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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 :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의 인간성능 개선을 위한 인간공학 관련 기술 사례 

조사

철도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사고만 

보더라도 인간의 부적절한 직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상당 부분은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 작업자의 부

적절한 직무수행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인간 요소의 개입이 

없는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적 요인으로 인

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는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 작업자의 직

무수행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철도의 안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원자력 산업 등 

타 산업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훈련용 시뮬레이터, 인간공학 통합시험설비, 인적

행위개선시스템 등 세 가지 주요 인간공학 관련 기술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에 적용할 인간공학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사례 분석 결과는 ‘철도 종합안전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

인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과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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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roject Title : A Survey on the HFE-related Technologies for the 

Improvements of Human Performance of Safety 

Personnel in Rail System

Rail system is one tha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life. When an 

accident happens, the public using this system should be injured or even be 

killed. The accident that recently took place in Tae-Gu subway system,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human-side task performance, showed 

demonstratively how its results could turn out to be tragic one.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 most cases of the accidents have 

occurred because of performing his/her tasks in inappropriate way. It is 

generally recognised that the rail system without human element could 

never be happened quite long time. So human element in rail system is 

going to be the major factor to the next tragic accident.

This state-of-the-art report describes three major HFE-related 

technologies, training simulator, the integrated test facility for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hum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are used in the 

other industries including nuclear power industr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rail safety through out the improvement of human task 

performance.

Base on this report, the way of developing those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korean rail system is presented. And the results of this 

report will be used in the project that is initiated to manage and reduce 

huma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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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경

철도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시스템이므로 사고가 발생

하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힌다. 아제르바

이젠 지하철 화재 사고(1995), 영국의 킹스크로스 지하역사 화재 사고(1987), 동경 지

하철 충돌 사고(2000) 등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준 사례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무려 191명의 사

망자와 1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그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상당부분 인간의 실수가 개입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역시 사고에 대처하는 인간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참사로 확대된 

사고로 밝혀졌으며,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간 철도청에서 조사한 철도

사고 발생현황에서 보더라도 열차사고의 경우 총 25건 중 80%에 달하는 20건이 취급

부주의와 같은 인적요인이 개입된 사건으로 분석되었다[1].

인간 요소의 개입이 없는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

로,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으므로, 인간 요소의 개입 방식도 수동 조작과 같

은 신체위주의 개입방식(motor task) 에서 정보 처리,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등과 같

은 정신위주의 개입방식(cognitive task)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인적 오류의 방지 및 

평가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오류는 근본적으로 명시된 정확도, 순서, 혹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지정된 

행위를 하지 못할 때 일어나며, 인간의 정보처리 측면에서 본다면 전 과정에서 한 단

계만 무너져도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된다. 인간의 직무 수행 행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작업 환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성하는 많은 인자들, 예를 들면 정보의 

양과 같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기

능과 관련된 지루함, 소음, 조직 구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인적오류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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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적오류 유발 인자는 인간의 세 가지 직무수

행 형태인 SRK(Skill-based behavior, Rull-based behavior, Knowledge-based 

behavior) 프레임워크의 각 실수 모드[2]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인적오류의 유발 

원인과 발생 모드를 분석하는데 기여한다.

기관사의 작업 환경 설계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직무수행 형태를 SRK 체

계 내에서 이해하고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이지만 사고는 한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수많

은 주변요소와 인지되지 않은 실수의 반복적인 요인이 복합된 것이다. 요인 하나하나

를 놓고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허물어져 감에 따

라 결국은 사고에 도달하게 된다[그림 1-1 참조]. 이것을 사고의 연결고리(chain of 

error) 라고 부르는데, 사고예방이란 이러한 실수나 결함으로 연결된 고리가 완성되기 

전에 그와 같은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을 하

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인 km 당 사망자 수가 9배 수준인 국내 철도 상황은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등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막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및 대내외적 이미지 추락 등 간접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 최근 

고속전철 개통과 철도 구조개혁 등으로 안전 위협요소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목적 및 구성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는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의 인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

공학 기술 중 훈련용 시뮬레이터, 인간공학 통합 실험 설비, 인간성능평가 시스템 등

의 기술에 대한 원자력 산업계를 포함한 여타 산업계의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

여 기술하였다. 각각의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해당 웹사이트, 기술 및 연구보

고서, 논문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제 2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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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에서는 이들 기술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

내외의 기술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 평가를 기반으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추후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사고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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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인간공학 기술 사례

제 1 절 훈련용 시뮬레이터

일반적으로 훈련이라 함은 시스템의 단편적인 기능, 구조, 목적 등의 숙지뿐만 아니

라 비상 상황에서의 운전 절차, 대처 규정 등과 같은 보다 상위 수준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넓은 개념의 연습을 의미한다. 훈련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연습도 포함해야 하며 난이도 높은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많은 연습을 하여야 한다. 

여러 상황을 많이 경험한 운전원이 그렇지 못한 운전원보다 비상 상황과 같이 정신적

인 부하가 높은 상태에서도 훨씬 좋은 직무 수행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 실물을 다루는 작업자의 반복적인 연습

을 위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 환

경과 똑같은(충실도가 높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실도가 높은 시뮬레이

터는 현실 세계에서 체험하기 힘든 비상 상황과 같은 비일상적인 환경을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러한 훈련용 시뮬레이터 기술은 컴퓨터,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시스템이다. 또한 피교육자가 가상환경 속에

서 현실 세계와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터와 하이테크 멀티미디어 

기기로 제작된 첨단 산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가상현실 기술은 인공현실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컴

퓨터 모델 속에 들어가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들을 이용하여 그 속에서 정의된 

세계를 경험하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가상현실 기술

은 산업, 교육/훈련, 오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응용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며, 조만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인류 사회에 지

대한 영향을 주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뮬레이터 및 가상현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현실감을 부여하여 사용

자가 실제상황처럼 느끼고 몰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감각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현실감을 부여하는데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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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로 영상과 음향으로써 시각 및 청각을 자극하여 사용자에게 현실감을 부여하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각 및 청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감형 장치를 이용하여 촉각 

및 운동감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현실감을 제공하고 있다. 운동 플랫

폼(Motion System)은 시뮬레이터 및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실제 상황의 운동감을 모

사하는 운동큐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체감형 장치의 

일종이다. 이는 사용자가 체감 및 운동감을 느끼게 하여 가상현실 시스템에 더욱 몰입

될 수 있게 한다.

복합적인 다양한 돌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다수의 훈련용 시뮬레

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우, 최근 국제 산업표준인 M&S(Modeling 

and Simulation) IEEE 1516 HLA(High Level Architecture) 규격을 적용하여 훈련

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동 연구의 초점은 재사용 가능하고 호환성이 우수한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유사 시뮬레이터의 개발 비용과 시간의 단축에 있다. 

철도 산업 또한 국제 산업표준을 수용하고 복합적 다기능 돌발 상황을 연출하여 교육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안전작업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일본, 프랑스 등의 철도 선진국 등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기술적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한다.

1. 국외의 경우

가. 일본 - 동일본철도 종합연수센터 [12, 16]

동일본철도는 일본의 전체 철도 중 약 30%이상을 차지하는 철도회사로서 종합연수

센터는 기관사 양성 및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기관사 자격시험 기관이다. 미쓰비

시정밀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철도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한번에 3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각각 한 대의 

기관사 제어대가 주어진다. 기관사 제어대는 철도승무원이 훈련에 사용하는 소형시뮬

레이터로 한 명의 교관이 감시와 제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형적인 기관차 장비

에다 실시간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모의시각장치 및 모의음성발생기를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기관사 제어대에서는 각기 다른 모의실험이 가능하고, 차량구조, 운전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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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배우기 위한 CAI(Computer-Aided Instruction)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교관 제어대는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하여 각각의 기관사 제어대와 연결되어 있

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과는 자동적으로 진단되고 통계적으로 기록되며, 학생은 실

감 있고 재미있는 환경 안에서 운전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추가로 강사는 강사에 대

한 부담을 덜 갖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1) 신간선 승무원 훈련 시뮬레이터 [12]

   가) 운전사용 시뮬레이터

실제의 운전상황과 동일한 현장감(풍경, 스피드감, 진동)을 표현함으로써 실제상황과 

같은 긴장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운전사, 차장, 지령원이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차장용 시뮬레이터

신간선 열차에 승무한 운전사 및 차장이 주행중에 발생한 차량의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장치이다.

  차장 시뮬레이터는 아키다 신간선(고마치)과 동일한 설비로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으며, 교관대(강사탁)는 정차중, 주행중의 여러 가지 고장을 설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열차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넘판 설치훈련설

비를 갖추고 있다.

2) 전차 운전 시뮬레이터 [16]

제도 고속도 교통영단에는 일본의 전 8개 노선의 주요차종을 이루고 있는 05계 차

량(VVVF 제어) 및 6000계 차량(쵸퍼제어)을 모델로 한 시뮬레이터 2세트를 제작하고 

브레이크핸들은 테이블교환방식을 채용하여 운전사는 해당차종의 핸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후부에 승무원실을 배치하고 객실은 우측편에 2개의 좌석열을 준비

하였으며 전장을 9m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승무원실에는 기기배치를 

하여, 계기의 지침, 표시등의 점멸, 경보의 경적 등을 설치하여 실차와 같이 작동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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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운전 시뮬레이터는 그림 2-1 ∼ 그림 2-8과 같이 모의차량 앞에 컴퓨터 그래

픽(CG)을 전방에 배치하고 차측에는 노선영상표시장치, 주행음 등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차량의 모의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진동장치, 판토그래프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와 대차 등의 실물차량교재,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 훈련 매뉴얼을 선택지정하는 강

사용 조작판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어장치의 호스트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여 시

뮬레이터를 연동시켜 각종 회로도, 선로정보 등을 표시하는 강의시스템을 구성하여, 

생동감 있는 모의운전이 가능하다.

3) CAI 실습실

CAI 시스템은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약자로 컴퓨터

를 보조교재로 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그림 2-9 참조]. 서버실

에는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를 CAI실, 연수실, 전차 운전 시뮬레이터실, 사무실의 어

디에서도 읽고 출력할 수 있도록 서버실과 각 실을 네트워크 기기로 연결하여 LAN을 

구축하였다.

4) 연수실

연수실에서는 집중수업을 대비한 강의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교육용 탁자에는 퍼

스널 컴퓨터, 교재 표시장치, VTR 등의 AV장치를 시스템화하고 화상, 영상, 음향 등

을 이용하여 시청각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학습자료는 액정프로젝터를 통하여 

대형의 전자보드에 영상으로 출력되며, 전자보드에는 전자펜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그

림과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전자회로학습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나. 프랑스 - 국영철도(SNCF)

1985년 수많은 철도사고(Flaujac, Argenton sur Creuse) 이후로 SNCF는 실습했던 

비상사태에서 거의 보기 드문, 본선기관사와 연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여러 종류의 공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1989년에 완료되었다. 

36대의 Giravion 시뮬레이터들 중 첫 번째가 회사의 가장 큰 전차공장에 배달되었다. 

파리-런던 노선의 특별한 요구와 해협터널에 적용되는 전차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만

족시키기 위해 두 대의 TGV시뮬레이터(하나는 TGV Reseau 그리고 다른 하나는 

Eurostar)가 1993 Hellemes (Lille바로 외곽)에 배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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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과 1998년에는 근교 운전을 위한 4대의 “SIMBA” 시뮬레이터의 개발을 보

았다. 이장치는 파리에 있고 파리근교에 통근열차운전의 고유한 특징을 통합시켰다. 

2001년 5월 이후 SNCF는 12대의 수선한 Giravion 장치를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를 추

가로 구입했다. 이러한 “SIMBASE” 시뮬레이터들은 본선기관사의 기본훈련을 위해 새

롭게 발생하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1) SNCF에서 운용되는 시뮬레이터의 유형 [16]

현재 42대의 시뮬레이터가 본선기관사 훈련에 운용되고 있으며, 절차 시뮬레이터와 

운전 시뮬레이터의 두 개의 목록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가) 절차 시뮬레이터

지식과 과정의 이해를 일반적인 환경에서 얻을 수 있게 한다. 시뮬레이터에 사용되

었던 노선은 특별한 지리학적인 시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 관련된 교육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마찬가지로 기관실은 동일

한 이유로 실제 기관차와 꼭 같은 모형이 아니라 훈련생이 목표로 한 지식을 얻자마

자 이것은 실제 근무 환경 OR 운전 시뮬레이터에서 확인된다.

   나) 운전 시뮬레이터

기관실은 현재의 기관차 시리즈와 꼭 같고 열차반응, 견인력이 적용되며 제동시에 

적용되는 열차반응은 실제 운전상황에서와 같다. 가상 컴퓨터는 현재의 노선을 재생하

거나 훈련생들이 평상시 근무환경에서 같은 기준점을 찾아낼 수 있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훈련생들이 첫 번째 임무가 될 수 있는 기관차와 노선에 친숙해 지

도록 가능케 한다. 그 시뮬레이터는 훈련생들이 절차 시뮬레이터에서 배웠던 절차와 

같은 근무태도와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 TGV 시뮬레이터

동적 시뮬레이터들은 실시간 기준으로 연산된 컴퓨터 영상기술을 사용한다. 그것은 

가장 실제와 가까운 시뮬레이터이며, 파리-런던, 파리-브뤼셀의 두 개의 경로를 연결

하는 TGV Reseau와 Eurostar 운전실을 사용한다. 영상은 매우 단순하지만 보충 

TGV훈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이런 종류의 열차에 몇 개의 특별한 과

정은 훈련생을 기관사로 태어나게 한다.



