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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헬기콥터 사고는 매년 평균 2~3건 씩 발

생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당국의 안전대책에

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1] 1996
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발생한 회전익 항공기 

사망 사고는 57건으로 연평균 2.85건이 발생되었

으며, 지난해 2016년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하였다.[2]
항공기 사고의 70~80%는 인적 오류에 의해 기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사고는 한 가지 

원인이나 한 개인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다[4].
von Thaden, Wiegmann, and Shappell (2006)은 

그들이 조사한 60건의 항공기 사고에서 70가지의 

조직 원인 요소들을 식별하였다.[5] 뿐만 아니라 

조직적 요인들은 다른 사회-기술적 산업에서 발

생되는 사고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

면, 미국 화학 안전 및 위험요인 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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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 U.S.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에서는  2005년에 15명의 사

망자와 1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된 정유 공장 폭

발사고도 “조직적 사고”라고 발표하였다.[6]
국제 원자력 기구(IAEA, 1992)는 체르노빌 원

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노심 용해(meltdown)는 

부족한 안전문화로부터 발생되었으며, 이것은 발

전소뿐만 아니라 구 소련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설계, 운용 규정 등 조직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발표하였다[7].
미국의 국가운송안전위원회(NTSB, 2011)는 미

국 캘리포니아 산 브루노에서 발생한 Pacific
Gas and Electric 사의 가스 파이프 라인 폭발 

사고도 조직적 사고로 분류하였다. 이 사고로 8
명의 사망자와 38가구가 파괴되었으며, 80가구가 

손상을 입었다[8]. NTSB(2010)는 2009년 워싱턴 

DC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하철 사고도 조

직적 요인을 원인으로 밝혔다. 해당 사고에 대한 

NTSB 보고서에는 운송 기관내의 부실한 조직 

안전 문화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들을 제시하였다[9].
Reason(1990)은 스위스 치즈 모델을 통해 항공

기 사고는 사고의 잠재적 조건을 막지 못하면 불

안전한 행동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사고가 발생

된다고 하였다[10]. 또한 Shappel & Wiegmann
(2000)은 Reason의 스위스 치즈모델을 기반으로 

인적요인 분석 및 분류 체계(HFACS,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를 

개발하였다[11].
미국 해군/해병대는 1997년부터 HFACS를 적

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HFACS는 민간 항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위험 환경에서 인적 오류를 

분류하고 조사하는데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12].
Wiegmann & Shappell(2006)는 HFACS를 사

용하여 1990년부터 2002년까지 NTSB(National
Trans –portation Safety Board) 및 NASDAC
(FAA’s National Aviation Safety Data Analysis
Center)의 사고조사기록을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
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적원인 요인
의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불안전 행위의 전제 조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영향은 전체 사고 
중 5.7%에서 확인되었으며 대체로 운용절차(절차 
및 지침, 표준 미수립, 부적절한 감독)로 구분되
었다.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 중 환경적 조건이 
사고의 59.5%에서 발견되었다. 운용자의 상태 및 
인적 요인은 각각 13.3%, 11% 분석되었다. 환경
적 요인에서는 기술적 환경(1.5%)보다는 물리적 
환경(58.0%)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인적요인에

서는 승무원자원관리(CRM)이 대부분(10.7%)을 
차지했다[13].

본 연구에서는 HFACS를 기반으로 안전사고의 
1차적 잠재요인인 조직영향이 인적오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사고의 잠재적 원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안전 개선책을 모색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2.1 이론적 배경
Shappell & Wiegmann(2000) 은 스위스 치즈 

모델을 기반으로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및 준사

고 분석 체계인 인적요인 분석 및 분류 체계

(HFACS)를 개발 하였다[14]. 최초 HFACS 체계

는 1997년에 미국의 해군/해병대 사고 조사 및 

자료 분석 도구로서 개발되어지고 채택되었다.
HFACS는 민간 항공을 포함하여 도로(Iden

and Shappell,2006)[15], 응급 의료 수송(Boquet
et al., 2004)[16], 철도(HFACS-RR, Reinach and
Viale, 2006)[17], 해양(HFACS-MA, Celik and
Er, 2007)[18], 건강 관리(Milligan, 2007)[19], 외

