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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vi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se and classify human error in detail. Because human 
error has been implicated in 70 or 80% of aviation accidents in literature review. But, there 
is little detailed classification and research of human error. In this study, Objectives are to 
establish human error model by classifying types of human error in detail and also to 
analyse human factors by using the established model. Analysis of the data uses Korea 
Aviation Incidents Reporting System(GYRO). The resulting from actual analysis,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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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은 198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양대 항공사 체제로 발전한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별 전체 수송실적에서 세계 6위이며 여객은 11위, 화물은 3위
를 점유하였으며 2002년에 ICAO의 이사국으로 진출되어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이나 역할이 
중요하다(ICAO 2001). 
  오늘날의 항공기는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고속성
을 추구하며 고속 대량 운송수단이라는 운용 특성으로 인해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대량의 인명 
생명손상으로 직결되므로 현대의 운송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사고의 발생은 항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은 물론, 해 국가의 항공 안전도와 국제
적인 국가 신인도와 연관되므로 항공사고의 예방은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항공교통사고는 70%이상이 인적오류에 기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70～80%가 인

적오류로 분류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나 실질적인 분석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적오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설정된 모델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실제 사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으나 우리나라의 항공기 사고에 관련된 자료의 규모가 협소하여 이
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세부적인 자료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
통안전공단에 의해 수집된 항공준사고보고를 종합 분석한 GYRO의 내용 가운데 인적오류를 별
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유형을 구분하며 항공기 운항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밝
혀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인적오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적오류의 세부 분류방법 가운데 미 해군에서 개발한 HFACS Model과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GYRO의 내용을 근거로 
항공준사고보고의 인적오류 유형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인적오류의 분석에 관한 기존연구 
1) 인적오류분석(Human Error Analysis)의 발전
  현대의 문명 발달은 인간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했는데 항공기의 운용에 따른 고속 대형교통
수단의 등장도 한 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증가될수록 대형사고라는 반대 급부가 나타나
는데 스위스 상공의 러시아 항공기 사고(2002), 김해공항의 중국항공기 사고(2002), Tenerife공항
(1977)의 항공기 충돌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항공기 사고조사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인적오류이다. 많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인적오류에 기인한 사고가 전체의 70-80%
를 차지한다고 분석하였고(Shappell & Wiegmann, 1996), 항공, 전력생산 등 정교함을 요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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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인적오류가 사고의 60-90%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Rouse & Rouse, 
1983). 특히 항공교통에서의 항공기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적오류 가운데 비 안전행동에 의한 에
러와 위반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happell & Wiegmann, 2001). 
  Human error에 관련하여 인간은 본원적 특성에 의해 항상 실수를 유발하므로 항공교통에서 
인적오류가 사고의 70-80%를 나타나는 것은 의외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고(Wiegmann & 
Shappell, 1999), 항공교통사고의 형태에 의한 추세연구에 의하면 기계적인 실수로 기인한 것은 
과거 4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하나 인적 오류에 기인한 사고들은 훨씬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Shappell & Wiegmann, 1996).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인적오류이나 이에 대한 제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점차적으로 error의 최소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인적오류의 분석은 크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된다.
정량적 분석은 특정직무에서 인적오류 발생확률을 구하는 기법으로 인적오류를 확률적으로 제시
하나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
안의 도출에 부적합하다. 이를 보완한 정성적 분석은 사건의 실제 전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므로 인적오류분류, 원인규명, 대응방안수립 등이 가능하다(박경수, 1993).
  최근에 항공분야를 비롯한 정밀작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는 
정성적 분석 가운데 작업자의 인지과정을 고려한 분석방법이다. 첨단을 달리는 항공과 관련된 시
스템은 대부분의 물리적 반복적 작업이 자동화되어 조종사나 관제사 등의 항공종사자가 행위자
(actor)역할에서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자(information 
processor)로 역할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고려한 오류분석기법에 대한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고려한 분석방법으로 sequential error model과 
GEMS가 대표적으로 이용된다(Ramussen(1981), Reason(1990)). 최근에 연구된 인적오류분류에 관
련된 대표적 연구는 <표 1>과 같다.  