- 9 -

  Eurostar 시뮬레이터는 수입서비스를 위해 터널이 개방되기 전에 유로터널에서 기

관사들이 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재 교육과정의 부분으로서 TGV 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는 본선기관사는 그들의 지식을 정확하게 보존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그림 2-10].

2) GIRAVION 시뮬레이터

이 시뮬레이터들은 원래 운전과 절차의 합성물이었다. 비디오로 현노선이 필름화 되

어있고 비디오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합쳐서 현재 기관사의 운전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는 점에서 1989년부터 기관사가 실습할 기회가 없었던 비상운전과 복구를 본선기관사

에게 가르치기 위해 큰 전차정류장에서 설치되었다. 이 도구는 발전하지도 않았고 연

습용으로 제한했다.

또한 Givavion 시뮬레이터의 유연성부족으로 가르치는 방법들이 이러한 유형의 도

구에는 초기단계의 수준이었고 몇몇 기관사의 반감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사용 

시에는 어떤 염려까지도 되었다.

시뮬레이터의 사용으로 첫 경험은 새로운 관계가 훈련생 지식과 교관사이에 발생했

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 점차로 이 시뮬레이터는 교육기술로 발전했을 동안에 기

관사 기본훈련에 사용되었다.

오늘날 이 시뮬레이터들은 모든 환경에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철도시스템

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시작에서 철도운전에 관련된 문제를 거쳐 모

든 기본훈련에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발전으로 인해 시뮬레이터들이 

기본훈련의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인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장비의 적응(정비)이 문제화로 남게 되었다.

2. 국내의 경우

가. 인천 및 대전 전동차 [4, 5, 6, 7, 8, 14, 15]

1) 모의운전 연습기 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정지형(static) 모의운전 연습기로 1대의 교관대와 2대의 운전실로 구성된

다.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교관대에서 같은 교육 시나리오로 2대의 운전실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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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교육하는 방식과 다른 시나리오로 독립적으로 교육하도록 구성하였다. 표준 설

정은 다른 1대의 운전실은 상행에 설정하고 1대의 운전실은 하행을 설정, 운영하도록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같은 교육 시나리오의 동시 교육 목적으로 변경 운영이 가능하

다. 교육 운영 방식은 교관에 의한, 컴퓨터에 명령삽입(Teach-In) 방식을 채택한다. 

각 운전실에는 교육생의 교육 모습을 교관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운전실 전후방에 각

각 CCT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교관대의 모니터 시스템과 연결된다. 운전실의 

방송, 무선 장비는 개조하여 유선으로 교관대와 연결되며, 그 기능을 모의적으로 구현

한다.

   가) 운전실

실제 크기의 운전실과 주간 제어기, 각종 계기류, 램프, 스위치가 포함된 전장품으로 

구성되며, 모의 TIDK 및 MMI(Man Machine Interface)가 내장된다. 음향효과를 위하

여 스피커를 구동하는 A/V Cabinet(CAB C/E Cabinet)과 연동되고 있으며 교육생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 후면에 CCTV가 장착된다. 교육생에게 궤도와 전동

차 운행특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궤도/전동차 정보모니터(Track/Train Status 

Monitor)가 설치된다. 각종 NFB가 운전석 후방 벽면에 설치되어, 임의로 설정된 고장

에 대한 응급조치를 운전실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운전실 장비의 모든 배선은 

별도 설치된 단자대(Terminal Board)를 통해 CAB I/O 시스템에 연결되어 유지/보수

의 용이성을 갖는다. 운전실 전방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운행 궤도와 신호를 보

여주고 돌발 상황에 대한 영상도 나타난다.

   나) CAB I/O Cabinet

운전실의 모든 입출력 I/O 배선이 운전실에 장착된 단자대를 통하여 각종 Digital 

I/O 및 Analog I/O Board에 접속된다. Main System과 입출력 관계에 있는 신호는 

CAB I/O Cabinet에서 가공되어 시스템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된다. CAB I/O는 실시

간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개발되는 프로그

램에 의해 데이터의 입출력 관계를 다룬다. CAB I/O Cabinet는 각 운전실 당 1 세트

가 할당되고 주 컴퓨터에 연결된다.

   다) 교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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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의 지휘 통제를 위한 콘솔이며,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이 훈련 중인 훈련교육생

과 차량의 상태를 관찰하고 제어하는 장치로서 모의운전 연습기의 총체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한 MMI 기능을 갖는다.

2) 영상 시스템 구성

   가) 인천

모의운전 연습기에는 기존의 LD 방식의 비주얼 처리 기법을 탈피하고 영상처리의 

신기술인 Motion JPEG 기법을 적용한다.

      (1) 영상 구동 방식

Video 시스템은 A/V Cabinet에 할당된 펜티엄급 PC와 주컴퓨터가 상호 TCP/IP 

통신 방식으로 연결되어 주컴퓨터로부터 제어 신호를 받게 된다. 이 제어 신호에 의하

여 A/V Cabinet내에 내장된 수치화되고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구동한다. 압축된 각 

“File” 또는 “Library”내에 내장된 데이터가 연산 속도 및 위치정보에 따라 Video 

Engine Program에 의해 구동되어 “내부 편집” 및 복화(Decoding)과정을 걸친 후 

Video Board를 통하여 프로젝터에 영사한다. 프로젝터를 구동하는 영상 출력은 교관

대에 설치된 Monitoring System/Monitor의 Forward View Display에 화면을 동시에 

제공한다. Video Engine은 영상신호에 적합한 Audio Cue나 Special Event에 대한 

동기 및 Overlay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모의운전 연습기의 Video 및 Audio 기능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스크린 구동 방식

스크린 구동 방식에는 전면 투영(Front Driving) 방식과 후면 투영(Rear Driving) 

방식이 있다[그림 2-11 참조]. 모의운전 연습기에서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대형

스크린(100인치)을 채용하고 설치공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울반사 후면 투영

(Rear Driving) 방식을 채택하여 구현한다. 이 방식은 전면 투영방식에 비해 가격면에

서 고가이지만 스크린 화면이 운전실에 근접시킬 수 있어 현실감을 높이고 전면 투영

방식보다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정비 및 유지 보수 차원에서는 전면 투영방식에 

비해 간단하다. 스크린 구동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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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Cabinet 출력이 Video Splitter에 의해 분할되어 교관대의 Monitoring 

System/Monitor의 Forward View Display와 영사 공간에 설치된 Beam Projector를 

구동시키고 궤도 화면을 스크린에 영사한다. 스크린의 크기는 Trials and Errors 방식

에 의하여 영사공간 내에서 최적의 스크린 해상도를 얻도록 설정한다. 방법은 프로젝

터로부터 스크린을 움직이며 가시적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을 선택한다. 색상 

효과는 RGB(적색, 녹색, 청색)신호의 크기를 컴퓨터로 조정하여 최적점을 찾는다.

   나) 대전

영상 시스템은 3차원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기법과 2차원 실사 영상 

기법을 함께 구현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전동차의 선로 데이터가 반영된 고 해상도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구현한다. 선로 촬영 이전의 영상은 토목공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CGI로 재현되며 건설될 영사의 모양이나 터널 공법에 따른 궤도 주변의 형

상을 실물과 가깝게 재현한다. 궤도의 거리에 따른 구배 및 곡률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훈련교육생의 선로에 대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제 노선의 2차원 실사 영상을 촬

영한 후 실사 맵핑 및 실사렌더링 기법으로 CGI를 제작하여 실사화면과 동일하게 구

현한다.

      (1) 영상 구동 방식

CAB C/G Cabinet내에 전동차 선로의 토목공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모의운전 연

습기에서 필요로 하는 3차원 영상에 관련된 전동차 역사 및 선로, 기타 관련 환경에 

대한 실시간 그래픽 영상을 생성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 구동 방식은 DLP(Digital Lighting Processing) 방식으로서, DLP 방식은 시스

템의 심장부인 표시 디바이스에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를 채용하였다. 이

것은 표면에 극소의 거울을 무수히 배치한 칩으로, 거울 하나가 화소(pixel) 하나에 대

응되는 것으로, 기존의 브라운관 방식이나 액정 방식, 플라스마 방식과 완전히 다른 

투사 방식이다.

DLP방식의 프로젝터는 상을 만드는데 수많은 미세한 DMD소자들의 표면에 반사된 

빛을 회로판을 통해 빛의 차단 및 개방을 결정하는 디지털장치를 사용하며, 신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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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사각도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구현한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할 

때 생기는 잡음이나 이미지 질의 저하가 없고 소자마다 다른 특성을 보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화면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 또한, LCD방식과 같은 투과식이 아니라 

거울반사원리를 이용하므로 빛의 이용효율이 높아 고휘도 및 고정밀 영상을 실현한 

완전한 실리콘 장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신뢰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LCD 및 PDP

방식에 비해 소자의 응답속도가 빨라 동화상에서 끊임없이 보다 부드럽고 유현하게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시야각이 넓어 많은 시청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자기(地磁

氣)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간단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 조정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전

면 및 후면투사 양방향의 용도에 적합하다.

      (2) 스크린 구동 방식

스크린은 좌도 120° 이상, 상하 35° 이상의 시야각 3채널 영상을 얻기 위하여 실린

더리컬(cylindrical) 곡면 스크린을 사용하며 프로젝터가 스크린 전면에서 직접 스크린

에 투사하며 설치 전 상하 일정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 후 고정한다. 

실린더리컬 곡면 스크린 구동 시스템 구성은 그림 2-12 및 그림 2-13과 같다.

실린더리컬(cylindrical) 곡면 스크린은 시야각이 넓고 몰입감이 우수하며 전면투사 

및 후면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음향 시스템 구성

음향 시스템의 소리는 궤도 현장에서 직접 방송편집용 녹음기(High Quality Audio 

Recorder)로 녹음하여 특수한 방법으로 잡음 제거와 가공 처리를 거친 후 수치화

(Digitizing)시켜 A/V Cabinet(CAB C/E Cabinet) System의 Sound “Library”내에 

Sound “File”로 보관한다. 이 Sound File을 궤도 영상 신호와 동기화하여 Sound 

Board로 Digital Sound를 출력시킨다. 발생된 Digital Sound 신호는 Audio Amplifier

를 거쳐 음향신호를 출력한다. 이 출력신호는 운전실에 설치된 하이파이(High 

Fidelity Stereo)용 스피커를 통해 음향 효과를 운전실 내에 제공한다.

   가) 음향 시스템 방식

모의운전 연습기에서 사용되는 음향 시스템은 영상 동기방식의 음향 시스템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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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음향 발생의 모든 기준점이 궤도와 관련이 있다. 즉 궤도의 

위치가 기준이 되어 모든 음향 출력이 발생된다. 음원은 궤도, 차량 및 주위환경을 기

준점으로 선택하여 운행 중 발생되는 대표적인(Typical)한 음원을 선택하여 구현한다. 

음원의 종류는 궤도위치와 무관한 운행 음원은 공기 배출용, 인버터 동작음, 브레이크 

작동음, 경적음, 바퀴 회전음, 마찰 제동음이 있고, 궤도위치와 유관한 특별 음원

(Sound Source)으로는 커브 통과음, 승강장 통과음, 타 전동차와의 교행음이 있다. 궤

도상태를 특징하는 Position Dependent 음원에는 전철기 위치 통과음, 무단 궤도음, 

용접 궤도음, 기타 합성음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음원의 종류에 의하여 A/V 

Cabinet(E/V Cabinet)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Time/position independent continuos sound generation

    Time/position dependent spot sound generation

    Position dependent sound generation

음향의 크기(Amplitude)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위의 생성방식과 동기화시켜 준다. 

즉, 음향의 크기는 컴퓨터지원 음향발생 방식에 의하여 운영된다. 음색은 위에 설명한 

3가지 종류의 합성음의 효과가 최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사운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음향과 모의운전 동기 방식

모의운전 상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전동차를 운전할 때 들리는 음향효과

(Audio Effect)를 삽입함으로써 교육생은 실제 운전실의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음

원을 모의운전 연습기의 동작과 소프트웨어 제어 방식으로 동기화한다. 일정한 교육 

시나리오와 궤도가 선정되면 전동차 특유의 음향과 특수음을 합성하여 모의운전 상황

에 현실과 같은 음향 효과를 부여한다. 동기 방식은 모의운전 방식에 따른 특수음과 

궤도 연관(Dependent) 음향을 A/V Cabinet(E/V Cabinet) 에서 합성하여 운전실에 

출력해 주게 된다. 모든 동기의 기준점은 운전모드, 궤도 연관의 음향 즉 거리 기준 

동기 방식(position dependent synchronization)을 취한다.

   다) 음향과 영상 신호 동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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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Cabinet(CAB C/E Cabinet)에 내장된 음향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는 속도/거리 

기준에 의해서 주컴퓨터의 명령에 의하여 동시에 음향채널 및 영상채널로 출력한다. 

속도연관(Velocity Dependent) 음향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속도에 따른 음

향변화가 영상신호와 동기화되어 출력된다. 음향은 화면(궤도) 위치 및 속도에 의하여 

특유한 음향 변화가 재생되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가 이루어져 영상 신호와 동기화

되어 현실감 있는 음향 효과를 얻는다.