과수술(El Bardissi et al., 2007)[20], 정비

(HFACS-ME, Krulak, 2004)[21], 항공교통관제

(HFACS-ATC, Scarborough and Pounds,
2001)[22]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HFACS는 사고의 원인 요인을 식별하고, 데이

터 처리 조정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인

적오류 분류 체계이다(Shappell & Wiegmann,
2000). HFACS 분류 체계는 안전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위협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사고분석을 

위해 다변량 접근법을 취한다.
HFACS는 인적오류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모

델을 기초로 하고 있어 정비, 운항 관리 등 다양

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분류체계가 효과적이며,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내용 유

효성 연구를 통해 HFACS가 상대적으로 포괄적

이어서 추가될 분야가 거의 없는 장점을 갖고 있

다. 하지만 HFACS는 코딩 체계가 너무 포괄적

이어서 특정 운용 문제를 식별하거나 그러한 문

제들에 대한 중재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

점을 갖고 있다.[23]

가. 미연방항공청(FAA) HF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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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2006) HFACS는 Shappell & Wiegmann이 제

시한 최초 HFACS와 동일한 체계를 채택하여 사

용한다. 잠재적 조건(Latent condition)을 조직영

향(Organizationl Influence), 불안전한 감독

(Unsafe supervision),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

(Precondition for unsafe acts)으로 구분하고 직

접적 실패(Active failure)는 불안전 행위(Unsafe
acts)로 명시하였다. FAA-HFACS에서 제시하는 

세부분류 항목은 144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미국 국방부 DOD-HFACS

DOD-HFACS는 잠재적 조건으로 조직적 영향

(Organizational influences), 감독(Supervision),
전제조건(Precondition)으로 구분하고 직접적 실

패는  행동(Acts)으로 명시하였다. DoD-HFACS
에서는 3단계 분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나노코드(Nano-code)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불안전 행위 전제조건 중 개인별 상태를 5가지 

구분한 점이 FAA-HFACS(3가지)와 차이가 있으

며, 추가된 항목은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s)와 지각적 요인(Perceptual Factors)이다.
DoD-HFACS에서 제시하는 세부분류 항목은 잠

평가영역 (문항) 세부영역 설문 항목

조직 영향
(13)

자원
관리
(5)

1. 나의 조직은 여가활동 및 휴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2. 나의 조직은 나의 모든 노력과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임금을 지급한다.
4. 나의 조직은 조종사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7. 나의 조직은 조종사에게 필요한 각종 비행  정보물(운항절차, 비행차트, 간행물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12. 나의 조직은 항공기나 임무장비 고장 시 관련 부품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조직
분위기

(4)

3. 나의 조직은 근무평가나 승진 등 인사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8. 나는 나의 항공기, 임무 장비에 대해 신뢰한다.
11. 나의 조직은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
13. 나의 조직은 안전 비행에 필요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조직
과정
(4)

5. 나의 조직은 조종사 최초, 승급, 전환 등의 교육/훈련이 잘 수행되고 있다. 
6. 나의 조직은 자체 운항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잘 준수되고 있다. 
9. 나의 조직은 조종사 임무 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 나의 조직은 나에게 과도하게 많은 비행 임무를 부여한다.

불안전
행위에 
대한 

전제조건
(30)

환경적 
요인
(8)

물리적 
환경

1. 나의 비행임무는 특성상 규정된 기상 제한치를 준수하기 어렵다.
2. 나는 동절기 비행 중 추위에 노출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나는 하절기 비행 중 고온에 노출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나는 비행 중 소음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나는 이착륙 및 비행 중에 장애물(지형/지물)로 인해 부담을 많이 느낀다. 

기술적 
환경

6. 나의 항공기(힘, 크기 등)는 나에게 부여된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7. 나의 항공기 조종실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8. 나는 비행임무 중 사용하는 임무 장비를 쉽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운용자 
상태
(11)

정신적 
요소

1. 나는 비행 중 자신감이나 지루함 등으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진다.
2. 나의 비행 임무는 특성상 과다하게 주의력을 집중해야 한다.
3. 나의 비행 임무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절차, 조작 등의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4. 나는 다(Multi) 기종을 조종해서 기재 취급 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5. 나의 비행 임무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6. 나는 비행 임무 절차에 익숙해서 체크리스트를 보지 않는 편이다.
7. 나는 비행이 결정되면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비행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9. 나는 비행 중 발생되는 우발적 상황에 대해 혼자서도 대처할 수 있다. 

