문화와 절차를 알기위한 적응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선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o 종사자가 업무에 투입전 적절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운전습성 파악하여 위험성이 높은 기관사에 대해 운전습성을 교정하여야 한다.
o 주요 업무에 대해한 자격제도를 수행하여, 유효한 자격을 취득한 종사자만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o 업무에 주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종사자는 적절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지
확인 후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o 교육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자료와 실적을 관리하여 활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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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작업조건의 설정
o 물리적, 조직적 작업조건의 설정시 안전업무종사자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최소
화 하도록 설정한다.
o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명확히 한다.
o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o 종사자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인적오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o 종사자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o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직무분석 결과 인적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직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o 직무분석에 근거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인간신뢰도 분석과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o 종사자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1) 종사자의 요구사항 검토, 2) 업무 도중 감
독자의 관여 범위 명확화, 3) 작업자 지원 범위 설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문화
o 법적, 규정, 윤리적, 사회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규정위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규정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o 리더십, 팀웍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조직내 의사소통 확대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o 규정에 대한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o 조직 문화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직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o 최고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유지되도록 한다.

- 128 -

6.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o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에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자료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체검사, 적성검사
포함)
o 인적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o 인적요인 관리체계에 따른 사고조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o 자료는 최신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인적요인 분석에 적합한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항목의 도출
o 주요 인적요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o 인적요인 관리대책의 진행상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타 철도운영기관과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한다.
o 사고자료, 설문조사, 직원의견을 통해 도출된 인적요인 관련 사항중 시설이나
차량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o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인적요인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인적오류로 인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준사고보고제도
시행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에 제시된 요건은 설계, 제작, 운영, 유지보수, 폐기 등의 수명주기 단계별로 적
용성이 구분이 가능하나, 향후 이들 요건에 대한 검증절차와 시설 및 차량 등 다른
분야의 안전요건과의 통합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현 단계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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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철도산업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요인으로 인해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적요인관리를 위한 예방 대책의 수립이나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를 개인의 특수성, 환경의 특수성으
로 간주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 이후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규정 준수 촉구와 같이 제한적인 대책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유사성과 공통점에 초점을 두
어 인적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인적요인 유형분류 및 관리요건을 제시하였다. 제시
된 인적요인 관리요건은 제도화, 설계반영, 직무변경, 교육훈련 등 다양한 안전대책
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요건의 경우 보다 상위의 요건에 대한 고려,
외부요인의 고려, 현실적인 제약사항 등으로 인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분류 및 관리요건은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중인
다른 과제와의 조율을 통하여 제도화에 반영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적요인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영향인자의 도
출, 인적요인 관리기법 및 도구의 분석, 인적요인 관리 및 적용현황 분석, 관리요건
및 검토요건 제시 등 인적요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국내 철도산업에 효율적인 인적요인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수행, 철
도산업분야의 인적요인 전문가 확보, 종사자의 공감대 형성,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의 구축, 사고조사보고 등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 등이 요구된다. 철도종합안
전기술개발사업에서 이러한 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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