나. 열차 훈련용 시뮬레이터

1) 전방 선로영상

열차의 선로여상은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32“ 모니터(TV)에 표

시한다. 관구도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선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영상 디지털화

(Encording) 및 디지털 데이터 편집이다. 열차신호 및 구간정보(구배, 곡선, 정차역) 

Overlay용 데이터 구축과 CGI 구간 모델링 및 CGI 구간 Texturing을 한다. 또한 

View Point Movement 모듈 개발과 실시간 처리에 맞게 튜닝을 한다.

2) 운전실 계기류

운전실에 현시되는 계기류는 PTS Cab내에 실물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장착된다.

3) PTS/FTS CAB

실차의 모형과 기능을 유사하게 제작하며 운전연습에 필요치 않는 기기류들은 실차

와 유사하게 모형만을 구현한다.

4) 고장처치

실차의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는 고장 기능을 제한된 PTS에서 구

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모니터(17” Color Monitor)내에서 그룹별/고장기능별 구분하여 

고장처치를 구현 한다.

5) 모의음향제작



- 16 -

모의운전연습기에서 모의하고자 하는 음향을 샘플링 하여 편집한다. 샘플링 가능한 

음향은 샘플링 후 편집할 수 있으나 취득이 불가능한 음향은 유사하게 제작하여 적용 

한다.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편집과정에서 Echo효과등과 같은 특수효과를 가미한다. 

제작된 모의음향별로 시뮬레이션 한다.

다. 기관차 및 전동차 운전실

전기기관차의 운전실은 1인 운전이 가능토록 모든 조작기기 배치는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쾌적한 승무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전실은 냉난방장치가 완비되어 

있고, 뒷벽에는 소용량의 냉온장고도 설치되어 있다. 실내의 공기압력을 조절하기 위

한 조압기가 설치되어 터널 통과시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한다.

또한 2인 승무에 대비하여 기관사 우측에는 부기관사용 의자를 설치하고 조작기기

는 운전대 및 뒷벽면 수납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회로차단기, 계전기 및 콘텍터  등은 

기계실 내의 보조제어함 내에 수납되어 있다.

제어대는 전후방 운전이 가능하나, 전부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1인 운전시 

기관차의 출발등 외부상황을 감시하면서 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측창문 측변에 보조

제어기를 설치하여 보조제어기를 통해서도 차량조작(견인 및 비상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라. 소프트웨어 구성 및 기술 사양 [4, 5, 9, 10, 11]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사 동영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3D 그래픽에 의한 영상이어야 하며, 현실감을 위

하여 실사 이미지 맵핑 기법의 적용되어야 한다. 구현 구간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사 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사가 운행하는 구간과 기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표지류(폐색표지, 곡선표지, 구배표지, 차막이표지 등), 전환 가능한 전철기

(정위, 반위, 이선 개통 등, 임의 변경가능), 변경 가능한 신호기 표현, 출발표시등, 입

환 표지 등을 표현한다.

2) 교관 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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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자가 모의운전연습기를 구동하여 훈련의 전 과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가진단, 훈련시나리오작성, 훈련의 실행, 훈련과정 

상태 모니터링, 훈련결과의 분석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 훈련 운영 모듈

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여 훈련 중 상태 감시와 임의의 

고장발생과 돌발 발생 등의 상황을 제어한다.

   나) 시나리오 제어 모듈

교관이 편집 및 작성된 교육시나리오의 교육 명령에 의해 저장되어져 있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시나리오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듈이다. 교관이 궤

도구간을 임의 결정하여 무작위(돌발상황, 고장상황 등)로 교육 내용을 부여하고 교육

조건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적용시켜 교육을 실시하는 모듈로서 Special Event와 고장

발생 기능이 별도에 동작이 없이 교관의 사전 시나리오 작성을 따라 교육을 하게 하

는 모듈이다.

   다) 훈련평가 모듈

운전규정, Special Event 대응능력 및 고장발생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한 조치사항 

정보를 해석하여 평가 계산을 하는 Scoring Algorithm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평가 

출력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훈련교육생의 인적사항

 출발, 종착역에 대한 정보

 운행 운전 모드에 대한 정보

 속도선도 그래프 정보

 Special Event에 대한 정보 및 훈련교육생의 대응 기록

 고장발생에 대한 대응 정보

3) 모델링 소프트웨어



- 18 -

전동차(열차)를 모의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모

델링부분은 정밀한 작업만이 원래의 기능과 특성을 구현할 수 있어서 열차를 모델링

하는 정도에 따라 시뮬레이터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가) 시스템 로직 모델링

차량제작사에서 제공된 전동차(열차)의 전기회로를 기초로 전동차(열차)의 시스템은 

모델링 된다[그림 2-14 참조]. 전동차(열차)는 운전실에서 작동된 조작장치의 논리적

인 명령과 선형적인 수치에 의해 제어되므로 이 논리적인 디지털데이터와 아날로그데

이터를 수집하여 가상적으로 시스템 로직을 구현한다. 각 장치의 제어와 모니터링을 

모델링한다.

   나) 전동차(열차) 운동 특성 모델링

차량제작사에서 제공되는 차량의 설계자료는 동역학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실 운전과 실험으로 차량과 동일한 운동특성을 구현한다[그림 2-15 참조]. 견인(추

진)력은 제어명령을 근거로 전동기의 회전력 발생특성, 차량의 하중 등의 요소로 구성

된 변수에 의해 계산된다. 제동력은 제어명령을 근거로 압축공기, 회생 재동력, 레일의 

점착력, 제륜자의 재질 등의 요소로 구성된 변수에 의해 계산된다. 궤도의 위치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사도, 곡선반경 등의 요소로 구성된 변수에 의해 계산된다.

   다) 신호 모델링

신호설비 제작사로부터 제공된 설계자료를 근거로 자동열차 보호장치(ATP)의 지상

신호 구간을 모델링한다. 각 구간별로 노선의 환경(경사도, 곡선 반경 등)을 모델링한

다. 신호 구간별로 최대속도, 정차위치, 신호등 위치, 전철기, 기타 특정 지점을 모델링

한다. 자동운전을 위한 통제 기능을 에뮬레이션 한다. 통제기능에서 발생된 허용속도, 

목표거리 등의 자료와 연동되어 자동운전을 구현한다. 모델링되어진 신호설비의 고장

을 부여한다.

   라) 궤도와 주변의 그래픽 모델링

컴퓨터 영상은 미리 입력된 데이터에 의하여 움직이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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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충분한 모델링 작업이 수반된다. 다음의 내용을 모델링하여 훈련교육생 전방의 

영상을 구현하게 된다.

 기반시설 업체가 제공하는 설계자료를 근거로 열차의 전방영상 그래픽을 모

델링한다.

 전방영상에는 기본적으로 궤도와 주변 구조물 등이 구현된다.

 궤도나 도로상의 이동체가 자율 주행된다.

   마) 플랫폼의 모델링

역구간의 영상은 미리 촬영된 영상자료와 설계를 근거로 모델링하며 추가로 승객이 

포함된 플랫폼의 영상을 현실감 있게 구현한다. 기반시설 업체가 제공하는 설계자료를 

근거로 플랫폼의 영상 그래픽을 모델링한다. 고해상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활용한다.

4) 모션 시스템

시뮬레이터의 현실성이 뛰어날수록 감각이 예민한 기관사는 시각신경에서 실제 운동

감각을 느끼게 되지만, 자율신경계통에서는 느끼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두 신경계통의 

차이가 멀미 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Motion thickness)

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모션시스템은 부하 2.5톤 이상으로 최소 3자유도의 표현(Pitch, Roll, heaven운동)

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Pitch와 Roll은 -12deg ~ +12deg이상의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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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신간선 운전사용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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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신간선 차장용 시뮬레이터

05계 모의차량 연결 훈련차량영상표시장치

SIMULATOR
 제어장치

강사용 테이블

기계실 장치

실물차량 교재

강의 시스템

그림 2-3 05계 전차운전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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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05계 전차운전 시뮬레이터 교육전경

판타 그라프

영상표시장치

6000계 모의차량

회로학습용 전광 판넬

그림 2-5 6000계 전차운전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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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6000계 전차운전 시뮬레이터 전경

그림 2-7 전차운전 시뮬레이터 내부



- 24 -

그림 2-8 전차운전 시뮬레이터 선로영상 CGI

 선로연장 : 500 m

 차량 : 4량 편성

전자 보드

학생용
PCX40

교재작성 PC SERVER

HUB

HUB

LAN
(100Base- tx)

강사용 PC

강사용 PC

사무실PC
연수실

사무실

CAI 교실

서버실

1F  2F

그림 2-9 CAI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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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프랑스 전동차운전 시뮬레이터(파리북역 기관사 훈련센터)[16]

그림 2-11 Rear Screen(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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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Cylindrical Screen(Top View)

그림 2-13 Cylindrical Screen(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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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시스템 로직 모델링 구성도

그림 2-15 전동차(열차) 운동특성 모델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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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간공학 통합 시험 설비

과거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철도산업은 차량 운송수단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통합화 개방화 자유화가 가속되고 국가간 

교류 및 교역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유발, 대량

고속 수송의 어려움, 더욱이 환경 오염물질까지 배출하는 차량 운송수단의 폐해를 인

식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친환경적이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 대용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에 의하여 하드웨어적 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는 줄

어들고 있지만 종사자의 오류로 인한 사고는 드물지만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 교통수

단의 특성상 1회의 사고 시에도 대량의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몇몇 선진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비용 절감 및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철도 종

사자의 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 항공 방위 산업분야와 같이 시뮬레이터를 활

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경험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 안전취급 종사자

의 인적오류 발생 양상을 실험 및 관측하고 작업 수행도 평가를 위한 실험평가용 통

합설비는 국내의 경우 기술개발 사례가 전혀 없으며 국외의 경우에도 그 사례가 전무

하며 근래에 들어서야 아주 기초적인 실험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타 산업분야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실험평가용 통합설비에 대한 

기술 경험이 풍부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및 보유한 설비는 국외의 설비에 

비해 그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타 산업분야의 개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철도 종사자 인적오류 및 작업 수

행도를 실험 및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시험 설비를 개발 및 완성하고 그 설비를 이용

하여 철도 종사자 인적오류와 작업 수행도 양상을 실험하여 분석 결과를 적극 응용한

다면 인적오류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초적인 실험을 수

행하고 있는 외국보다 먼저 국내 고유의 인간공학 통합실험 설비를 개발한다면 기술

적 우위 확보와 더불어 해외수출까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통합실험 설비는 여러 산

업이 통합되어 개발되어야 하므로 개발과정에서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미치는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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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인적오류 유발실험과 평가활동을 수행하여 실제의 운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

고를 사전에 예측 및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험평가 통합 시험 설비 개발에 성공

한다면 안전한 철도, 정확한 철도, 빠른 철도에 대한 인식이 국민 저변에 확산될 것이

고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했던 차량 위주의 개인 교통수단 대신 대중 교

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안전에 대한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善循環)적인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철도의 안전문화 및 구조개혁 추진

을 이끈다면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철도 보유국이 될 것이다.

1. 국외의 경우

외국 사례 분석 결과 원자력 등 타 산업분야에서는 인간공학 통합 실험설비를 개발

하여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철도 분야에서는 아직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되었

을 뿐이다.

가. 영국 Surrey 대학 [25]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RSSB)에서 Surrey 대학에 의뢰한 연구 제목은 “열차 운

전원의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실험적 연구(Pilot study of train-drivers' 

eye-movements)”이다. 영국 Surrey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John A. Groeger외 4명

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열차 운전원이 어떻게 신호를 보는지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눈동자 움직임 기록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자

동차 산업분야에서 수행되어져 왔었다.

그림 2-16과 같이 열차 운전사에게 눈동자 움직임 기록 장치를 장착하게 한 후 실

제 선로 및 시뮬레이터[그림 2-17 참조]에서 열차를 운전하게 하여 눈동자 움직임을 

기록 및 분석하여 신호를 보는 시간 및 빈도 등 그 밖의 중요 정보들을 상호 비교한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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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운전원의 눈동자 움직임 기록과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에서 열차를 운전한 결과와 시뮬레이터 상황에서 운전한 결과가 유사하

다.

 운전원이 신호를 쳐다보는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신호 시야 표준과 실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의뢰되었다.

 열차 운전원의 시각 방법, 그러한 방법에 숨겨진 운전원 인지(생각)과정, 그

러한 방법의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발전된 눈동자 움직임 측

정

 최소 신호 읽는 시간, 신호 관측의 최적 방법에 대한 운전원 훈련등의 연구

와 같이 운전원과 관련된 연구 주제에 수집된 자료의 사용

나. HRP의 HAMMLAB [26][27]

노르웨이의 에너지기술연구소(IFE)는 중요한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인 OECD 

Halden Reactor Project(HRP)을 이끌고 있으며 HRP에는 전 세계 20개국 100여개 

이상의 원자력 조직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58년도부터 시작되었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5년도부터 가입하여 연구 결과물의 교류 및 인력파견을 

통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RP/IFE가 짓고 20여년 이상 운영해온 HAMMLAB(Halden Man-Machine 

Laboratory)은  다양한 인간-계통 상호작용 실험 및 평가가 가능한 국제적인 실험실

이다.