생리적 
요소

10. 나는 비행 임무를 마치고 나면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11. 나는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적 압박을 받는다. 

인적
요인
(11)

CRM

1. 비행 시 임무 계획에 대해 조종사간 서로 정확히 
2. 이해하고 임무 분담을 적절히 나눈다.  
3. 비행 중 다른 승무원(기장 또는 부기장)은 나의 행동 및 결정을 적극 모니터하고 지원한다.
4. 나는 비행 중 다른 승무원(기장 또는 부기장)의 행동 및 결정을 적극 모니터하고 지원한다. 
5. 나는 비행 중 상대 조종사에게 임무와 관련되어 정보를 적극 제공 한다.
6. 나는 비행 중 상대 조종사와 일상적인 대화를 편안히 나눈다.
7. 나는 비행 중 절차 수행 전에 상호 확인을 위해 상대 조종사에게 미리 이야기 한다.
8. 나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서 조종사간 세부적 브리핑을 실시한다.
9. 나는 비행 전/중/후 조작 시 항상 비행 점검표에 따라 수행한다.

개인적 
준비

9. 나는 체력 증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10. 나는 비행 전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11. 나는 비행이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Table 1. List of Survey Item



164 유태정, 송병흠                       Vol. 25 No. 4. Dec 2017

재적 실패/조건이 131항목, 불안전 행위가 16항
목으로 분류되었다.

다. 미국 해군 HFACS-ME(Maintenance Extension)
미국 해군은 정비 작업에 대한 인적 요인 분석의 

기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기존 HFACS
프레임 워크를 수정하였다. Schmorrow(1998)는 해

군 대학원에서 항공 정비 관련 사고를 분석하기 위

해 특별히 설계된 HFACS-ME 프레임 워크 연구하

였고, 프레임 워크의 개념적 배경 내에서 일부 변

경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수준인 “불안전 행위”는 

유지 되었고, 두 번째 수준은 업무 조건(Working
Conditions), 세 번째 수준은 정비사 상태 마지막 4
번째 수준은 감독 조건이다.[24]

라. 영국 HFACS-HE
석유 및 가스 사업에서는 HFACS를 기반으로 

한 HFACS-HE를 개발하여 생산 또는 시추용 사

고 설비에 적용하고 있다. HFACS-HE는 외부 영

향을 포함하며, 다섯 번째 수준은 Rasmussen(1997)[25]
시스템 접근법을 기반으로 조직/회사 외부의 영

향을 통합하였다. 이 수준에는 정부, 규제 기관,
제조업체,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및 고

객 영향 등이 포함되며, 상호 작용의 시스템 수

준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26]

2.2 연구 설계
가. 연구 모형

본 연구는 HFACS를 기반으로 조직 영향이 조
종사들의 불안전 행동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 향후 조종사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
를 예방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불안전 행동의 전제조건(환경요인,
운용자 상태, 인적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직
영향(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직 절차)을 독립
변수로 하는 이론적 인과관계를 가정하였다.

나. 연구 가설

HFACS의 사고의 잠재적 요인들 간의 인과관
계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들을 설
정하였다.
H1 : 전체 조직영향은 전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 :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  

직과정)들은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H3 :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  
직과정)들은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환경요인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 :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  
직과정)들은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운용자   
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 :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  
직과정)들은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인적요인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다. 자료 분석 및 방법

본 연구는 헬리콥터 사고 예방을 위해 HFACS
의 분류 체계 중 조직영향과 불안전행위의 전제조

건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조사 대상

은 현재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방법은 설문지, 인터넷,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148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설문

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Table 1과 같이 조직영향과 불안전행위의 전제

조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조직영향 13개 문항과 불안전행위에 대한 전제

조건은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5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TATA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은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은 

먼저 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수들에 대

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영향이 불

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3.1. 인구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Fig. 1. Theoretic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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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비율(%)

