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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error is one of the major contributors to the railway accidents or incidents.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remove or reduce human errors, a systematic 

analysis should be preferentially performed to identify their cause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uman error induced in accidents or incidents. This paper introduces a case study for 

human error analysis of the railway accidents and incidents. For the case study, more than 

1,000 domestic railway accidents or incidents that happened during the year of 2004 have 

been investigated  and a detailed erro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elected 90 cases, 

which were obviously caused by human error. This paper presents a classification structure for 

human error analysis, and summarizes the analysis results such as causes of the events, error 

modes and types, related worker, and task type.

-----------------------------------------------------------------------------

 1. 서론

국내 철도산업에서는 여러 환경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주체가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시설

관리기관으로 분리되는 구조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선로의 복선화 및 전철화, 고속철도의 운행 

및 노선 증설, 도시철도 운행 증가 등의 철도산업 발달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편리한 철도 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론 국내외 여러 철도사고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불

안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철도산업 선진화와 더불어 철도안전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최근에 발생한 국내 대형 철도사고로 인하여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

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현재는 철도 안전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중이다.

철도 교통수단의 특성상 1회 사고시에도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철도사고는 복합적인 원

인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철도 열차사고중 약 60%가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과거 10년간

의 통계자료[1]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사고요인 중 하나가 인적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철도 사고

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적오류를 줄여야 하며 인적오류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유형의 인적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오류 분석을 위하여 인적오류 유형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철도청에서 운영하

는 노선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사건을 분석하여 직접적인 인적오류에 의해 발

생된 사건을 선별한 후 이에 대해 사건의 원인, 오류의 타입 및 모드, 관련 작업의 종류 및 작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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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항목별로 분석을 수행하고 오류유형을 분류하였다.

 2. 인적오류 유형 분석

 2.1 인적오류 유형 분류체계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의 인적오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인적오류 유형은 크게 오류모드(error 

mode)와 오류타입(error type)이다. 오류모드는 사건 발생에 주요한 인적오류의 개입 단계와 형태를 나

타내며, 오류타입은 개입된 오류의 발생 기인적 관점에서 고려된 인적오류 유형이다. 오류유형에 관한 

분류체계는 일반적으로 그 활용목적과 대상에 따라 개발되고 개정 및 수정을 통하여 사용된다[2]. 본 

연구에서는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에 개입된 인적오류의 대략적인 오류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적오류 유형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

오류모드 분류체계로서는 1992년 Embrey에 의해 제시된 PHEA 분류체계[3]를 기반으로 하여 철도 

사건의 인적오류 분석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는 계획, 

확인, 작업, 의사소통 등 4개 단계의 오류모드를 고려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 오류모드의 분류 및 정

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에 적용한 인적오류 모드 분류체계

오류모드 기호 세부 유형 정 의

계획오류

(Planning error)

P1 Incorrect plan
계획 및 작업준비는 수행하였으나, 실제 작업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이었음

P2 Incomplete plan
계획 및 작업준비는 수행하였으나,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 누락/불충분) 계획이었음

P3 Missed plan 계획 및 작업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확인오류

(Checking error)

C1 Incorrect check
확인은 하였으나, 잘못(그릇되게) 확인한 경우(상태 

비정상 → 정상으로, 신호 오인 등)

C2 Incomplete check 확인은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누락 및 불충분한 확인 

C3 Missed check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작업오류

(Operation error)

O1 Incorrect action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잘못(그릇되게) 취해진 조치

O2 Incomplete action 조치의 부분적 누락 및 불충분한 조치 

O3 Missed action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요구되는 조치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 오류

(Communication 

error)

T1 Incorrect communication 의사소통 내용이 부정확함

T2 Incomplete communication 부분적인 누락 및 불충분한 의사소통 

T3 Missed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오류타입에 관한 분류체계로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James Reason의 오류유형 분류체

계를 사용하였다[4]. Reason의 분류체계는 그림 1과 같이 행위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Slip과 Lapse 그