HAMMLAB은 물리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제어실[그림 2-18 참조], 계통감시 작업실, 

실험자 작업실, 컴퓨터실로 이루어져 있으며[그림 2-19 참조] 계통으로는 분석 계통, 

자료수집 계통, 실험자 계통, 교관 계통, 감시 계통과 3개의 원자로(PWR, B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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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 시뮬레이터와 1개의 근해 석유 생산 공정 시뮬레이터로 이루어진다. 각 계통

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분석 계통

시뮬레이터 작동 동안 모아진 자료를 받아들이고 실험자를 위해서 그 자료를 유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계통이다.

2) 실험자 계통

실험장비 사용자를 지원하는 컴퓨터화된 계통이다. 이러한 지원계통은 자료수집 계

통, 감시 계통, 지령 계통을 포함한다.

   가) 자료수집 계통

시뮬레이터의 작동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계통으로서 자료의 형태는 3가지로 구성

된다.

      (1) 공정자료

플랜트 변수와 수 초 마다 기록되는 값 그리고 자동계통의 작동, 기기 상태, 시뮬레

이터 교관에 의해 더해진 오작동과 같은 공정 이벤트

      (2) 실험참가자 자료

공정에 대한 실험참가자 행동(영상/음성 기록장치), 접속한 정보화면, 눈동자 추적, 

질문표

      (3) 언어적 자료

모든 참가자의 대화, 전문가 조언

   나) 지령 계통

      시뮬레이터의 시작, 정지, 중지

      시나리오 조건 프로그램화, 시나리오 조건 저장, 시나리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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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작동 삽입

   다) 감시 계통

효과적인 자료 통신과 시뮬레이터 기능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계통을 감시하는 계통

2. 국내의 경우

IT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 철도분야 시뮬레이터는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실험설비는 아직 개발 시도는 물론이고 개념 정립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원자력분야는 순수 국내 기술로 통합실험설비를 

구축한 전력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원자력 분야의 대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 원자력산업의 KAERI-ITF [28]

한국원자력연구소는 VDU(Visual Display Unit) 기반의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주제어

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1997년에 

이미 인간공학 통합실험설비(ITF : Integrated Test Facility)를 구축하였다.

ITF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20과 같다. ITF는 크게 나누면 전 계통 모의가 가능

한 인간공학용 시뮬레이터 시스템(HMS : Human Machine Simulation)과 이 시뮬레

이터와 연계해서 인간공학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공학실험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1은 ITF의 실물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1) HMS

   가) 하드웨어 구성

HMS내 하드웨어 구성은 표 2-1과 같다. Main Test Room(MTR)내 운전자제어반

(Operator Station)과 감독자제어반(Supervisor Station)이 위치하고 Supporting 

Test Room(STR)내 운전자지원제어반(Supporting Test Room Operator Station)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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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제어반은 20인치 크기의 8대의 터치스크린식 VDU를 설치해서 운전원이 쉽게 

발전소 공정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VDU 화면내 메뉴 이동

은 트랙볼,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운전자제어반 좌측 상단에는 

2대의 하드웨어 경보창 패널(annunciator window panel)을 설치해서 발전소 주요 경

보들의 발생을 쉽게 운전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제어반 중앙 상단에

는 100인치 크기의 대형정보표시화면(LSDP : Large Scale Display Panel)이 위치하

고 있어 발전소 주요 변수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에는 2

대의 터치식 평판패널 표시장치(FPDU : Flat Panel Display Unit)을 설치, 발전소 안

전과 관련된 변수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독자제어반과 운전자지원제어반 내에는 각각 2대의 VDU 및 1대의 FPDU가 설치

되어 있어 원활한 운전감독 및 테스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perimenter Control Room(ECR)내에는 host computer, instructor station, 

engineer station, 실험데이터 분석시스템인 DAEXESS(Data Analysis and 

Experiment Evaluation Support System) station 및 AV control system이 설치되

어 있다.

   나) 소프트웨어 구성

HMS 소프트웨어 구성은 크게 발전소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 Human-Machine 

Interface(HMI)용 소프트웨어, 인간공학실험 데이터분석용 DAEXESS 및 시뮬레이터

와 HMI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2) 인간공학실험 장치

ITF내 인간공학실험용 장치로는 시선추적장치(ETS : Eye Tracking System)와 

telemetry system이 MTR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장치는 자유자재로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moving rack으로 구성되어 있다.

ECR내에는 INDY workstation상에서 수행되는 DAEXESS와 data analysis PC가 

있어 인간공학실험용 데이터를 on-line또는 off-line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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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TR내에는 모두 4대의 폐쇄회로 TV 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있고 ECR내에는 

CCTV 카메라 제어 PC와 함께 audio/video control system이 있어 MTR내에서 일어

나는 운전원들의 감시 및 제어 행동을 비디오로 기록 및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22는 인간공학실험 장치의 실물 사진으로서 왼쪽부터 CCTV 카메라, 

telemetry system, eye tracking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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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 Detailed Constituents

 

Main Test Room

Operator Station

- Eight Touch Screen 20" Color CRTs (VDU)  

- Four 3-button Mouse/Trackball and Keyboards  

- Two Touch Flat Panel Devices (FPDU)  

- One Large Scale Display Panel (LSDP)  

 (BARGRAPHICS 801S Graphics Amplified Projector)  

- Two Window Annunciator Alarm Boxes

Main Test Room

Supervisor Station

- Two Touch Screen 20" Color CRTs (VDU)  

- One 3-button Mouse/Trackball and Keyboard  

- One Touch Flat Panel Device (FPDU)

Supporting Test

Room Operator  

Station

- Two Touch Screen 20" Color CRTs (VDU)  

- One 3-button Mouse/Trackball and keyboard  

- One Touch Flat Panel Device (FPDU)

Experimenter 

Control Room

I n s t r u c t o r 

Station

- Two Touch Screen 20" Color CRTs  

- Two Keyboards  

- Two Mouse Input Devices

E n g i n e e r 

Station

- Two Touch Screen 20" Color CRTs  

- Two Keyboards  

- Two Mouse Input Devices

Data Analysis 

and Experiment 

E v a l u a t i o n 

Support System

( D A E X E S S ) 

station

- One INDY Workstation  

- One 20" Color CRT  

- One Keyboard  

- One Mouse Input Device  

- One 486DX PC  

- Color Inkjet printer and LaserJet printer

Simulation 

Computer

- Challenge Computer (Four CPUs)  

- Console Terminal  

- Console Printer

HMS 

Computer Network

- Three Ethernet Local Area Networks (LANs)  

- Transfer data between the simulation computer and the 

INDY  workstation.

Workstation 

Furniture

- Consists of a desk for CRT and a cabinet for 

annunciator.  

- The desk and cabinet are made of wood.

표 2-1 KAERI-ITF의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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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eye tracking system

    

 

그림 2-17 Surrey 대학의 철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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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HAMMLAB의 시뮬레이터

그림 2-19 HAMMLAB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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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KAERI-ITF의 전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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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KAERI-ITF의 Main Test Room

그림 2-22 KAERI-ITF의 인간공학 실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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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간성능평가시스템 개발 사례

1. 국외의 경우

가. 미국의 ASRS [21, 23]

1) 배경

1974년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접근 중이던 B727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여 탑승

자 92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 결과 이 사고가 발생하기 6주전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가 동일한 항로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뻔 한 사건이 있었으며, 동 사건은 

사내 비밀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내부에 전파되어 그 항공사의 전 조종사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타 항공사에는 전파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점에 착안, 미 의회는 항공 준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모든 항공관계자들에

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을 미연방항공청에 요구하였으며, 1976년 미

연방항공청은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을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과 계약하여 ASRS(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가 탄생되었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

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들도 이 시스템을 모태

로, 또는 독자적으로 보고시스템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항공 안전비밀보고제도

(ICASS)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항공안전보고 제도의 정보교환과 

향후 발전방향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ASRS는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NASA의 양해각서

에 의해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FAA의 예산지원아래 NASA Ames Research 

Center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보고서 처리 및 분석, 안전대책 연구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실무사항은 독립 민간기

구 Battelle Memorial Institute 가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 오고 있다[그

림 2-23 참조]. ASRS는 설립 이래 최근까지 약 35만 건(1999년 한해만 34,800 건) 

의 항공안전 보고서를 접수하여 그 중 약 650,000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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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항공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단 1건의 보고자 신원노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 운영

1975년 연방항공청은 ASRP(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를 시행하였으나 

보고서 접수기관이 규제당국이라는 점과 보고자의 신원 비밀 및 면책권에 대한 보장

이 없어 항공종사자가 보고서 제출을 기피하여 최초의 CRS(Confidential Reporting 

System: 항공기준사고 보고제도) 는 실패로 돌아갔다. FAA는 실패의 원인이 접수기

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함에서 기인함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전담하여 운영

할 제3의 기관으로 NASA 가 맡게 되었다.

NASA에서는 ASRS 프로그램 담당 이사 1명이 Battelle 에 파견 나와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 진행 및 처리사항을 관장한다. 전체 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프로그램 관리

자, 분석 및 연구원, 시스템 전문가 및 행정 요원들로 구성되어있다.  분석 및 연구원

의 각 개인별 경력은 15~20년에 달한다. 또한 ASRS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와 항공산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ASRS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조언과 감시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ASRS를 대변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NASA의 ASTTA( 항공우주 교통기술 자문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구성은 FAA, DOD(Department of Defence), ATA(Airline 

Transportation Association), AIA(Aircraft Industries Association), 조종사 협회 대

표, 정비사협회 대표, 객실 승무원협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문위원 중에서 4~5명에게 ASRS 운영의 보안성 유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불시에 ASRS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문서의 보안유지 및 처리 과정에서의 

보안성을 점검하여 ASRS 의 생명인 보고자 인적사항 누출을 감시 하고 예방하는 보

안위원으로 임명한다.

   가) ASRS 의 주요업무

      (1) 당국과 업계에 대한 위험정보의 긴급전파

      (2) 항공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42 -

      (3) 인적요인을 비롯한 각종 조사 연구

      (4) 항공안전 정보지 발간

      (5) 외부기관의 연구지원 및 자료제공

      (6) 항공안전 정책이나 법규, 절차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나) ASRS의 보고대상 사건

      (1) 조종사 안전

      (2) 관제절차

      (3) 조종사/관제사간 통신

      (4)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에서의 사건

      (5) 공중 충돌 위험

      (6) 항공기 정비 기타 항공안전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고자가 직접 관련 되거나 또

는 목격한 사건

   다) 정보의 전파

NASA는 ASRS를 통하여 상당한 양의 항공안전 보고서를 접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

으며 보고서를 접수할 때마다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Alert Bulletin을 발하여 

전 항공계 및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사항은 FYI (For Your Information), 'CALLBACK', 'DIRECTLINE' 등 항

공 안전 정보지를 통해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항공업계에 전파하여 항공안전에 기여

하고 있다.

   라) ASRS의 면책권

FAA 는 보고서 접수를 장려하기 위해서 1975년 보고자에 대한 면책권 보장을 미국

연방항공규칙 FAR(Federal Aviation Regulation) 91.25 에 규정하였으며, 다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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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 그리고 항공사고(Accident)를 구성하는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보고자의 접수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보고제도

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나. INPO-HPES

1) 배경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TMI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와 같은 중대사

고의 원인에 인적실수가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

로 설비고장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인적실수에 의한 고장률은 증가하

였다. 미국에서는 원전운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 내의 원전 보유 전

력 회사들이 모여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라는 비영리 단체 

설립하였다. 이 INPO는 원전 운전원 및 정비요원들에 의한 인적 실수 방지를 목적으

로 1981년 HPES(Hum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 

시스템의 참조 모델은 미국 항공분야에서 조종사 오류에 의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하

여 개발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항공분야 인적행위 개선 시스템인 ASRS이다

[20].

2) 개요

1981년 개발된 HPES도 ASRS의 기본적인 정신을 채택하여 자발적인 보고체계, 보

고자에 대한 신원보장, 보고자에 대한 징계 불허를 원칙적으로 정하였다. 이 시스템은 

이후 약 5년간 여러 전력회사들의 참여하여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1987년 마침

내 HPES 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고, 이 HPES는 1989년 국내에 도입되어 1990년부

터 원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20].

   가) 분석체계

INPO-HPES는 상황보고서 작성, 행위요인분석, 원인요소분석, 상황분석사건 및 원

인요소 차트 작성 등의 분석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 대상 행위 및 작업을 조사하여 사건 및 원인요소 초안을 작성 후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행위요인 분석과 원인 요소 분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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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 및 원인요소 차트는 수정/보완을 거쳐 검토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정 조

치 안이 작성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상황 분석 양식과 요약보고서를 작성한다.

      (1) 행위요인 분석

분석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적합한 인적실수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며 인적실수와 관련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

한다.

      (2) 원인요소 분석

원인요소 분석은 행위요인 분석결과와 그에 대응하는 가능한 원인 요소의 지표를 제

시해주는 원인요소분석표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원인요소를 확인하는 단계

      (3) 상황분석

상황분석 결과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인적오류를 수행한 사람의 교대근

무 일정, 직무범위, 경험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준다.