2) Swiss Cheese Model 과 인적요인분석, 분류시스템
  Reason(1990)은 인적오류유발요인의 분석을 위해 Swiss Cheese Model을 고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적오류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의 연구는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에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그림1>. 
  그러나 Swiss Cheese Model 모델의 단점으로 사고원인의 보편적 개념을 설명했지만 Cheese 
Hole에 대한 일상 운항환경에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사고
가 발생하기 전이나 사고조사시 이러한 Cheese Hole에 대해 명확히 인지가 요구된다(Shappe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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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적오류의 분류에 관한 기존연구 

연구자 오류(error)의 종류 비  고

 Shappell &  
      

Wiegmann

 의사결정 오류(decision)
 기능기반 오류(skill-based)
 지각오류(perceptual)
 위반(violation)

 의사결정오류: 부적절한 절차,의사결정미숙  
 기능기반오류: 단계 생략, 점검항목 누락
 지각오류: 공간감각 상실, 시각적 착각
 비의도적: slip(생략, 순서오류, 주의분산)

           lapse(의도망각, 계획행위 생략) 
 의도적: mistake(규칙기반 및 지식기반실수)

           violation
 위  반: 브리핑누락, 의도적 항공기 성능초과

James 
Reason

 기능기반 오류(skill-based)
 규칙기반 오류(rule-based)
 지식기반오류(knowledge-based)
 의도성 유 무에 의한 분류

  - 비의도적 : slip, lapse
  - 의도적: mistake, violation

 Maurino, 
D.E

 기능기반 오류(skill-based)
 규칙기반 오류(rule-based)
 지식기반오류(knowledge-based)
 지각오류(perceptual error) 

     

<그림1>  Reason의 SWISS CHEE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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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요인분석 및 분류시스템(HFACS)과 관련된 연구
  이러한 Swiss Cheese Mode의 단점보완을 위해 Shappell & Wiegmann(2000)은sequential 
error model과 GEMS을 토대로 인적요인분석 및 분류시스템(HFACS :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인지적 오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인적오류의 근본적인 원인 식별에 용이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Swiss Cheese Mode에서 
누락된 Cheese Hole에 대한 부분을 잠재적 실수와 실제 실수로 보강한 모형으로 미 해군의 항공
사고에서 인적원인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HFACS는 승무원, 조직요인들을 
포함한 시스템의 인적오류를 네 가지 실수단계인 ①불안전한 행위, ②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 
③불안전한 감독, ④조직의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그림 2>  HFACS 모델

조 직  영 향

자원    관 리 조 직   문 화 조 직   과 정

불안전한  감독

부적절한   감독 계획된  부적절한  운영 문제  교정  실패 감독자  위반

불안전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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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적성비 생리적 상태비 정신 상태 CRM육체적/정신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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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오류의사결정  오류 습관적 예외적

