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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인적오류 예

방을 위한 관제시스템 알람 개선에 대하여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분석을 통하여 나온 답변자료를 방사선 그래프 형식의 중요도 분석 후 결
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상황발생 시 관제사가 초기 알람인지에 도움이 되는 오감은 시각감시보다는 
청각감시가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태 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제사는 인지하고 있
었다. 비록 현재 장시간 시력에 의한 감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다른 
오감 등을 이용하여 관제사가 장시간 감시에 의한 피로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시스템 개선을 원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주요어 : 인적오류, 알람인지, 시각감시, 청각감시,시스템 개선  

 
 

1. 서 론  
 

철도관제사는 통제대상을 보고 들음으로써 
판단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여 동작을 한다. 
‘보고 듣고’‘판단하고’‘동작을 한다’는 것에는 
각각 시력, 청력, 판단력, 기억력, 조작 능력, 
정교하고 치밀한 동작 능력과 같은 신체 
부위의 능력을 말한다. 그들은 이런 정교한 
인체의 타고난 특성을 가지고 상황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전업무를 처리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공학적 측면에서의 
능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알람경 
보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철도관제에 활용하고 있는           
알람시스템에 대하여 만족도를 알아보고 
인 체 공 학 적 으 로  최 초 의  인 지 측 면 에 서  
시각감시보다 우월한 청각감시 알람 기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우선, 
철도관제사측면에서 인간공학적 측면의 
알람연구로는 양운직(2011)이 철도관제사의 
인적 오류방지를 위한 철도교통관제시스템 
연구에서 경보음은 위험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 단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빈도가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관제센터라는 넓은 
공간에 수많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경보음이 수시로 울린다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오히려 업무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알람메세지를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단계로 분류된 알람메세지는 시스템에서 표 
출방법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화재경보처럼 단, 한번의 치명적인 상황가정 
보다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빈번하게 전달하 
면서 중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경보 하려면 
시스템이 화면상에서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효과적으로 전달된 알람 
메세지는 안전한 열차운행제어에 많은 도움 
이 될 것 이라고 역설하였다.  

관제사 휴먼에러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김 경 남 ( 2 0 1 7 )  도 시 철 도  사 고  발 생  시 
관제사의 휴먼에러 유발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관제사들의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오류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로보다는 스트레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는 아차사고 발생에도 유의한 
영 향 을  미 친 다 는  것 을  도 출 하 였 다 . 
정보처리과정에서의 휴먼에러 저감을 위한 
비상대응표준운영절차 실시간 활용방안으로 
첨단 IT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이 
우 선 되 어 야  한 다 고  역 설 하 였 다 .   

본 논문은 관제사 휴먼에러 저감측면에서 
의 상황발생 초기인지를 위한 알람음 및 알 



 

 

람메세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소개한 두 개의 논문에서는 알람메세지 
에 대한 합리적 연구와 정보처리과정에서의 
휴먼에러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관제대처 
방안을 통한 시스템 개선에 각각 초점을 
둔반면, 본 연구는 시각 및 청각 알람에 대한 
비교선호조사와 상황발생 시 초기인지 측면 
에서 알람경보의 실질적인 향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본 론  

2.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1 연구의 내용 및 조사설계 
도시철도 2개의 운영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관제사 60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 형
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6
부를 제외한 54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1일부터 5월31일에 걸쳐 조
사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16문항 중 알람개선 
선호도 관련은 4문항이고 시각식별에 의한 알
람문항은 4문항, 청각식별에 의한 문항은 4문항, 
기타 알람문항은 4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1.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SPSS18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타당성분석(Chronbach’s α 
계수 산출)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및 중
요도분석을 시행하였다. 

 

2.2 이론적 배경  
2.2.1 인간의 정보처리과정 

정병용(2014)은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을 요
약하면 그림1과 같다. 시각적, 청각적, 물리적 
자극에 관한 정보가 신체의 감각 기관에 감지되
면 인간은 이들 정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의
사결정을 하고, 신체활동기관에 명령하여 행동
을 한다고 하였다. 

 
2.2.2 인간의 정보처리능력 

정병용(2014)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은 단
기기억에 대한 처리능력으로 나타내며, 절대식
별 능력으로 조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시적
으로 기억에 의해 신호를 구별하여야 하기 때
문에 절대식별이라고 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식별에 근거하여 정보를 신
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용량, 즉 단기
기억에 의해 신뢰성 있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자극 판별 수를 조절하라고 하였다.  

 
2.2.3 인간의 시배분(Time –sharing) 능력 

일반적으로 청각과 시각이 시배분되는 경우

에는 청각이 우월하다. 정병용(2014)은 시배
분 측면에서의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살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하나의 정보처
리 과정에서 다른 정보를 인출하게 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고 하
였다. ‘ 첫째 ’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담담한 
경우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둘째’ 주
의를 번갈아 가며 일을 행하고 있으므로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2.2.4 인지심리학 측면에서의 인적오류 

   박민규(2005)는 그림1을 인간의 실수나 착
오, 기억의 실패가 오류를 발생 과정을 나타
낸 것으로 인간이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해석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잘
못된 행동으로 실수(Slip)를 유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Error)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1. 인지심리학 측면에서의 인적오류 모형 
 
즉, 관제사의 초기 정보인지의 인적오류는 착오
(mistake)로 볼 수 있다. 그러나, Lapse(저장단
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실패)는 기억의 실패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고 생략하는 
경우로 필요한 행동의 수행을 놓치는 현상이 있
다. 이는 엄밀히 따져보면 관제사가 그 원인이 
시배분 측면에서의 과도한 작업부하나 다른 요
인 즉, 동 시간대 다수의 알람 발생 등의 방해
로 인하여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였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거나 상
황에 적합한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3 기존 문헌연구 
 Embrey(2012)는 “A SYSTEMATIC 
APPROACH TO ADDRESSING HUMAN 
FACTORS ISSUES FOR SIL 
DETERMINATION STUDIES”연구에서 무결점
결정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과정을 제시했다. 거기에는 성공가능지
표방법(SLIM)을 도입하여 인적오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즉, 그것은 알람발생 시 행
동, 확인, 정보입수, 소통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에 영향을 주는 요



