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FACS를 이용한 철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 분석

Analysis of The Railway Accidents Due to Railroad Traffic Controllers Using 
HFACS(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

김홍곤*, 김구영*, 권혁빈†, 

Hongkon Kim*, Kuyoung Kim*, Hyeokbin Kwon†

 
초 록  철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교통관제사의 취급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한 철도사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의 체계적인 분

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오류로 인한 철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적오류 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HFACS(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철도교통관제사의 책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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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철도

의 안전 또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큰 관

심사이다. 이러한 관심 이전부터 정부와 철

도 운영사들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안

전시스템의 기술적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하

고 있으나, 철도교통의 핵심종사자인 철도교

통관제사나 기관사 등의 인적오류와 그것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사고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 없이는 어떠한 기술적 투자도 철도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철

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항공사고분야의 대표적 인적요인 분석

모델인 HFACS를 활용하였다.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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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연구개요

 HFACS모델은 이해하기 쉬운 일반용어의 사

용과 인적오류행위로부터 조직적인 요인까지

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인

적요인 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다[1]. 이 점

을 참조하여 이번 연구의 분석 모델로 선정

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산하의 철도교통관

제센터가 개소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

생한 총 38건의 철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2]

를 분석하였다.

Table 1. Annual accidents occurrence by railroad 
traffic controllers 

 2.2 HFACS 모델

 HFACS 모델은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의 발

생을 조직의 영향, 불안전한 감독,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 불안전한 행위의 4단계로 

구분한 J. Reason 의 스위스치즈모델을 기초

로 하였고, 위의 4단계를 산업의 특성에 맞

게 Fig.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9가지 세

부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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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목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실제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3].

Fig. 1  HFACS Framework 
 

 2.3 관제사 책임사고의 HFACS모델 적용   

38건의 철도교통관제사 책임사고를 HFACS모

델의 19가지 인적요인 세부항목에 대입하여 

Table 2 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각 세부항목

은 철도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 내용을 별

도 작성하여 분석과정에서 참조하였다.     

Table 2  Human Factors Analysis by HFACS  

2.4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불안전행위에 

속한 요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나, 다수의 잠재적인 요인들도 존재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HFACS 모델의 특징인 각 

단계별 요인들의 상호 인과관계를 고려하였

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잠재적 

요인들의 발생빈도를 낮춘다면 인적오류로 

인한 책임사고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하고, 아래 Table 3와 같이 개선방

안을 도출하였다. 

Table 3 Potential causal factors & reform measures

3. 결 론

항공분야를 비롯한 타 산업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인적요인 사고분석모델인 HFACS를 

이용하여 철도관제사 책임사고를 분석한 

결과, 

 - 기술적 환경, 비정상적 정신상태, 발생한     

문제의 교정실패 등의 잠재적 요인이 

관제사 책임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빈도 상위요인에 대한 인적 오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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