전체 표본 148 100

소속

국가기관 83 56.08
운송사업 28 18.92
사용사업 27 18.24
자가용 10 6.76

비행
시간

∼ 2,000 16 10.81
2001∼4000 45 30.41
4001∼6000 53 35.81
6001∼8000 20 13.51
8000∼ 14 9.46

연간
비행
시간

~ 100 11 7.43
101∼200 89 60.14
201∼300 26 17.57
301∼400 15 10.14
401∼ 7 4.73

비행
자격

기장 85 57.43
부기장 23 15.54
겸직 40 27.03

Table 2. Specification of Pilots

3.2. 실증분석

가. 평가척도의 신뢰도 분석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비교분석 하기 전에 작성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

은 Cronbach’s alpha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와 같이 요소별 크론바흐 알파값

이 모두 0.7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수의 경우 

0.9478로 나타났다. 이는 본 설문의 문항들은 내적일

관성측면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 조직영향 중 자원관리는 3.46, 조직분위기 

3.41, 조직과정은 3.59을 나타났으며, 환경요인은 

3.36, 운용자 상태 3.36, 인적요인은 3.90으로 나

타났다. 측정변수의 기술 통계분석결과는 <표 4>
와 같다.

변수 항목 문항간상관 Cronbach‘s α

조직영향 13 0.4634 0.9182
전
제
조
건

환경요인 8 0.3293 0.7970
운용자상태 11 02316 0.7683
인적요인 11 0.3974 0.8789

전체변수 43 0.2967 0.9478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by Cronbach’s α

다. 검증 결과

1) 가설 1 검증  

전체 조직영향이 불안전행위의 전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영향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고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을 종속변

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6032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0.32%로 나타

나고 있었으며, F=221.96로서 회귀모형의 유의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VIF값이 10.0이하로서 독립변수간의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변수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조직영향(t=14.90,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조직영향(자원

관리, 조직분위기, 조직과정)이 좋을수록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2) 가설 2 검증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직과

정)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직과정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고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을 종속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6235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2.35%로 나타

평가영역 세부영역 N 평균 표준편차
조직 영향

자원관리 148 3.46
3.48

.792
.715.738조직분위기 148 3.41

.749조직과정 148 3.59

불안전
행위에 대한 

전제조건

환경적 요인 물리적 환경 148 3.24
3.36

.756
.632기술적 환경 148 3.56 .741

운용자 상태 정신적 요소 148 3.36
3.36

.523
.517생리적 요소 148 3.38 .786

인적 요인 CRM 148 3.94
3.90

.572
.500개인적 준비 148 3.81 .588

Table 4.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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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었으며, F=79.49로서 회귀모형의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값이 10.0이하로서 독립변수간의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변수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자원관리는 베타값이 .0731(p>.05)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조직분위기(t=4.59,
p<0.01)와 조직절차(t=3.07, p<0.01)는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베타값은 조직 분위

기가 .4588, 조직절차가 .3017로서 조직 분위기가 

조직절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는 조직 분위기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설 3 검증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직

과정)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환경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

직과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불안전행위의 전

제 조건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5135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1.35%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F=50.66로서 회귀

모형의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VIF값이 10.0이하로서 독립변수간의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변수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자원관리는 베타값이 .1625(p>.05)를 

나타내고, 조직절차는 .1415(p>.05)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조직

분위기(t=3.98, p<0.01)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베타값은 조직 분위기가 .4521를 

나타내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환경요인에

는 조직 분위기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가설 4 검증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직

과정)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운용자 상태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원관리, 조직 분

위기, 조직과정을 독립변수로 운용자 상태요인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38.44, F=29.97로서 회귀모형의 유의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VIF값이 10.0이하로서 독립변수간의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변수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자원관리의 베타값은 –.1226(p>.05)

전제조건 Coef. Std. Err. t P > |t| Beta
조직 영향 0.509882 .0342238    14.90 0.0000 .776674

_cons 1.782557 .1217362    14.64 0.0000 .
R-squared(Adj R-squared) = 0.6032(0.6005), F = 221.96 (Prob > F = 0.0000) 

Table 5. Hypothesis Analysis of H-1

전제조건 Coef. Std. Err. t P > |t|  Beta
자원관리 .0433081 .0593243 0.73  0.467 .0730796
조직 분위기 .2917146 .0636058 4.59 0.000 .4587879
조직 절차 .1890088 .0615178 3.07 0.003 .3016906
_cons 1.735893 .1213432 14.31 0.000 .
R-squared(Adj R-squared) = 0.6235(0.6157), F = 79.49 (Prob > F = 0.0000) 