리고 Mistake와 Violation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Slip과 Lapse는 동일 분

류로 처리하였고, 상황파악 및 의사결정 등 의도형성 과정 중의 오류인 Mistake와 주어진 규정의 의도

적인(deliberate) 위반인 Violation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오류타입에 대한 정의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분석에 적용한 인적오류 타입 분류체계

오류타입 

분류
정의 

Slip/Lapse

• 조치 수행 중에 발생한 오류

• 정보 확인/인식 

(detection/perception) 중에 

발생한 오류

• 망각 또는 기억 오류(memory 

failure)

Mistake 

• 의도형성 과정 

(상황파악/계획/의사결정) 중에 

발생한 오류

Violation

• 요구되는 작업 규정 또는 절차를 

의도적으로(deliberately) 위반한 

모든 조치

그림 1  James Reason의 오류유형 분류체계

2.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인적오류 유형 분석

인적요인 유형 분석 및 분류체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철도 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가 철도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중 인적요인에 기인하는 사고 및 장애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요인에 의해 발

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정의한 인적오류 유형 분류체계를 적용

하여 2004년 자료[5]를 분석하였다. 상당수의 철도 사고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적오류가 개입된 사고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관련된 경우도 있다. 본 사례분석의 목적은, 인적오류 관리의 제도화를 위한 요건 도출 관점에서, 

철도 사고를 유발하는 인적오류 유형의 특성과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

분석에서는 인적오류가 복합적으로 개입된 경우라도, 사고 유발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인적오류만을 대상으로 유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고 및 장애는 총 1,091건이며 이중 책임사고(종사원의 취급과오 또는 

시설･차량기구 등의 정비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는 119건으로 2004년 사고 

및 장애중 10.9%를 차지한다. 간접자료인 월보를 통해 인적요인에 기인하는 사건을 분석하기가 용이하

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월보 자료중 책임사고로 분류된 119건에 대해서만 인적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책임사고 119건을 검토한 결과, 29건을 제외하고 90건만을 대상으로 인적오류 유형을 분

석했다. 29건을 제외한 이유는 해당 사건들이 개인적인 인적오류에 기인한 사고 및 장애가 아니라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관리문제와 관련된(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

나 조직의 관리감독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경우 등) 15건, 유지보수 관련(점검/보수를 규정대로 

하였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채 유지보수원의 책임사고로 판정된 경우, 점검/보수로 인한 사고 및 장

애라고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등) 14건 등이었다. 이런 사건은 개인적인 인적오류 유

형을 분류하는 현재의 분류체계에서는 적합한 해당 사항이 없었다. 

위에서 선별한 90건의 사건을 사건유형 분류체계[6]를 따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철도교통사고는 

4건, 운행장애는 86건이며 운행장애중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유형은 차량탈선(20건, 23%), 

규정위반(19건, 21%), 차량고장(16건, 18%)’ 순 이었다(그림 2 참조).



표 3 사건 유형별 발생 건수

사건유형 건수

철

도

교

통

사

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0

열차탈선사고 0

열차화재사고 0

기타 열차사고 0

건널목사고 1

사상사고

여객사상사고 0

공중사상사고 0

직무(작업) 

사상사고
3

운

행

장

애

차량탈선 20

차량파손 6

차량화재 0

열차분리 0

차량구름 0

규정위반 19

선로장애 4

급전장애 5

신호장애 4

차량고장 16

열차방해 1

기타 11

합계 90

건널목사고
1%

직무사상사고
3%

차량탈선
23%

차량파손
7%

규정위반
21%

선로장애
4%

급전장애
6%

신호장애
4%

차량고장
18%

열차방해
1%

기타
12%

그림 2  사건 유형별 발생 비율

90건의 사건을 작업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작업유형

은 운전작업(32건, 3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점검/보수 작업(24건, 27%), 입환작업(18건, 20%)도 발

생빈도가 높았다(그림 3 참조).