      (4) 사건 및 원인 요소 차트(E&CF, Event And Casual Factor Chart)

사건 및 원인요소 차트는 사건 및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E&CF 차트는 발전소 관리자에게 사건 상황을 설명할 때 사건 흐름순서에 대한 시각

적인 표현과 설비고장 원인 및 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 원인요소가 사건에 미치는 영

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다. 영국의 CHIRP [21]

1) 배경 [30]

CHIRP(Confidential Human Factor Incident Reporting Program)는 1982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자발적 항공안전비밀보고제도로서 도입 당시에는 공군항공의학연구소

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독립번인의 자선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HIRP는 영국 CAA의 의무보고제도인 MOR 제도가 사건관계자를 문책하기 위한 목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감독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보고하기를 꺼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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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건 발생의 인적요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다. 의무보고제도인 MOR(Mandatory Occurrence Report)가 주로 기술적 결

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CHIRP는 인적요소 측면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본 제도에서 인적요소란 다음을 의미 한

다.

- 잠재적 위험 상황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승무원의    

   행위 또는 불행위

- 승무원 에러의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항공기 장비 또는 운항절차와   

    같은 운항적 환경

주요활동으로는 항공사건 보고접소 및 원인분석, 안전정보 전파, 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영국 민간항공청의 MOR과 영국항공의 BASIS와 유기적인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운영

CHIRP 위원회는 5명의 독립위원과 민간항공협회(Civil Aviation Authority)의 의학 

분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관리 및 예산에 책임을 진다 CHIRP는 

Human Factor와 관련된 전문지식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운송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추

천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고서 및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조언 역할을 하는데, 단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조언을 할 뿐이며, 자신을 추천한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을 갖지 않는다. 자문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보고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상태로 이루어지며, 모든 개인의 인적사항

에 관한 정보는 제출 전에 보고서에서 제거 된다.

   가) CHIRP 면책권

CHIRP 보고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책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지만, 영국 CAA(Civil 

Aviation Act)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항공협회는 항공정보회보를 통하여 제한적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CHIRP에 보고된 법규 위반내용을 민간항공협회(CAA)가 

CHIRP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더라도, 그 위반이 고의가 아니거나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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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일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라. 캐나다의 SECURITAS [21]

1) 배경

SECURITAS는 교통안전위원회(TSB)가 운영하는 자발적 비밀보고제도이다. 이 제도

의 목적은 비처벌의 비밀이 보장되는, 교통안전정보 수집방법을 이용하므로 써 교통안

전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고를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 SECURITAS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비밀보고제도로서 항공, 철도, 해상 교통분야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종사자 및 관련자의 자발적인 보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SECURITAS는 다른 경로로는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 캐나다 교통 시스템과 관

련하여 발생한 각종 안전 관련 인시던터, 잠재적인 불안전 요소, 조건, 상황 등을 보고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30]

2) 운영

제도운영 및 분석 요원은 TSB의 사고조사관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 SECURITA 

에 접수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임이 아닌 시간제로 

SECURITA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음성우편 

등 4가지 방법에 의하여 접수되고 있는데, 일반우편은 전용 우편사서함을 이용하며, 

나머지는 SECURITA 사무실에서 지정된 직원만이 취급할 수 있다.

SECURITA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서에 언급된 안전문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공식 안전권고, 안전서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있으며, 접수된 보고서 중, 중요한 것은 TSB에서 1

년에 2회 발행되는 안전정보지 ‘REFLEXIONS'에 게재하여 전파하고 있다.

   가) 보고규정

캐나다는 SECURITA 보고자에 대하여 법과 TSB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보고

자의 신분에 대하여 보고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신분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한 보고자

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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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A는 미국의 ASRS와 같이 보고자에 대한 제한적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

지 않는데, 즉 SECURITA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보고자의 위법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마. 영국의 CIRAS [24]

1) 배경

CIRAS은 영국철도 산업의 준사고보고제도로써. 1996년 발생하였으며, Ladbroke 

Grove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모든 영국철도는 CIRAS(Confidential Incident 

Reporting & Analysis System)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2000년에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며 3000건 이상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

2) 개요

CIRAS는 철도종사원들이 회사의 일반적인 안전관련제도를 통하여 보고 할 수 없는 

안전에 관련된 사고를 보고하는 방법이다[그림 2-24 참조]. CIRAS는 관련종사자에 

대한 비난의 두려움 없이 안전사건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성과 비밀이 보장된

다. CIRAS는 철도종사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스러운 습관, 절차,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회사에서 안전관련 제도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와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CIRAS은 보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의 

안전보고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 Charitable trust는 CIRAS의 보존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

   나) National Steering Group은 CIRAS의 정책결정과 개발을 감시한다.

   다) Core Facility는 CIRAS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Regional Facility 의 자료를 

CIRAS National Database 에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을 보장하고 기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Regional Facility를 감사한다. Core  

Facility 는 데이터의 분석을 책임지고 안전관련 보고서를 철도관련 산업체에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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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egional Facility 는 보고자와 직접 접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회사에 

feedback 해주고 CIRAS 저널을 발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운영

각 철도관련 회사는 3개의 Regional Facility중의 한 곳에 배정되어 있는데, 해당 

Regional Facility 직원은 보고자와 인터뷰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

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해당회사에 발송되어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

다. 그리고 저널에 보고서와 대답이 출판되기 전에  LCM(Liaison Committee 

meeting)에서 논의 되어진다. 이 회의에는 각 회사의 대표자과 HMRI와 RSSB 참석 

한다.

Regional Facility는  보고서와 대답을 CIRAS Core Facility에 의해 CIRAS 

National Database에 입력된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는 안전관련 추세를 밝히기 

위한 다른 안전수행데이타와 병행되어 사용된다.

CIRAS는 NSG(Nation Steering Group)에 의하여 감독되어 지는데, RSSB(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Network Rail, Trade Union, ATOC(Association of 

Train Operating and Freight Operation Companies), Safety Liaison Group 의 하

부조직, 독립적인 인적요소 전문가 등이 steering group의 구성원이다.

CIRAS 시스템과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Charitable Trust를 설립하였

다. 이 Charitable Trust의 구성은 RSSB, Trade Union, 인적요소 학회, Rail 

Passenger Council, 철도 고용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가) 비밀유지

CIRAS 제도는 엄격히 비밀유지가 지켜진다. 이 비밀유지로 인하여 직원이 관리자, 

조합, 동료로 부터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떤 사고 상황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CIRAS의 견해는 누가 그것을 했느냐 보다는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CIRAS 제도는 익명이 아닌 비밀유지 제도이다. 보고자는 그들의 이름과 사고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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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한다. 그 결과 CIRAS 직원은 그 사고가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보고서의 상세부분을 확인한다. 보고자와의 접촉은 그들의 작업공간에서 멀리 떨어

진 지역에서 한다.

일단 그 보고서가 작성되면, 보고자의 인적사항은 파기된다. 익명의 보고는 CIRAS 

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익명의 보고는 악의적

인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CIRAS는 보고자의 신상명세를 결코 공표하지 않는다.

CIRAS에 보내진 모든 정보는 보안이 전제로 된 상태로 저장된다. CIRAS 사무실은 

엄격히 통제되어지고 모든 비밀정보는 분석가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국내의 경우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K-HPES [20]

1) 배경

국내에서 초기에 사용했던 HPES는 미국의 INPO-HPES를 번역한 것으로 국내 원

전에서 시험 적용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국내실정에 맞는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1992년 한국형 HPES인 K-HPES를 연구 개발하여 1993년 완성, 그 

이후에 국내 원전에서 사건 및 사고의 분석, 개선안 도출, 전파 업무에 K-HPES를 사

용하고 있다[그림 2-26].

2) 개요

K-HPE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용구조는 아래와 같다. 원전운전 및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인적행위를 평가한 후, 평가를 통해 밝혀진 인적오류에 대

하여 그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운전원 및 보수원의 교

육, 훈련이나 설계 개선에 반영하여 인적행위를 개선시킴으로써 유사한 원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K-HPE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영구조이다[그림 2-25 참조].

   가) 이론적 배경

어떤 영역에서의 인지행위 및 인지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서의 인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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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행자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인지

모형의 설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K-HPES 분석의 대상이 되는 원전에서의 인적행

위 수행자는 원전 운전원 및 보수원들로 아래와 같은 인지모형이 개발되어 현재 전 

원전에서 운용중인 K-HPES 시스템의 중심 이론으로 적용되었다. 이 인지 모형은 인

간공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Rasmussen의 8단계 인지모형을 발전소 현장 

분석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5단계로 단순화한 모형이다[그림 2-27 참조].

그림 2-27에서 실선은 각 단계간의 선 후행 관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점선은 작업자

의 수행도 수준에 따른 가능한 지름길을 표현한 것이다.

K-HPES 시스템에서는 5단계 인지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동적오류분류체계”라는 

인지오류의 동적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표 2-2 참조]. 이 오류분류체계는 사건/사고

에 관련된 인지오류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원전 운전 및 보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지오류를 형태 및 원인별로 분류하였다[표 2-3 참조].

3) 운영

   가) 책임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고서의 타발전소 전파 등의 운영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그림 2-28, 29 

참조].

   나) 담당자

책임자를 지원하고 K-HPES 관련 기술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보고서 접수, 등록, 타

발전소에 경험전파, 경향분석,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다) 분석자

책임자를 지원하여 K-HPES 분석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며 보고자의 자

발적인 보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K-HPES 관

련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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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고자

인적실수 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여 보고하는 발전소의 모든 종사자

   마) 활용

      (1) 분석사례 발표회

연1회 K-HPES 분석보고서의 분석사례 중 내용이 우수한 사례나 타사업소 접수 사

례 중 우수한 분석자료를 선정하여 수행

      (2) 타사업소에 전파

상황보고 접수 또는 사건발생후 40일 이내 본사, 각 발전소 및 원자력교육원에 전파

      (3) 타사업소의 분석 보고서 활용

타사업소 분석보고서 접수시 관련부서에 조치 의뢰를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K-HPES 전산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

1990년 국내에 적용된 HPES는 1999년 까지는 워드프로세서 문서 양식으로 보고서

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산지원 시스템인 CAS-HPES가 적용되었

으며, CAS-HPES는 5단계 분석 절차(사건개요기술, 사건경위분석, 오류상황분석, 인

지상황분석, 원인요소분석)를 거쳐 사건/사고에 대한 인적행위 분석을 수행한다[그림 

2-30 참조]. 그리고 모든 분석결과는 Database에 저장되어 추후 분석자가 필요할 경

우 조회 할 수 있다. 또한, 운전절차서, 기기 Database, 원전 운전원 의사결정모형인 

5단계 인지모형, 동적오류분류체계 는 해당 분석 모듈과 연계되어 필요한 분석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통계 검색모듈은 분석된 사건들에 대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 CAS-HPES 기능

      (1) 분석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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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기술 지원 기능

  사건경위분석 지원 기능

  오류상황분석 지원 기능

  인지오류분석 지원 기능

  원인요소분석 지원 기능

      (2)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E&CF Chart 자동작성 기능

  상황분석 보고서 자동작성 기능

  원인요소 분석표 자동작성 기능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3) 통계 검색기능

  시기별 사건발생빈도 조회 기능

  상황요소별 인적오류 빈도 조회 기능

  두 상황요소 간의 상관관계 조회기능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회 기능

   나) 사건/사고 분석 절차

      (1) 사건개요 기술 모듈

  해당 사건/사고의 보고서 번호, 사건발생일시, 제목, 개요, 결과등 사건과 

관련된 개괄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모듈

      (2) 사건경위분석 모듈

  분석자가 사건/사고 당시 계통 시스템의 상태나 운전원의 행동을 기술하도

록 설계

      (3) 오류상황분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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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인적오류를 대상으로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된 배경상황을 분석하는 단계

      (4) 인지오류분석 모듈

 사건경위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인적오류와 인적오류경로를 바탕으로 각 의

사 결정단계에서의 오류 형태 및 원인을 CAS-HPES에서 제공되는 동적 오

류분류체계를 이용해 파악하는 단계

      (5) 원인요소분석 모듈

 사건경위분석을 통해서 인적오류의 윤곽이 드러나고 인지오류분석을 통해  

서 오류의 인지적 형태 및 원인이 분석된 후에는 오류의 인지적 원인 이외

에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 조직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 보다 

광범위한 오류원인에 대한 파악을 위해 원인요소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6) E&CF Chart 및 보고서 작성 모듈

 E&CF Chart 는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도형 기호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림.  E&CF Chart 는 사건 흐름에 대한 정보를 함축성 있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복잡한 상황의 사건을 분석자가 한 눈에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다) 분석결과 통계 검색 모듈

사건의 검색을 지원하고 시기별 ,상황요소별 등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범주로 사건

의 원인을 통계 처리하여 인적오류의 경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적행위 연구 및 대

책안 수립을 지원해 준다.

   라) 원전기기 Database 구축

CAS-HPES를 이용한  사건 분석 절차 중 ‘사건경위분석’ 및 ‘오류상황분석단계에서

는 경우에 따라 기기 종류나 기기번호 등 사건과 관련된 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다. 이러한 분석지원기능 및 분석결과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

로 기기 Database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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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전절차서 조회기능

K-HPES 분석자가 CAS-HPES를 이용하여 사건에 대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분석 절차 중 ‘사건경위 분석’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운전절차서 조회가 필요가 

있다. 운전절차서 조회 기능은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분석 지원을 위해 구축 한다.