  그러나 HFACS 모델의 단점으로 인적오류의 네 가지 실수단계 가운데 불안전한 행위에 대한 
세부 항목을 과도하게 광범위한 개념으로 분류하여 각 오류 항목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
하지 못한 단점을 지닌다. 예를 들면 기능기반오류에 속하는 slip 과 lapse 가 발생하는 단계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이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는 분류의 모호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강하고 각 오류 항목들 간의 차이점과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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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항공사고를 정성적 방법에 의해 분류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명확한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 1>에서 제시된 기존의 인적오류 분류에 대
한 연구를 토대로 Shappell & Wiegmann의 HFACS와  Reason의 인적오류분류, Maurino, D.E
의 분류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즉, Swiss Cheese Model과 HFACS Model 등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오류의 종류를 모
두 포함하여 항공기사고에서의 인적요인과 관련된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으며, 불안전한 행
위를 유도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기존의 사고와 관련된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모델의 특징은 기능기반 오류를 비의도적인 오류인 slip과 lapse로 구분하였으며, 의도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는 mistake와 violation을 별개의 차원으로 구분을 하였다. 즉 기능기반오류와 
의사결정오류의 세부 내용을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차원에서 구분한 특징이 있다. 즉 항공종사자
들의 인적오류를 분석함에 있어 의도성 유무에 의한 판단이 강조되어 인적오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본 연구는 이를 분석의 도
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 본 연구의 인적오류분석 및 분류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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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연구
1) 항공기 사고요인 분석과 준사고 보고
  항공 운항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Incident(준사고)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고 잠재요인 조사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Helmriech, 1996). 
항공기의 제작기술과 운영절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의한 사고(Accident)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준사고(Incident)의 경우 세계적으로 매년 수
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준사고와 관련하여 하인리히는 300:29:1의 비율로 준사고, 경사고, 중사고가 발생함을 제시하였
으며, 연구의 결과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중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고는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이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되므로 불안
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의 연쇄를 사전에 차단하면 중사고의 대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햄라이크는 사고와 관련하여 조종사의 실수에 대한 필연성을 인정하고 ① 실수의 가능성
을 줄이고(Avoidance) ② 실수가 영향을 주기 전에 제거하고(Trap) ③ 실수가 사고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Mitigate) 항공안전이 구축된다고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를 충족시키는 
준사고보고의 수집내용을 활용한 분석은 실제적으로 발생된 항공기 사고의 분석에 버금가는 중
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준사고보고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운영체계의 운영을 위해 추구하는 자발성, 보고서 제출
의 용이성, 자료 운영자의 전문성, 신뢰성과 비밀성, 처벌 면제에 라는 대가성 등으로 인해 비교
적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가 수집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 분야의 항공종사자가 
참여하여 그 자료가 방대하므로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준사고보고제도에서 
나타난 인적오류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 준사고보고를 종합 분석하여 인적오류에 의한 분류와 세부적 요인
을 밝혀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표본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항공 준사고보고를 종합한 
GYRO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범위는 최초 발행된 2000년 2월～2002년 6월까지의 준사고보고의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기간 중 총 265건의 준사고가 보고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준사고의 
종합 정보자료인 GYRO를 통해 중요한 준사고 59건을 발췌하여 발행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는 우선적으로 연구 대상이 인적요인이므로 자료를 행위자(조종사, 관제사, 정비사)가 원인
이 된 준사고로 재분류하였다. 가장 중요한 인적요인에 대한 세부구분은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SPSS 10.0을 이용한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세부 인적요소의 영향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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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1) 준사고보고의 내용별 접수현황 
  준사고 보고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종합하여 발표한 자료는 <표 2>와 같다. 접수된 내
용을 살펴보면 보고된 준사고보고 가운데 인적요소에 관련된 부분이 약 34%를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적인 준사고통계와 유사하다(교통안전공단 2002). 준사고보고제도가 시작된 2000년에는 항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나 점차적으로 인적요인과 관련된 보고가 항적
정보와 관련된 건수를 추월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2년에는 인적요인에 대한 보고가 41%로 
가장 높은 보고 건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준사고보고 내용별 접수현황
구분 인적요인 제안사항 고장관련 기상관련 조류충돌 항적정보 기타 합계

2000년도 47 15 9 5 10 51 12 149
2001년도 15 5 5 3 2 22 6 58
2002년도(6.30이전) 24 2 3 1 1 19 8 58

총계 86 22 17 9 13 92 26 256
※ 자료원 : 교통안전공단 항공 준사고 보고 연간보고서(2001, 2002년) 

(2) 인적오류에 관련된 분석
  항공준사고보고제도에 접수되고 준사고보고팀에 의해 분류된 인적요인과 관련된 내용은 총 86
건이었으나 교통안전공단의 검토를 거쳐 GYRO에 발표된 인적요인과 관련된 보고는 총59건이었
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모델에 의한 분류기준인 slip, lapse, 지식기
반오류, 규칙기반오류, 지각오류, 위반의 6가지로 세분한 결과, 총 59건의 준사고보고의 내용은 <
표 3>과 같이 106개의 인적요인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1개 보고에 조종사, 관제사 등이 동시에 
포함되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을 각각 1건으로 간주). 
  항공종사자 별로 구분에서 조종사에 의한 인적오류가 81건이며 관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22건
이었다. 이를 세부적인 구분으로 살펴보면 불안전한 행위가 77건,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이 
21건으로 인적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불안전한 행위를 연구모델
에서 제시한 오류의 형태로 세분한 결과 LAPSE와 지식기반 오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공통된 사항이다.
특히 또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승무원 자원관리(CRM) 문제는 총 21건의 조종사 불안
전한 행위의 전제조건 중에서 19건을 차지함으로서 승무원 자원관리가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가
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항공사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서 준사고보고 제도가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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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모델과 HFACS에 의한 항공 준사고 분석 비교