 

 

소들에 대하여 일련의 모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상황에서의 인적오류 요
소들의 평가행위는 무결점결정방식 분석에 사용
되는 시나리오 틀안에 인적오류의 정량화를 제
공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고종현 외 2명(2007)은 “철도 사고 및 장애
의 인적오류 유형 분석”에서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한 90여건의 사건에 대한 오류유형 분석 
결과 어떠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
은지, 어떠한 작업자가 더 많이 인적오류에 관
계되는지, 어떠한 작업 시 더 많은 인적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중 오류모드
별로 분석한 결과 ‘작업오류’와 ‘확인오류’가 각
각 55%, 36%를 차지하며, 오류타입 별로는 
‘Slip/Lapse’, ‘Violation’, ‘Mistake’가 각각 
55%, 30%, 16%로 나타남을 증명했다. 

 
3. 연구분석 및 결과 

3.1 신뢰도 분석 
본  연 구 의  대 상 인  1 6 개  문 항 에  대 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에서의 
크로바하지수는 아래와 같이 .785로 신뢰성 
적합도 지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적합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785 

 
3.2 타당성 검증 및 요인분석 

본 설문문항이 요소 별로 타당성 있게   
분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구형성검증을 통한 타당성 
을 아래 와 같이 검증한 결과 .747로 기준 
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내어 타당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 설문분류에 맞게 총 17개 
문항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16개 
설문문항이 재 구성되어 아래와 같이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되었다 

 
표2. 요인분석 결과 

회전된 요인분석 결과 

 
구성요소 

1 2 3 4 

알람

개선 

선호 

.923 .046 .035 .030 

.872 .057 .002 -.067 

.706 .063 .439 -.175 

.608 .054 .421 -.120 

청각

알람 

선호 

.031 .812 .041 .179 

.124 .797 .342 -.165 

.185 .782 .234 .104 

.053 .741 .202 -.166 

알람 .510 .214 .645 -.138 

개선성

과기대

치 

.405 .417 .632 -.050 

.556 .257 .560 .081 

.186 .227 .511 .468 

시각

알람 

선호 

.107 .032 .123 .727 

.110 -.092 .224 .705 

.183 .221 .305 .656 

.080 -.254 .325 .620 

 
표3. 타당성 검증결과 

 
 
 
 
 
 
 
 
3.3 중요도분석 결과 
관제사 알람 개선을 위한 오감 및 선호도별 

지표 결과를 방사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2 
에서 그림 5와 같다.  

청각을 이용한 알람 선호에 관한 조사결과는 
그림 2에서와 같다. 무엇보다도 기존 시스템 소
리에 의한 알람 위주보다는 사람에 의한 음성알
람이 주요한 메시지에 실리는 것을 76.7점의 
높은 점수로 선호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호시스
템은 열차운행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가장 우
선적으로 주요 신호알람에 대한 음성메세지 구
현을 76.3점으로 선호하였다. 
 
 
 
 
 

 
 
 

 
 

 
그림2. 청각알람 선호도 결과 

 
그림 3은 시각알람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청각알람에 비하여 10점대에
서 20점대 이상 낮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즉, 
시력감시 의존의 긍정적 평가는 58.5점으로 낮
은 수치를 보였고, 장시간 시력 감시에 대한 업
무숙달능력 또한 54.1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알람보다는 감각에 
의한 통제선호 58.8점, 시력감시에 대한 만족도
가 64.4점으로 다른 두 설문문항보다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관제의 열차감시 통 
제가 시력뿐만 아니라 다른 오감이나 직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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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
하여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설
문문항에 시력감시의 긍정적 평가 점수와 시력
감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
는 현재 관제사는 시력감시에 대한 자신감을 무
의식적으로 보이는 한편, 그러나 현행 시력감시
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공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3. 시각알람 선호도 조사 결과 

 
그림4는 알람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알아
보기 위한 설문조사로써 비교적 전반적으로 현
행 알람시스템 보다는 개선을 통하여 좀더 효율
적인 알람 환경 시스템 구축이 실현되기를 기대
하고 있었다. 즉, 인적오류 예방 81.5점, 알람 
별 색 표시 구분 80.4점, 중요 알람 자막 표출
선호 78.5점으로 알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분별한 알
람빈도 증가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림4. 알람개선 효과 기대치 

 

그림5는 알람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 결
과로써 알람개선을 통한 인적오류 예방 기대감
이 83.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알람 개선 효과 기대치에 인적오류 예방기대
감과 무관치 않은 결과이다. 또한, 알람리스트 
분류선호, 관제사 의견반영을 통한 알람개선 선
호가 81.5점으로 같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그림5. 알람개선의 전반적인 선호도 조사 결과 

 
Ⅲ. 결 론  

본 연구에서 방사그래프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각알람선호 보다는 청각알람 선
호가 약20점대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알람개선 시 인적오류 예방이 가장 큰 목적
이라는 의식이 80점대 이상으로 높았고 알람개
선에 대한 선호도도 전반적으로 기대감과 함께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현행 시력감시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장시간 시력감시에만 의존하는 비시스템적인 방
식 또한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
제사들은 비상상황 시 각자가 조치과정에서의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음을 
본 연구로부터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관제사들은 현재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인적오류에 대한 부담감
을 덜고자 하는 것을 본 논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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