5) 해외 원전의 HPES 운영현황

   가) 미국

TMI 사고 이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NASA Aero Space sys를 도입하여 보완

하였고 80년대 초반 INPO에서 개발 후, 2차에 걸친 시험 적용 후 86년부터 본격 적

용하고 있다.

 1986년 이후 미국내 원전에서 HPES 본격적으로 적용 시작

 1996년 이후 관련 전력 회사중 90%가 시행 중

   나) 일본

일본 전력 중앙 연구소(CRIEPI)내 인적요인 연구센터(HFC)에서 INPO-HPES를 

1986년도에 도입하였다. 이후 3차에 걸쳐 일본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J-HPES를 

1989년 이후 사용 중이고 현재 인적 신뢰도, 인간공학 등 인적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

다.

   다) 캐나다

1984~85년 온타리오 하이드로社에서 시범적용 후 86년부터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

하였고 1990년 이후 HPES 활동을 강화하였다.

   라) 프랑스

1980년대 초반 INPO와 함께 HPES 프로그램에 미국과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인적

요인 분석 그룹 구성하였으며, 기기 자동화,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첨단 제어실 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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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안전공단의 KAIRS [21][22]

1) 배경

1984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준사고 보고제도 세부 규정을 제정, 회원국들

이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제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1997년 캐나

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교통장관회의에서 지역내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을 높혀 아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준사고 보고제도를 

개선/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법을 개정(‘99.2.5),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2000년 1월 10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0-4호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 운영요령‘ 이 

공포되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 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공

단에서 제도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개요

항공준사고보고제도의 항공준사고(Aviation Incident)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정의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Accident)를 제외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항공기사고와 동일한 원인 및 상황에서 발생하였

으나 인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 

또는 기타 요소와 연결되면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항공준사고보고제도는 이와 같이 항공기사고로 발전될 수 있었던 사건, 불안전한 상

황 및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항공종사자들로부터 접수하여 분석, 전파함으로써 항공분

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 인지하여,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와 항공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항공준사고보고제도는 보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밀보고제도로서 이 제도

는 "누가 실수를 저질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이

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항공

분야 및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지향적, 건설적인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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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항공 준사고보고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와 사고예방을 담당하

는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항공 준사고분석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조종 정비 관제경험이 있는 전문 분석원들이 항공 종사자들의 보고서를 분석하며 관

련 정부기관, 단체, 업체, 학계 및 항공종사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KAIRS(Korea 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운영을 개선하고 

있다[그림 2-31 참조].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의 핵심은 항공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은 제도운영에 있어 항공종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

을 수 있고 또한 규제당국이나 항공사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고

서를 다루는 행정요원에서 분석요원에 이르기까지 작업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

부에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접수·분석 등 보고서 업무처리 담당부

서의 사무실은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항공 준사고보고 업

무에 관한 모든 작업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접수단계에서부터 보고서와 관련한 인적사항에 대한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모든 보고서 및 보고서내 사건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항공법상(항공법 제50조의2 제3항)에 규정해 놓고 있으며,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일반화하여 자료로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소식지와 연구보고서를 발간, 항공종사자에게 제공한다.

   가) 보고서 작성방법

보고서 양식은 조종/일반(흰색), 관제(녹색), 정비(주황색), 객실(노랑색) 등 4가지가 

있으며, 보고서 양식은 크게 '인적사항 기입부'와 '사건내용 기입부'의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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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적사항 기입부

보고자 성명, 주소 등 개인의 인적사항과 상황개요, 발생일시 등 사건 확인에 필요

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인적사항 기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고자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보고서는 무효 처리되며 바로 폐기된다. 이 부분은 

보고서 분석도중 분석원이 보고자와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고 보고서 분석이 

완료되면 절취되어 보고서 제출자에게 회송되어,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보

호하고 보고된 사건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제한적 면책을 받기 위하여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에 보고한 사실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2) 사건내용 기입부

사건내용 기입부는 앞면에서 인적사항 기입부를 제외한 아래 부분과 뒷면의 절반으

로서 사건과 관련된 일반 데이터를 기입하고 사건상황을 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다. 보고서 서식은 보고서 작성자의 입장과 분석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및 

분석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보고서는 한 장의 서식으로 최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많

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3) 우편 봉투부

보고서 서식은 제출이 용이하고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접어서 

봉하면 바로 우편봉투가 되도록 고안하였으며, 우편요금은 수취인, 즉 교통안전공단 

부담한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자는 자신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사건에 대한 내

용만을 자세히 기술하여 잘 접어 봉한 후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보고서 제출은 완료

된다. 항공 준사고보고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

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기타 항공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준사고 

보고서의 제출이 필하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많은 양의 솔직한 보고

를 장려하기 위하여 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제한적 면책에 관한 사항을 항공법상

에 명시하고 있다.

   나) 접수된 보고서의 처리

항공 준사고보고제도는 접수된 보고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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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석과 정밀분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1) 초도분석

초도분석이란 분석원이 정밀 분석전에 우선 검토하는 사항으로 보고된 사건의 긴급

성, 적합성 및 사고나 범죄행위 관련여부에 대하여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보고서 내용에 항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

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나 해당기관에 긴급안전정보를 발행하며, 또한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의 보고대상이 아닌 사고 및 범죄관련 사항일 경우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정밀분석

정밀분석이란 초도분석이 완료된 보고서는 해당분야 분석원이 관련자료, 전문지식,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유추, 분석하고 만약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보고자와 연락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모든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없

애거나 익명화하고 추후 자료검색 및 통계분석에 유용하도록 자료 입력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인적사항 기입부를 절취하여 보고자에게 

회송하고, 분석된 자료입력표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내용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재확

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하여 영구보관하게 된다.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된 자료는 주기적인 소식지, 연구보고서 발간 및 항공안전 연구에 활용되며, 

보고서 원본은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된다.

   다) 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항공법 제50조의2(준사고보고 등) 제3항에서는 준사고를 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

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항공준 사고보고제도에 의거 준사고를 보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접수기관 외부의 어

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입수된 후 보고서 상단의 인적사

항 기입부는 보고서 서식에서 절취하여 접수번호와 함께 보고자에게 회송한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원본은 파기되어 

보고자의 신분은 영구히 보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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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고자 제한적 면책

보고자에 대한 제한적 면책이란 보고자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항공 

준사고보고제도를 통하여 보고하는 사람에게 항공법에 의한 행정처분시 보고사실을 

참작하여 제한적으로 면책해 주는 것으로서,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에 보고한 사항이 항

공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될 경우 다음에 열거한 내용 및 조건들

을 충족하면 건설통교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 항공법 제5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가 아닌 모든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에 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적법

보고 여부는 보고자에게 회송된 인적사항 기입부를 제시하면 보고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 이처럼 항공법에서 신분보장과 제한적 면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공개하므로 써 발생할 수 있는 항공당국에 의한 법적, 행정적 처분 

및 소속 항공사로부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항공안전 저해요소가 되는 사

건, 불안전한 상황 및 상태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마) 보고서 내용의 전파 및 활용

      (1) 경보메시지 발행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에서는 위험상황 즉, 항법장비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불

완전한 항행, 조종, 관제, 정비업무 관련 매뉴얼이나 항행도의 오기, 누락 등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업무오류 가능성, 항공기용 자재나 부품의 제작 불량, 저장, 취급 가공 

불량 등으로 인하여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상황을 기술한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당국 및 기관에 경보메시지를 발행한다. 경보메시지 발행의 목적은 보고서에 기술

한 내용이 긴급하여 신속하게 점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그 사항을 중계하

여 주는 것과,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및 전파를 통하여 문제점

들을 조사하여 교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고내용의 심각성 정도 및 시간의 완급에 

따라 긴급안전정보와 안전 정보로 구분한다.

      (2) 긴급안전정보

보고내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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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일 경우 관련기관이나 업체 및 항공 종사자들에게 그 내

용을 전파하여 위험사항을 공유하고 시정조치를 유도한다.

      (3) 안전정보

보고내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조치사항이 필요 없거

나 긴급하지 않지만 관계기관 및 항공단체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안이나 전

파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바) 보고서 분석을 통한 정보의 전파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에서는 보고서 분석을 통한 정보전파를 위하여 매월 소식지와 

반기 및 연간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보고내용은 대부분 이들 간행물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에서는 보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서 처리결과

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보고자가 처리결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인적 사항 

기입부 회송시 부여된 접수번호에 의거 항공 준사고보고제도 분석원과 연락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월간 소식지 발간

항공 준사고보고제도는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월간으로 항공안

전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중요주제를 게재한 소식지를 발간하여 관련 정부기관, 단체, 

업체, 학계, 연구기관 및 항공종사들에게 배포한다.

      (2)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중 중요주제를 선정하여 정밀 분석한 내용과 통계

자료를 수록, 반기나 연간으로 발간하여 관련 정부기관, 단체, 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에 배포함으로써 수집된 자료를 공익에 활용하고자 한다.

   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료관리

분석원에 의해 분류 및 분석된 보고서는 보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자료를 일반

화시킨 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저장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산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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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인가받은 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통계의 작성과 연구 그리고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되며, 특히 관련 정부기관, 단체, 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 보고서 처리업무 흐름

      (1) 보고서 접수

      (2) 초도분석

      (3) 내용 일치 보고서 확인

      (4) 정밀분석 및 자료 입력표 작성

      (5) 보고자 확인

      (6) 보고자 인적사항 기록부 회송

      (7) 보고내용 최종확인

      (8) 자료입력

      (9) 보고서 폐기

   자) 항공 준사고 보고 제도 현황

      (1) 연도별 / 분야별 [21]

구 분 합  계 조종/일반 정비 관제 객실 외국인 기타

2000 149 108 - 35 - 5 1

2001 69 48 - 19 - 2 -

2002 98 44 1 46 - 7 -

2003 288 105 1 177 - 5 -

2004 242 74 1 155 2 10 -

계 846 379 3 414 3 29 1

      (2) 요인별 분류 (2004. 6월말 기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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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제안
사항

인적
요소

고장
관련

기상
관련

조류
충돌

교통
경고

기타 간이*

2000 149 15 49 9 6 10 52 8 0

2001 69 5 17 10 3 2 29 3 0

2002 98 3 37 22 3 6 19 8 0

2003 288 14 58 89 17 12 26 14 58

2004 214 6 53 53 19 10 5 13 55

계 818 43 214 183 48 40 131 46 113

※분석중 : 28건

※“간이*”는 간이보고서를 말하며, 전파 가치가 낮아 정밀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보고서

다.

      (3) 소식지 발간 및 배포 현황 [21]

구분 발간횟수 발간계 한글 영문 이메일

2000 12 17,100 17,100 0 0

2001 12 23,100 23,100 0 0

2002 12 52,707 30,000 3,600 19,107

2003 12 60,508 31,700 4,300 24,508

2004 9 49,699 23,400 3,200 21,443

계 57 203,114 125,300 11,500 6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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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단계 인지오류형태

초기이상 감지

1. 이상징후( 경보, 변수)를 놓치거나 불충분하게 감지

2. 발생한 이상징후를 너무 늦게 감지

3. 발생한 이상징후를 감지했으나 무시하거나 다르게 판단함

4. 발생하지 않은 이상징후를 발생한 것으로 오인

5. 기타

관련정보 관측

1. 상태파악을 위한 필요정보를 관측 않음

2. 관측하려 한 정보를 관측 못함

3  관측한 정보를 잘못 판다

4. 관측정보를 바로 판독했으나 이상여부 판정 잘못

5. 기타

시스템상태 

파악

1. 시스템상태 파악 노력이 필요하나 수행 않음

2. 이상상태를 정상상태로 잘못 파악 또는 가정

3. 이상상태의 내용 또는 범위를 불충분하게 파악

4. 이상상태를 너무 늦게 파악

5. 이상상태를 실제와 다른 이상상태로 오인

6. 정상상태를 이상상태로 잘못 파악

7. 기타

작업목표 설정

1. 필요한 작업목표를 설정 않음

2. 불필요한 작업목표 설정

3. 잘못된 작업목표 설정

4. 목표설정의 지연

5. 기타

작업 수행

1.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

2. 불필요한 작업의 첨가

3. 작업수행대상의 잘못된 선정

4. 시간을 못 맞춘 작업수행

5. 작업 순서상의 잘못

6. 작업의 정량적 결함

7. 작업수행방법의 잘못

8. 기타

표 2-2 동적오류분류체계에서의 인지오류 형태 분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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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오류

1. 이전단계의 오류로부터 파생

2. 기기 및 계기의 비정상 작동

3. 계기의 판독의 어려움

4. 기기 및 계기의 식별이 어려움

5. 감지. 관측. 제어를 방해하는 물리적 환경

6. 운전원의 시각 또는 청각 장애

7. 지시 및 규정된 절차에 불충실

8. 지시 및 규정된 절차의 잘못된 이해 또는 적용

9. 일반적 작업자의 지식/기능 수준에 비해 어려운 경우

10. 해당 정보의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1. 취득된 정보에 대한 판단지식 부족