표 4  작업 유형별 발생건수

작업 유형 발생건수

운전 4

운전(SPAD) 8

운전(제동취급) 11

운전(기기취급) 9

입환 5

입환(운전) 1

입환(제동취급) 1

입환(전호) 3

입환(신호보안장치 취급) 6

입환(차량유치) 2

선로 점검/보수 4

차량 점검/보수 16

전차선로 점검/보수 2

신호보안장치 점검/보수 2

신호보안장치 취급 3

급전장치 취급 2

관제 4

기타 7

합계 90

운전
35%

입환
20%

점검/보수
27%

장치 취급
6%

관제
4%

기타
8%

그림 3  작업 유형별 발생 비율

90건의 사건을 인적오류를 일으킨 작업자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관사의 인적오류와 관

련된 사건(36건, 40%)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 참조). 



표 5  작업자 유형별 발생건수

작업자 발생건수

기관사 36

검수, 차량관리 13

여객전무, 열차운용 6

신호취급, 관제 6

수송담당역무원 13

시설(전차선로, 선로 등) 16

합계 90

기관사
40%

검수, 차량관리
14%

여객전무, 열차운
용
7%

신호취급, 관제
7%

수송담당역무원
14%

시설(전차선로,
선로 등)

18%

그림 4  작업자 유형별 발생비율

90건에 대해 사건원인별로 분석하였다. ‘철도사고 위험요인(PHA) 분석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수행 결
과[7]를 참조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수정(음영부분)하여 표 6과 같이 분류하였고 발생건수도 함께 표기
하였다.

표 6  사건원인 및 발생건수

사건원인 건수

신호/전철기 

취급

신호취급 불량 9

전철기취급 불량 4

전철기 할출,할입 2

전철기 불밀착 1

기타 3

운전취급

선로경합 0

제동취급 불량 11

신호확인 소홀 8

진로확인 소홀 3

유치차량 유동 2

기기취급/응급조치 소홀 14

기타 3

점검/보수

차량검수 소홀 → 차량 점검/보수 소홀 15

특대화물 점검 소홀 0

선로보수 불량 → 선로 점검/보수 불량 4

신호보수작업 불량 → 신호 점검/보수 불량 3

작업도구 방치 0

전차선로 점검/보수 불량 3

작업 방법/계획 불량 5

합계 90

90건의 사건에 대해 오류모드 분석 결과 O1 유형이 24건으로 전체의 26.7%,  O3 유형이 19건으로 

21.1%, C3 유형이 17건으로 1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그림 5 참조)되었다. 또한, 작업오류

(operation error)가 55%, 확인오류(checking error)가 36%로 전체 인적오류 중 91%가 작업오류와 확



인오류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그림 6참조).

오류타입 분석 결과 Slip이 49건으로 54.4%를 차지하며 규정위반인 Violation이 27건으로 30%, 

Mistake가 14건으로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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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류모드별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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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류모드별 발생 비율 그림 7  오류타입별 발생 비율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노선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사건 전체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된 사건 90건을 선별한 후 이에 대한 상세한 인적오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적오류 분석을 위하여 타 산업에서 사용하는 인적오류 분류체계를 철도사고에 적용 가능

하도록 수정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 관련 작업의 종류 및 작업자 등 다

양한 항목별로 분석을 수행하고 오류의 모드 및 타입으로 오류유형을 분류하였다.

비록 1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인적오류 유형 분석을 수행하여 의



미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 어떠한 작업자가 더 많이 인

적오류에 관계되는지, 어떠한 작업 시 더 많은 인적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오류

모드 및 타입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인적오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한 90여건의 사건에 대한 오류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류모드별로는 ‘확인

오류’와 ‘작업오류’가 각각 36%, 55%를 차지하며, 오류타입별로는 ‘Slip', 'Violation', 'Mistake'가 각각 

54%, 30%, 16%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적오류 관련 사건의 40% 정도가 ’기관사‘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면, 교육 및 훈련 시 적용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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