Table 6. Hypothesis Analysis of H-2

환경요인 Coef. Std. Err. t P > |t|  Beta
자원관리 .1296127 .0907558 1.43  0.155  .162522

조직 분위기 .3868426 .0973057 3.98 0.000  .4520911
조직 절차 .1193163 .0941114 1.27 0.207 .1415199

_cons 1.16656 .1856338 6.28 0.000 .
R-squared(Adj R-squared) = 0.5135(0.5033), F = 50.66(Prob > F = 0.0000) 

Table 7. Hypothesis Analysis of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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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직

분위기(t=3.03, p<0.01)과 조직절차(t=2.95, p<0.01)
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조직분

위기의 베타값은 .3879, 조직절차의 베타값은 

.3702로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즉, 불안전 행

위의 전제조건 중 운용자 상태에는 조직분위기와 

조직절차가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 가설 5 검증

조직영향 세부요인(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직

과정)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 중 인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원관리, 조직 분위기, 조

직과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인적요인을 종속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5410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4.10%로 나타나

고 있었으며, F=56.58로서 회귀모형의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VIF값이 10.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변수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자원관리의 베타값은 .1645(p>.05)로
서 무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직분위기(t=3.24, p<.01)와 조직절차(t=2.40,

p<.05) 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조직분위기의 베타값은 .3582, 조직절차의 베타값

은 .2597로서 조직분위기가 높게 나타났다. 즉, 불

안전 행위의 전제조건 중 인적요인에는 조직분위

기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FACS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

로 하여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느끼는 사고의 잠

재적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분류체계

의 첫 단계인 조직영향이 불안전 행위의 직전 단

계인 불안전행위의 전제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세부 요인 간의 

영향 정도를 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인적오류를 유발 시키는 잠

재적 요인 중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은 조직영

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분위기는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의 세부영

역 환경요인, 운용자 상태, 인적요인 모두에 유의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검증을 통해 확인 된 것은 조직 영향의 

세부 요인 중 자원관리는 조직 분위기와 조직 절

차에 비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에 유의미한 수

준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 조건 중 환경요인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 분위기였다. 조직 내에 신뢰와 

공정성이 높고 안전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환경적으로 덜 위험한 상황에서 비행 임무를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의 정신적 및 생리적인 상태에는 조직 

분위기와 조직절차가 유사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직 내의 분위기

와 더불어 교육, 훈련, 규정, 합리적 운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조종사들이 정신적 및 생리적으로 

인적요인 Coef. Std. Err. t P > |t|  Beta
자원관리 .1038564 .0697929 1.49 0.139 .1644763

조직 분위기 .2426816 .0748298 3.24 0.001 .3582067
조직 절차 .1733822 .0723734 2.40 0.018 .2597332

_cons 2.092085 .1427557  14.65 0.000 .
R-squared(Adj R-squared) = 0.5410(0.5315), F = 56.58 (Prob > F = 0.0000) 

Table 9. Hypothesis Analysis of H-5

운용자상태 Coef. Std. Err. t P > |t|  Beta
자원관리 -.080007 .0835056 -0.96 0.340 -.1226433

조직 분위기 .2715635 .0895322 3.03 0.003 .3879839
조직 절차 .2553209 .0865931 2.95 0.004 .3702154

_cons 1.793762 .170804 10.50 0.000 
R-squared(Adj R-squared) = 0.3844(0.3716), F = 29.97 (Prob > F = 0.0000) 

Table 8. Hypothesis Analysis of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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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양호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인적요인에 있어서는 조직 분위기와 조직절차

가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중 조직 분위기가 조직절차에 비해 인

적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조종사간의 CRM과 개인적 준비에 

교육, 훈련, 규정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분위

기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영향은 조종사

들의 인적오류의 잠재적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직 분위기는 

전체 불안전행위의 전제조건뿐만 아니라 세부 요

인(환경 요인, 운용자 상태, 인적 요인)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한다면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자원관리와 조직 절차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직분위기를 개선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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