12. 잘못된 가정/예측에 의존하여 잘못 판정

13. 유사한 작업과 혼동

14. 시스템/작업에 대한 지식 또는 훈련 부족

15. 다른 작업에의 몰입

16. 해이한 감시활동

17. 작업량의 과다 또는 시간적 여유 부족

18. 작업환경에 의한 주의력/사고력 저하

19. 시간적 압박, 또는 위험성에 의한 지나친 긴장

20. 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

21. 단순한 혼동. 망각, 실수, 기억 착오

22. 기타

의사결정단계에 따른 선택 가능 항목

초기이상감지 2,3,4,5,6,7,8,10,11,12,14,15,16,17,18,19,20,21,22

관련정보관측 2,3,4,5,6,7,8,10,11,12,13,14,17,18,19,20,21,22

시스템상태파악 1,9,12,14,15,17,18,19,20,21,22

작업묵표설정 1,7,8,9,13,14,15,17,18,19,20,21,22

작업수행 1,2,4,5,6,7,8,9,13,14,15,17,18,19,20,21,22

표 2-3 동적오류분류체계에서의 인지오류원인 분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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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ASRS와 항공업계의 업무협조 체계 

그림 2-24 CIRAS의 구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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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K-HPES 기본 운영 구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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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K-HPES 개발과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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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의사결정 모형 (5단계 인지모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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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K-HPES 업무 흐름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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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K-HPES 분석절차 요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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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CAS-HPES 구조 개요 [20]

그림 2-31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 요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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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술 분석 및 평가

제 1 절 훈련용 시뮬레이터

1. 분석 및 평가 기준

국내의 경우 1984년 1월 대한항공의 인천 운항훈련원이 개관하여 외국으로부터 

B747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이래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몇몇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시뮬레이터의 국내 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 또한 항공장비에 국한된 

매우 제한된 영역이었다. 지상 장비의 경우 1990년 중반 PC를 기반으로 구동장치가 

없는 몇몇의 전차관련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었고, 구동장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형태의 

시뮬레이터는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련된 대기업과 영상 전문 업체의 

공동 연구 하에 개발이 시작 되었던 것이다. 외국의 기나긴 역사에 비해 국내 현황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여 점차 급증하는 군의 과학화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의 기술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 개발에 대한 인력 수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 

분야의 틈새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또한 우선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위주 경영을 유발하여 제작 후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앞서 몇 회에 걸쳐 살펴본 

실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과 하드웨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의 비약적인 발전

으로 인해 개발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학계 및 관련업

체, 군 등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시뮬레이터 관련 사업이 대부분 군수분야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철도 훈련

용 시뮬레이터는 개발사양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험, 평가 방법 등의 인증절차 및 체계

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국내 IT 산업의 급성장과 모델링 & 시뮬레이션 분

야의 발전으로 시뮬레이터 요소 기술 및 체계통합 기술은 확보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터가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표 3-1과 같다. 이

와 같은 항목을 통해서 국내외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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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Visual 
System

IG (Image 
Generator)

Realtime 3D Visual DB / Runtime 소프트웨어 및 3D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영상 발생 장비 (PC / Graphic Workstation)

Display 
System

조작자에게 3차원 영상을 시각화 하는 장비 (LCD / CRT 
Projector 혹은 Monitor 혹은 TV)

Screen Flat / Cylindrical / Spherical Screen

Motion System
3축 혹은 6축의 Motion Platform에 의해 움직임을 전달하는 
하드웨어

Sound System
스피커를 통해 각종 주변 소음 및 해당 장비의 사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OS (Instructor 
Operation System)

임무 무여 및 시나리오 설정, 각종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교관 운용 콘솔

Dynamic Modeling 
System

항공기 혹은 철도 등의 이동 물체에 대한 동적 특성을 구현해 
주는 소프트웨어

Host System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중심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라인내의 데이터 동기화 및 시간 제어 등의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Cockpit System 조종석 / 계기 및 스위치 등과 같은 실장비와 유사한 조종실

표 3-1 실시간 시뮬레이터 필요 구성 요소

가. 국외의 경우

표 3-1의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비교하면 아

래와 같다.

항목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폴란드

JR종합연수센터 CORYS AMTRAK EADS EP-09

Visual 

System

IG
CGI (선로 

영상변동 가능)
CGI

CGI (실제선로를 

그래픽으로 처리)
CGI CGI

Disp.

Screen
Flat, 1Ch, 

40°×30°

Flat, 1Ch, 

40°×30°

Flat, 2Ch, 

90°×45°

Motion System 3 & 5 DOF No Motion 6 DOF 6 DOF

Sound System
3D Sound, 2 

Speaker

3D Sound, 

2 Speaker
Hi-Fi

교관석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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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경우

1) 철도관련

표 3-1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비교하면 아래

와 같다.

항목 철도 부산 지하철 인천 지하철 대전 지하철

Visual 

System

IG PC 실사 동영상 실사 동영상
3차원 CGI, 

2차원 실사영상

Disp. LCD Projector CRT Projector LCD Projector DLP Projector

Screen
Flat, 1Ch, 

40°×30°

Flat, 1Ch, 

40°×30° 

Flat, 1Ch, 

40°×30°(Rear 

Projection)

Cylindrical, 

3Ch, 120°×35°

Motion System No Motion No Motion No Motion No Motion

Sound System 3D Sound
3D Sound, 2 

Speaker

3D Sound, 5.1 

Speaker

3D Sound, 6.1 

Speaker

교관석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2) 타 산업

항목
KTX-1 Flight 

Simulator

KT-1 FFS (Full 

Flight 

Simulator)

K1AVLB Simulator 

(K1 교량전차 

조종훈련기)

K1A1 Driving 

Simulator

Visual 

System

IG
SGI Onyx2 IR2 

Double Rack

SGI Onyx2 

Deskside

SGI Onyx2 IR3 

Deskside

Disp. CRT Projector CRT Projector CRT Projector LCD Projector

Screen

Spherical, 3 

Ch, 150° × 

40°

Spherical, 5 

Ch, 200° × 

60°(Dome 

Type)

Flat, 1 Ch, 45° × 

30°

3 Ch, 120° × 

30°(Rear 

Projection)

Motion System 6 DOF 6 DOF
6 DOF, 전기식, 

시뮬라인

6 DOF, 전기식, 

시뮬라인

Sound System
3D Sound, 4 

Speaker

3D Sound, 4 

Speaker

3D Sound, 4 

Speaker

3D Sound, 4 

Speaker, 1 

Wooper

교관석
각종 시나리오 

설정, 통제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시나리오 설정, 

통제,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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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평가 결과

시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이미 첫 비행 시대인 1900년대 초기부터 있어왔으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터는 생명의 위험부담이 가

장 컸던 항공기를 위주로 발전해왔으며 그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심했어야 했다. 최초의 

진정한 시뮬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장비가 등장한지 약 80여년의 시간이 흘러갔지

만 아직까지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 및 구매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가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기능 복합 돌발 비상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관사의 비상대응 운전 직무수행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기관사의 인적오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철도선진국에서는 전 규모 기능을 갖

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교육훈련과 작업수행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

하고 있다. 국내 철도환경은 훈련용 시뮬레이터라기보다 모의 운전주행연습기인 설비로 

교육훈련 요구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의 기관사 양성프로그램은 부기관사 2년 경력 이상이 자격요건이며, 실무교육 

보다는 이론위주로 11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원도 실무위주의 교

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50~60명 수준이며, 10인당 1대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

다. 시뮬레이터의 환경역시 국내 선로화면(LDP)로 설정되어 다양한 선로조건에 대한 

기관사의 대응능력을 높이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갖는다. 직무교육 역시 5년 주기로 

수행되어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론교육 4주, 실무교육 9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시행

계획이나, 실무교육을 뒷받침할 기술 자료와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열차구조는 최적의 효율과 안전 시스템을 고려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사가 조작하는 운전관련 기기는 그에 비해 단

순한 구조와 절차가 요구되어진다. 기관사가 운전과 관련하여 시스템 계통을 이해하

고, 숙지하고 조작하는 것은 운전 품질 뿐만 아니라 장비보호 및 적절한 상황 대치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항목인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나 원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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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공분야의 지식 없이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하여 근래에는 

다양한 교육 보조재 등을 이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기술분야 국외 국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기관실/

조종장치/

모션 시스템

모듈화된 설계 및 제작

Convertible 기관실

기관실 개발기술 보유

모의계기 개발보유

돔(Dome) 설계 및 개발기술 

보유

90%

모션장치 개발 및 상용화

Embedded 모션 제어 시스템

통합 개발/운영 환경 제공

서브 모터를 이용한 전기식 

조종 반력장치 개발기술 보

유
80%

모션장치 개발 및 상용화

Embedded 모션 제어 시스템

통합 개발/운영 환경 제공

서브 모터를 이용한 전기식 

6자유도 모션장치 개발기술 

보유
90%

실시간 운영체제 커널개발 실시간 분산 컴퓨팅 시스템 

구축 기술 보유
90%

교관실/

음향장치

스크립트 기반의 범용적인 상

용제품

모의 장치에 특화된 교관 통

제 시스템
90%

3차원 음향 재합성 엔진의 상

용화

전문화된 음원 제작 기술 보유

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음

향 재합성 기술 보유

단순 음원 제작 기술

단순 음원 합성 기술

50%

영상장치

3차원 영상, 지형, Object 개발 3차원 영상, 지형, Object 

개발기술 보유
90%

SEDRIS 표준 정립 SEDRIS 적용 경험 50%

표 3-2 훈련용 시뮬레이터 평가 결과

     * 기준 : 기초단계 : 25%, 응용단계 : 50%, 적용단계 : 75%, 독자개발 가능 : 100%

3. 추후 연구개발 방향

시뮬레이터는 철도, 전자, 기계 등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일 뿐만 아니라 운동역학, 3D 영상, 교관 통제 등의 시뮬레이터에 관

련된 핵심 기술들을 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하여 보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술력을 

한층 성숙시킬 수 있다.

철도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고, 교육시스템의 방향도 이론 강의식 집합교육에

서 사이버교육의 자기주도적인 교육체계로 변환되고 있으며, 신규기관사 교육체계도 

직무전문지식을 교재중심에서 탈피하여 CAI방식을 통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보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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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CAI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컴퓨터의 다양

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교재나 강의에서 오는 지루함을 보

안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열차 시뮬레이터용 

선로영상은 실영상을 촬영하여 효과적으로 재생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래 컴

퓨터 환경의 발전과 다양한 솔루션의 개발에 따라 열차 시뮬레이터용 선로영상이 CGI 

및 가상현실로 대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운전시뮬레이터, CAI, 실물설비 등을 연계하여 제어가 가능토록 총체적

인 실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종합계획과 막대한 예산을 들

여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마인드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프랑

스 SNCF의 경우에도 운전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CAI시스템과 운전 시뮬레이터, 차

량의 분야의 공기제동장치, 전기분야의 신호조작반 시뮬레이터 등 분야별 요구와 필요

에 따라 교육목적에 부합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실제 기본운전취급, 차량고장시 응급조치, 건널목 사상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 처리

방법을 가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관사 교육훈련 방법으로 선진철도의 경우 시뮬

레이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며, 실물을 통한 실질적인 훈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본JR의 경우 약 90여대의 시뮬레이터를 동시에 활용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운전시뮬레이터와 CAI를 연계한 새로운 스

타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실감 있고 즉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의한 운전기술 습득과정을 단계적으로 측정하여 철저한 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등용기관사 과정은 DL기관차 위주로 시행하고, 전동차, 

전기기관차, 고속철도교육은 단계별로 시스템화하여 새로운 기술교육과정으로 형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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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간공학 통합 시험 설비

1. 평가 기준 및 결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관사의 운전 직무 수행 특성을 연구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간공

학 시험용 통합 설비는 없었다. 다만, 영국 Surrey 대학에서 인간공학 시험 가능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소규모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원자력 산업계는 상대

적으로 대규모의 인간공학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제어실 운전원의 직무수행 특성을 

연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간공학 시험용 통합 설비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표 

3-2와 같다. 이와 같은 항목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인간공학 실험

용 통합 설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국외 국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인간공학

시험용 장치

ㆍ상용품 제작 단계 ㆍ수입에 의존

ㆍ경제성이 없어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ㆍ통합 시험 설비 개발과는 별개의 

문제로 독자 개발 필요 없음

-

시스템 통합

및 시험평가

ㆍ기초연구 단계 ㆍ시뮬레이터 경험은 풍부하나 

인간공학 실험용 장치가 추가된 

통합 시험 설비 경험은 전무한 실정

30%

경험

ㆍ기초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만 근래에 수행

ㆍ철도분야-국내 사례 전혀 없음

ㆍ원자력분야는 뛰어난 설비 기 보유

ㆍ원자력분야 경험 활용하면 개발 

가능

30%

표 3-3 인간공학 통합 시험 설비 평가 기준과 결과

(*) 기준 : 기초단계 : 25%, 응용단계 : 50%, 적용단계 : 75%, 독자개발 가능 : 100%

2. 추후 연구개발 방향

제1절의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철도분야를 포함하여 항공 국방 원자력 등 산업전반

에 걸쳐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는 반대로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종

합적인 인적오류 시험이 가능한 철도분야 인간공학 통합 시험 설비 분야는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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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며 근래에서야 그 개념 정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 기술현황 또한 현재 기초적인 실험에 불과하다.