  구   분 조종사 관제사 기타 합계
소계 81 22 3 106

불안전한 행위 53 21 3 77

연구모델에 의한 
세부분류

   SLIP   LAPSE   지식기반 오류   규칙기반오류   지각오류   위반

41710688

449220

1

2

8212081010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 21 0 0 21

HFACS에 의한 
상위분류

   불안한 정신상태
      CRM  

2
19

2
19

불안전한 감독 6 1 0 7
   부적당한 감독
   문제교정 실패

5
1 1

5
2

조직의 영향 1 0 0 1
   자원 관리 1 1

(3) 종사하는 업무와 불안전한 행위와의 관계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불안전한 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과 집단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표 4>. 조종사의 경우는 LAPSE와 지식기반오류, 지각오류, 위반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관제사의 경우는 지식기반오류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SLIP과 LAPSE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준사고에서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오류 발생 형태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불안전한 행위에 대한 상관관계
구  분 SLIP LAPSE 지식기반오류 규칙기반오류 지각오류 위반
조종사 .270 .658* .456* .330 .403* .398*
관제사 .380* .374* .517* .109 .279 .088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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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행단계와 불안전한 행위와의 관계
  항공기 사고의 통계에 의하면 비행단계와 오류에서 조종사는 이/착륙중에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Boeing 2002). 그러나 준사고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 
비행단계와 불안전한 행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이 인적오류는 
이륙과 순항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륙 중에는 lapse와 지식기반 오류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착륙 중에는 지식기반오류와 규
칙기반오류가 분석되었다. 또한 순항 중에는 이륙 중에 발생하는 오류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적오류와 비행단계와 관련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6>과 같이 이륙 중에는 
LAPSE와 지식기반오류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착륙 중에는 지식기반오류와 규칙기반오류, 
순항 중에는 지각오류와 lapse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모든 비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식기반오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세
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비행단계별 오류발생 빈도
구  분 이륙중 착륙중 순항중 지  상 합  계
SLIP 3 2 2 1 8

LAPSE 12 1 7 1 21
지식기반오류 8 4 8 0 20
규칙기반오류 2 4 2 0 8

지각오류 1 3 5 1 10
위반 2 2 4 2 10
합계 28 16 27 5 77

 <표 6> 비행단계와 오류의 상관관계  
구  분 SLIP LAPSE 지식기반오류 규칙기반오류 지각오류 위반
이륙중  .199   .467**  .420* .130 .042 .022
착륙중 .104 .180   .540**  .464* .280 .210
순항중 .196  .391*  .414* .017 .256 .180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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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는 항공기 사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요인 가운데 인적요인이 70～8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되나 인적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 착안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1차 작업으로 인적오류의 세부 분류방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한 
결과 미 해군에서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인적오류를 분석할 목적으로 개발한 HFACS Model이 
인적오류의 분류를 가장 심도 있게 분류하였으나 불안전한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 미약한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불안전한 행위 가운데 기능기반오류는 크게 slip과 laps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오류가 갖는 개념과 나타나는 특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HFACS Model에서는 이를 동일한 범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본 연구의 모델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하고 보완하여 기능기반 오류를 비의도적인 
오류인 slip과 lapse로 구분하였으며, 의도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는 mistake와 violation을 별개
의 차원으로 구분을 하였다. 즉 항공종사자들의 인적오류를 분석함에 있어 의도성 유무에 의한 
판단을 강조하여 인적오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GYRO의 내용을 종합하여 항공교통사고의 인적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을 적용한 실증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인적오류의 세부 발생형태가 각 비행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둘째 항공종사자(조종사, 관
제사)에 따라 준사고와 관련된 인적오류의 발생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항공사
고 조사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CRM이 불안전한 정신상태에 관련된 불안전한 행위의 전
제조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항공준사고 보고 내용에서 인적오
류를 세분화함으로서 항공기 사고의 70～8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을 도출하였으며, HFACS의 
마지막 단계인 불안전한 행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새로
운 모델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연구의 표본과 관련하여 항공기 사고자료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 준사고보고의 내용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분류에 
활용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모델이 외국의 문헌고찰과 연구
자의 의지로 구축된 모델이므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세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본 모델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강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준사고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자료획득이 곤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서 발행하는 준사고보고의 자료인 GY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86개에 
해당하는 인적요인 관련 준사고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59개의 요인으로 분석을 하였으므로 누
락되거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분류에 시각 차가 있을 수 가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업무 부서
의 협조를 통하고, 보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본 연구모델을 근거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인적오류 세부연구 모델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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