최근 여러 철도사고로 인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더불어 정부의 적

극적인 안전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도 안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인 철도 

종사자의 인적오류 유발 사례를 가상으로 모의 및 통합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

고 이러한 통합실험 설비를 활용하여 가상의 인적오류를 유발시키고 사고를 모의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

고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 상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로 기술 수출도 

가능하여 철도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철도산업분야 인간공학 통합 시험 설비는 국내외 그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일찍이 인적오류 저감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이 활

발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인적오류 원인 파악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연구 환경 구축에 힘

써왔으며 그 결과 1997년도에 이미 개발 및 구축에 성공한 KAERI-ITF를 원자력발전

소 운전원 인적오류 감소에 활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수 십 년간 연구를 계속해온 외

국의 통합 시험 설비에 비해 우수한 설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

하고 보유한 원자력분야 통합 시험 설비 기술을 참고로 철도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존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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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간성능 평가 시스템

1. 분석 및 평가기준

가. 운영형태 ( 의무적 보고 / 자발적 보고 )

제도의 운영 형태에는 의무적 보고와 자발적 보고가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발적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항공운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자신의 과실을 정당화하려 하기 때

문에 법, 규정에 있는 사항만을 보고하게 되고, 인적과실에 대한 사고 잠재요소를 획

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 잠재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자발적인 보고제도의 운영형태를 취하여 보고자의 정

확하고 진솔한 정보를 취득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나. 독립성과 신뢰성 여부

수집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객관적 분석, 전문적 연구와 이에 따른 보완 및 개선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준사고보고제도의 담당기관은 해당 직업종사자들로부터 신뢰

를 얻을 수 있고 해당 행정기관이나 관련회사로부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바람직하다.

다. 대가성 : 면책권

비고의성 과실에 대하여 면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유인책인 동시에 성공 

요체이다. 면책성의 보장은 안전에 관련된 준사고나 위험상황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해당 직업종사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미국의 경

우 ASRS에 참여하는 조종사들이 보고에 대한 비중을 두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가

성이며, ASRS 에 보고자체가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책의 범위

가 모호하고 궁극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

의 과실을 축소, 은폐,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인적요소 과실과 관련된 솔

직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라. 보고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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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은 보고자가 준사고 보고서 제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

안하여야 하고 또한 보고서를 쉽게 획득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인

의 동양적 사고는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적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를 수치심으로 

느끼기 때문에 공개적이거나 개방적인 장소보다는 혼자만의 공간에서의 보고서 작성

이 필요하다.

마. 동기부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개인의 행동과실과 실수를 본인 스스로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

성, 제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견지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고

서에 담긴 정보는 즉시 해당업계에 전파되도록 해야 하고 월간 또는 기타 정기 간행

물을 통해 발표되도록 하여, 업무종사자에게 홍보하여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바. FeedBack

위험정보를 행정기관이나 해당업계의 경영층에도 전달 할 수 있는 절차나 통로가 마

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위험의 제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

이다.

2. 분석 및 평가 결과

비밀 보고제도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밀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적요소에 의한 사

고 잠재요인의 도출을 위하여 운항종사들에 대한 과감한 재정적/학문적 투자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한의 관용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수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끊임없이 연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잠재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성공적인 도구로 비밀 보고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비밀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는 조건 분석.

1) 보고자로부터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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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1) 법적 보장

      (2) 보고서 접수 내용 확인 후 인적사항 본인에게 회송 또는 파기

      (3) 보고서 분석 완료 후 보고서 원본 파기

      (4) 접수된 보고서 열람제한 (보고서 내용이 일반화되기 전)

      (5) 보고서 보관 사무실 출입통제

      (6) 담당기관에서의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 보고자의 인적사항 비밀 유지

   나)  보고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

      (1) 비밀보고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 유지

      (2) 보고서 접수, 정보 분석에 대한 객관성 확보

      (3) 행정기관 및 업계에 대한 보완, 개선에 대한 영향력 확보

      (4) 보완 및 개선내용 확인, 전파

2) 보고내용에 대한 면책권 보장

실용성 있는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3) 보고자의 정보제공 용이성 및 편의성

   가) 보고서는 작성이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양식  개발

   나) 보고서 양식 활용이 용이 하도록 근무지에 비치 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보고서 제출이 쉽고 간편하게 송부할 수 있는 절차 강구

4)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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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대표 자문위원 : 정부기관, 해당업계 ,관련단체

      (2) 기술자문 위원 : 부문별 전문가

   나) 주요임무

      (1) 준사고보고제도 운영방향 및 업무 처리절차

      (2) 분석내용에 대한 자문

      (3) 준사고 보고제도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가) 외국의 모델 자료 수집, 활용

6)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가) 보고대상자들에게 제도의 개념, 필요성, 운영원칙, 보고방법 및 범위, 보고수단, 

보고양식 및 작성방법, 처리절차, 비밀보장, 면책범위 와 선진국들의 운영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홍보 활동 강화

나. 단계별 분석평가 [30]

(1) 외국의 경우

 (가) 자료수집단계

미국의 경우 항공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수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및 정보들은 국가항공안전자료분석센터(NASDAC, National Aviation Safety Data 

Analysis Center)라는 자료저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NASDAC는 전 세계에

서 가장 규모가 큰 항공안전데이터 저장소로서 FAA를 비롯한 미국의 항공관련 기관

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안

전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미국에서 항공안전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하

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제도들이다

 항공교통감독제도(ATOS : Air Transportation Overs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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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비행보고제도(NMAACS: Near Midair Collision System)

 조종사위반보고제도(PDS: Pilot Deviation System)

 운영에러/위반 보고제도(OEDS:Operational Error/ Deviation System)

 항공안전치제도(ASAP : Aviation Safety Action Programs)

 운항품질보증제도(FOQA: Flight Operational Quality Assurance)

 항공사고/인시던트 데이터 시스템( Aviation Accident/Incident Data 

System)

 항공안전보고제도(ASRS: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하나의 보고 채널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관측할 수 없으며, 다채널의 피드백 시스템

만이 광범위로 일어나는 사고를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채널의 통합은 어떤 부

분은 겹칠 수도 있겠지만, 더 광범위하게 감시 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

집할 수 있게 해준다.

(나) 자료분석단계

안전과 관련된 내 외부의 변수를 내부의 관리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렇게 수

집된 데이터의 정량적인 평가로 현재의 안전수준을 일일 기준으로 표시하여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근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

고 있다.

(다) 자료전파단계

NASA는 ASRS를 통하여 보고서를 접수할 때마다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Alert Bulletin을 발하여 전 항공계 및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 토록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

하며 외부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1995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ASRS 프로그램의 소개, 데이터베이스, 행정처분 면제 규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CALLBCK', 'DIRECTLINE', 보고서 양식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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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국내의 경우

(가) 자료수집단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한 사고 또는 인시던트에 관하여 정보를 수

집하는 법정제도로는 사고보고제도, 안전장애보고제도, 준사고보고제도 등이 있다. 이

들 제도는 모두 의무 보고제도이나, 준사고 보고제도의 경우는 보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비밀보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준사고보고제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의무보고제도이나, 제도의 독립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운영 및 관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징계의 기준점이 휴먼에러쪽에 치우쳐 있다. 즉 규정, 절차 등의 고의적

인 위반, 무모한 행위는 물론, 인시던트 발생의 원인이 휴먼에러인 경우에도 관련자를 

징계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의 조치가 행위의 고의성, 무모성 ,위험성 외에 사건의 중

대성, 언론 또는 일반인의 인지여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는 인시던트를 야기한 종사자의 징계측면에서 볼때 불공정 문화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전보고를 꺼리게 되고 보고하더라도 진솔한 내용을 기대하

기 어려다.

(나) 자료분석단계

우리나라는 일부 제도의 경우 사고 또는 인시던트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확인 및 

조사하는 제도가 수립되어 있으나, 보고내용 또는 확인 및 조사결과를 체계화된 방법

과 도구를 이용하여 보고하고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 또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종이문서에 의한 사건 기

록의 유지 및 관리는 간단한 서류정리 시스템으로 가능하나, 이러한 유형의 정보시스

템은 제도의 운영효과 측면에서 볼때 극히 최소 부분에 대해서만 만족시킬 뿐, 데이터

를 저장, 기록, 추출 및 검색 하고 통계적 분석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하며,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러한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 86 -

따라서 모든 데이터는 전자식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관리 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집

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자들이 용이하게 접근 및 검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 자료전파단계

준사고분석실 직원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준사고보고제도에서 임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정보지나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해 이미 분석된 정해진 정보만이 제공된다. 시행 초기단계로서 데이터의 규모

가 작은 상황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도 정보공유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준사고제도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해서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고 정보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체계 및 정의를 이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분석[30]

국내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문화적 요인이 사고의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97년 괌 사고 후 워싱턴 포스트에서 “ 지휘계통의 도전을 꺼리는 한국의 문

화 요인 때문” [Washington Post. Is culture a factor in air crashes? Guam probe 

may raise touchy issue. March 18, 1998] 이라고 지적한 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점은 미국 텍사스 A & M 대학의 Helmreich 교수가 “문화적인 요인”이 항공안

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는 논문에서 위계질

서가 높은 사회일수록 자동화에 의존하며, 조종실 내에서 의사소통이 원할 하지 못함

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고나 인시던트가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하

여 “누가 일으켰느냐? ” 또는 “누구의 잘못이냐 ?” 등을 먼저 묻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당해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처벌은 안전이 요구되는 모든 산업 항공, 철도, 의료, 원자력 등과 같은 산

업분야에 있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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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경우 지나치게 완벽만을 강조하게 되면 몇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업무수행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고 관련자

에 대한 책임추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건의 발생에 기여한 뒤에 숨겨져 있는 잠

재적인 조건, 상태, 상황 등에 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예컨

대, 조종사가 실수로 허가받은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서 이륙한 사건이 발생하

였을 경우, 당해 조종사를 처벌하고 허가받은 활주로로 이륙하도록 아무리 교육을 시

킬지라도 이후의 유사 사건을 방지하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다. 대신 활주로 및 유도

로의 표지 및 조명의 개선, 활주로 지상감시시스템의 도입,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통

신 방법 및 시스템의 개선 등과 같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어야 한다. 둘

째로 실수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예컨대 특정 실수를 일 년에 3회 이상 하게 되면 

면허 취소를 행하는 규정이 있다면 , 이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관

하여 보고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해야나가야 할 건전한 노동문화

는 안전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도 동시에 전체적인 시스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수로부터 교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라. 평가결과

열차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탈선, 충돌사고로써 열차를 직접 운용, 보수하는 취급자

들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인적오류에 관련된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

석, 관리하는 사고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사고예방활동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88 -

    시스템

  내용

미국

ASRS

미국

INPO-HPES

영국

CHIRP

캐나다

SECURITAS

영국

CIRAS

 한국

K-HPES

한국

KAIRS

분야

항공

비밀보고

제도

원자력분야

보고제도

항공

비밀보고

제도

항공

(철도,선박)

비밀보고제도

철도

비밀보고

제도

원자력 

분야

보고제도

항공

비밀보고

제도

시행년도 1976년 1987년 1982년 1995년 1996년 1993년 2000년

보고서

접수
우편 - 우편

우편, FAX

전자우편,

전화

우편, 전화

전자우편
-

우편,FAX

전자우편,

전화

비밀보장 보장 보장 보장 보장 보장 - 보장

행정처분 

제한적

면책특권

보장

제한적

면책특권

보장

제한적

면책특권

보장

제한적

면책특권

보장 안됨

- -

제한적

면책특권

보장

운영형태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의무적

주관기관 NASA

INPO

미국원전

운영자협회

국방연구

기관

TSB

교통안전

위원회

- -
교통안전

공단

독립성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전파노력
CALLBACK

간행물
- -

REFLEXIONS

간행물

CIRAS 

저널

간행물

분석사례

발표회,

각 발전소

GYRO

간행물

표 3-4 국내외 인간성능평가시스템의 개발 사례 비교

3. 추후 연구개발 방향

일반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수송활동은 사람과 기기(교통수단) 및 시설, 환경 등 3

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교통수단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결국 운행

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들의 단독 또는 복합적 결합에 의하여 발생한다. 교통수단

을 직접 조종, 제어하는 사람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

을 하므로 인적요소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타 구성요소에 비

해 휠 씬 높다.



- 89 -

사고발생 당시 대부분의 결함은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은 오래전부터 잠재

해 왔으며 사고로 표출되기 까지는 이러한 결함요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에 

준사고로 표출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국내외 안전관계 전문가들의 통설에 의

하면 일반적인 사소한 준사고 300회 중 30회의 중대한 준사고가 발생하며, 30회의 

중대한 준사고 중 1회는 사고로 이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원자력 발

전소의 K-HPES 시스템과 항공사의 CRS(Confidential Reporting System)와 같이, 

현재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는 Human Factor 관련 시스템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

여 철도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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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에서는 한국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

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 요소를 다루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인간공학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제 

3장에서는 이들 세 가지 기술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고, ‘철도 종합안전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적오류 관리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과제에 

적용할 추후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 조사에서 밝혀진 최선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훈련용 시뮬레이터, 인간공학 

통합시험설비 및 인적행위개선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궁극적으로 인적오류를 유발시키

는 요인의 제거 및 관리를 통하여 철도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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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사고의 상당 부분은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 작업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인간 요소의 개입이 없는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는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 작업자의 직무수행

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철도의 안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원자력 산업 등 타 산업 분

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훈련용 시뮬레이터, 인간공학 통합시험설비, 인적행위개선시스템 

등 세 가지 주요 인간공학 관련 기술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에 

적용할 인간공학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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